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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전 현 배**
이 인 재***

기존의 출산율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
친다는 암묵적인 전제에 기초하고 있지만, 개인별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엄
밀하게 검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KLIPS)
를 이용하여 가족구조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OLS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자녀 부부일수록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LS 추정치에는 부모와의 동거 결정과 자녀 출산
결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족구조와 출산 사이의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 문
제를 통제하기 위해 남편의 출생 순위를 기혼자녀 부부의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도구변수를 사용한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의
동거는 기혼자녀 부부의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부모와의 동거와 출산율 사이에 나타
나는 정(+)의 관계가 출산 성향이 높은 기혼자녀 부부가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선별 과정(sorting process)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 가족구조, 출산, 도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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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출산율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7년 1.2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출산율의 감소는 인
구 변천(demographic transition)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한국과 같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
들다. 최근 들어 비록 출산율이 소폭으로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
만 인구 대체가 가능할 수준으로 출산율이 회복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핵가족 중심으로의 가족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한국의 인구 변천 과정에서 기혼자녀 부부
가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형태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결혼한 자
녀가 독립적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핵가족 형태의 가족구조가 지배적인 가족형
태가 되었다. 2005년「인구 및 주택총조사」에 의하면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형
태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기혼자녀 부부가 동거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1인 가
구 제외)의 9.8%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출산율은 가족구조, 즉 세대
간 동거형태(intergenerational living arrangements)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추
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
고 있지만, 사실 양자 사이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한 경제학적 연구는 아직까
지 존재하지 않는다. Becker(1960)의 논문이 발표된 후 그동안 가족구조와 출
산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이는 매우 놀랄 만한 일이다. 물론 이 주제에 관하여 사회학적 또는 인구학적
연구가 일찍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Davis, 1955; Davis & Blake, 1956;
Freedman et al., 1978, 1982), 가족구조와 출산율과의 관계 규명은 경제학자들
의 관심에서는 크게 벗어난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부모와 기혼자녀 부부가 동거하는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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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출산의 경제적 비용 측면이다. 가족 내 자원배분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
구조에 따르면, 자신들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기혼자녀 부부는 자신들의 부
모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기혼자녀 부부보다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경향이 있
다. 기혼자녀 부부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시장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만일 동거하는 부모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출산의 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모와 함께 사는 기혼자녀 부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
의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설명은 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출산의
경제적 비용감소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비용 가설(cost hypothesi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기혼자녀 부부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unobservable characteristics)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 선택을 강조하는 설명이다. 이는 비용 가설의 설명구조를
뒤집어 인과관계를 역전시킨다. 즉 부모와의 동거와 기혼자녀 부부의 출산율
사이의 정(+)의 관계는 부모와의 동거가 출산의 경제적 비용을 낮추는 것 때문
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의 성향이 높은 기혼자녀 부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통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
어, 다출산에 대한 선호나 규범이 내재화된 기혼자녀 부부일수록 부모와 동거
할 개연성이 높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구조와 출산의 상관관계
는 출산의 경제적 비용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관점은 기
혼자녀 부부의 보이지 않는 특성에 따른 선택 과정의 결과로 가족구조와 출산
율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선별 가설(sorting hypothesi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두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우리
는 우선 개인별․가구별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자녀 부부와 부
모와는 독립적으로 주거하는 기혼자녀 부부 사이에 과연 출산율 차이가 존재하
는지를 검증한다. 그리고 만약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과연 이
러한 출산율의 차이가 비용 가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지 아니면 선별 가설
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세대간 동거형태의 선택과 출산 결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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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여 주고, 출산에 관한 새로운 정책적 함의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가족구조와 출산율에 관한 위의 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고는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추정법을 활용한다. 보통최소자승(OLS) 방법으로 가족
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게 되면 추정계수에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 선별 가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혼자녀 부부의 부모와의 동거 결정
과 출산 결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양자 사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내
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고려한 추정방법론이 활용되어야 한다. 내생성을
통제 또는 교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도구변수 추정
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즉 남편의 출생 순위를 기혼자녀 부부의 부모
와의 동거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가족구조가 부모와의 동거가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2004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의 1,14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기혼자녀 부부의 부모와의 동거는 출산율과 관계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
해 준다. OLS 추정 결과에 의하면, 시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 부부일수록 자
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부모와의 동거라는 세대간 동거형
태와 출산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그러
나 남편의 출생 순위를 도구변수를 사용한 추정 결과에 의하면, 시부모와의 동
거는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구변
수 추정법에 의한 시부모와의 동거의 추정계수는 추정모형에 관계없이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시부모와의 동거와 출산율 사이에 나
타나는 정(+)의 관계가 출산 성향이 높은 기혼여성 부부가 시부모와 동거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통계적 산물(statistical artifact)이라는 선별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가족구조와 출
산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을 통제하는 도구변수 추정모형을 제시한
다. 제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설명한다. 또한 기혼자녀 부부의 부모
와의 동거에 대한 도구변수를 제시하고 그 도구변수의 유효성을 논증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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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비용 가설과 선별 가설의 타당성을 분석한
다. 제Ⅴ장은 분석 결과의 요약과 결론이다.

Ⅱ. 연구방법론

1. 추정방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부모와의 동거가 기혼자녀
부부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출산방
정식을 설정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1)

위의 식 (1)에서   는 자녀수,   는 기혼자녀 부부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0의 값을 갖는다.  는 교란항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추정계수는  
이다. 만일 부모와의 동거가 출산율을 높인다면     이다.
추정식 (1)은 매우 간단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
다. 부모와의 동거는 출산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모와의 동거가
출산에 대해 내생성을 갖는다는 것은 관측되지 않는 특성(unobservable
characteristics)이 포함된 교란항(  )이 기혼자녀 부부의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
(   )과 부모와의 동거에 관한 의사결정(   )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출산방정식의 교란항(  )과 부모와의 동거(   )가 서로 상관되어 있다.
이 경우   의 보통최소자승(OLS) 추정치에는 편의(bias)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선별 가설에서와 같이 많은 수의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일수
록 부모를 모시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부모와의 동거
가 출산율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의 관계가 발견될
것이다. 따라서 교란항(  )과 부모와의 동거변수(   )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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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OLS 방법의 의한 추정치는 부모와의 동거의 효과를 과
대 추정하게 된다. 반대로 적은 수의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부부가 부모와 동거할
확률이 높다면, 자녀수와 부모와의 동거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관찰될 것이
다. 이 경우에는 교란항과 부모와의 동거변수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
하게 되고 OLS 방법에 의한 추정치는 부모와의 동거의 효과를 과소 추정하게
된다. 부모와의 동거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면 어느 경우이건 간에 부모와의
동거와 출산 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관계(spurious relation)가 통계적으
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생적인 설명변수가 있는 모형을 OLS 방법으로 추정하면 회귀계
수 추정량은 편의를 가지게 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하
여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상적인 도구변수
는 부모와의 동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는 상관
되어 있지 않은 변수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구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이 올
바른 추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변수를 도구변수로 찾아
야 한다(Stock & Watson, 2006). 첫째, 적합성(instrument relevance) 조건으로
도구변수(   )는 부모와의 동거(   )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부모와
의 동거와 상관관계가 적은 도구변수를 사용할 경우 도구변수의 추정량은 특이
분포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통계적 추론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적합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도구변수를 약한 도구변수(weak IV)라고 부른다. 둘째, 외생성
(instrument exogeneity) 조건으로 도구변수(   )는 기혼여성의 출산 결정요인
(  )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도구변수가 외생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추정
결과에는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적합성과 외생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구변수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도구
변수를 사용하여 부모와의 동거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two-stage least
squares(2SLS)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2SLS 추정의 기본적인 아이디
어는 내생성 문제를 일으키는 설명변수를 내생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내생성의 문제가 없는 부분만을 사용하여 그 부분과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2SLS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모와의 동거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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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도구변수(   )에 대해 OLS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
모와의 동거 추정치( ˆ )를 이용하여 자녀수와의 관계를 아래의 식 (2)를 OLS
방법으로 추정한다. 즉,
       ˆ   .

(2)

2.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주지하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부모와 기혼자녀의 부부가 동
일한 가구에서 함께 주거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대부
분 남자이며, 남자 중에서도 장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일 장남이 부모와 함
께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생 순위가 낮은, 다시 말해서 장남 다음으로 나이
가 연장인 남자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세
대간 동거 패턴은 아직도 관습적으로 존중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현실적 규
범력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출생 순위는 남편의 부모와의 동거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의 출생 순위가 가족구성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일부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활용되어 왔다(Ogawa & Ermisch, 1996; Chun & Oh,
2002; Sasaki, 2002; Wakabayashi & Horioka, 2006 Chun, Kim & Lee, 2007).
출생 순위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몇 가지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첫째는 장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다. 둘째는 남자 형제의 출생 순위를 이용하여 도구변수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자식 중 여성 자매를 제외한 남성 형제만을 가지고 정한 출생 순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셋째로 남녀를 불문하고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여 이들 간의 출생
순위를 따져서 부모와의 동거의 도구변수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법은 명확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장남 여부에 대한 더미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내생성의 문제
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즉 장남 여부는 부모와의 동거에 영향을 미치지
만, 이와 동시에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남이 형제자매 중에서는
혈통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족 규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가

8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1호

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남이라는 지위는 출산율에
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도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남 더
미는 도구변수의 외생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두 번째로 남자 형제 사이
의 출생 순위를 이용하는 방법은 변수에 충분한 변화(variation)를 생성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이용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분석 대
상이 되는 대다수 표본에서 남자 형제수는 3명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구변
수로서의 외생성의 조건을 만족할지라도 실제 추정 과정에서 적합성을 확보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편의 출생 순위를 세 번째의 방법에 따라
구성하여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도구변수로 활용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실이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 중 부모와 동
거하는 기혼자녀 부부는 모두 100쌍이다. 이 중에서 부인의 부모와 동거하는
사례수는 단 세 부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들 표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부모와의 동거는 남편의 친부모, 즉 부
인의 시부모와의 동거를 의미한다.1)
이제 형제자매 중 남편의 출생 순위가 시부모와의 동거의 도구변수로서 유효
한지(valid instrument)의 여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자. <표 1>은 분석
에 사용된 표본(표본의 구성방법과 기술통계에 대해서는 후술함)에 나타난 남
편의 출생 순위에 따른 시부모와의 동거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 의하
면 남편이 형제자매 중 첫째인 경우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11.1%, 둘째인
경우는 11.6%, 셋째인 경우는 7.7%, 넷째인 경우는 4.3% 등으로 나타난다. 이
것은 남편의 출생 순위가 낮을수록 시부모와 동거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는 도구변수로서의 적합성
을 갖는다고 일단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장남을 포함한 출생 순위로 도구변수를 구성할 경우 장남더미를 사용
할 때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장남이라는 지위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남을 포함한
출생 순위와 출산 결정요인 사이에도 유사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
서 우리는 모든 형제자매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순위와 형제자매 중 첫째인 장
1) 부인의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부부를 표본에 포함하여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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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편의 출생 순위와 시부모와의 동거
남편의
출생 순위
1
2
3
4
5
6
7 이하
표본크기

도수
332
241
209
150
113
61
42
1,148

전체 표본
상대도수
28.9
21.0
18.2
13.1
9.8
5.3
3.7
100.0

비동거
도수
295
213
193
143
106
59
42
1,051

동거
도수
37
28
16
7
7
2
0
97

동거가구비율
(%)
11.1
11.6
7.7
4.7
6.2
3.3
0.0
8.4

주 : 남편의 출생 순위가 7번째 이하의 경우는 도수가 매우 적고 또한 모두가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의 표에서는 하나의 범주로 표시하였음.

남(이하 ‘장자’라고 부르기로 하자)을 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위 두 가지를 도구
변수로 가능성이 있는 변수로 상정하였다. 위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시부
모와 동거하는 기혼자녀 부부 중 남편이 첫째인 경우는 28.9%, 둘째인 경우는
21.0%, 셋째인 경우는 18.2%, 넷째인 경우는 13.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가 첫째인 경우를 제외해도 표본의
약 70% 이상이 유지된다. 또한 <표 1>의 마지막 열에서 잘 나타나듯이 형제자
매 중 남편의 출생 순위가 둘째 이하인 경우만을 한정하여 보면 시부모와의 동
거와 제2순위 이하 남편의 출생 순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따라서 형제자매 중 출생 순위가 제1순위인 장자를 제외하여도
높은 상관관계가 유지된다.
이제 ‘장자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와 ‘장자를 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위’
라는 변수들의 외생성을 검토해 보자. 어떤 하나의 도구변수(single instrument)
를 놓고 그 변수의 외생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Angrist & Evans(1998)에서와 같이 남편의 출생 순위가 출산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특성들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할당되어(randomly assigned) 있
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외생성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표 2>는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남편의 출생 순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
2) 형제자매 중 출생 순위가 제1순위인 장남이 아니라 ‘남자형제 중 맏아들’인 장남을 제외
한 출생 순위를 이용하여 도구변수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관측치의 손실이
커서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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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실제로 표에 제시되어 있는 변수들은 식 (2)와 같은 단변량 분석(univariate
analysis)시 제외되며, 교란항에 포함되는 변수들이다.
<표 2>에 따르면, 장자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는 부인의 연령과 연령제
곱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인의 학
력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인 고등학교 졸업더미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대학교
이상 더미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학력 수준과 남편의 출생 순
위의 상관관계는 모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장자를 포함한 남편
의 출생 순위가 출산의 결정요인들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장자라는 지위가
출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표 2>의 두 번째 열은 장자를
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위가 출산의 결정요인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을 보여준다. 10%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과 연령제
곱이 유일하다.
<표 2> 남편의 출생 순위와 설명변수와의 상관계수

연령
연령제곱/10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
가구 연간 총소득(로그)
(기혼여성의 근로소득 제외)
대도시 거주
(1 : 7대 도시 거주, 0 그 외)
표본 크기

남편의 출생 순위
(장자 포함)
0.083***
(0.005)
0.083***
(0.005)

0.020
(0.494)
0.061**
(0.039)
-0.073**
(0.014)
-0.008
(0.785)
-0.042
(0.158)
1,148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p-값을 나타냄.
*** 는 1%, ** 는 5%, * 는 10% 유의함을 표시함.

남편의 출생 순위
(장자 제외)
0.066*
(0.061)
0.066*
(0.061)

-0.008
(0.831)
0.019
(0.596)
-0.015
(0.669)
-0.030
(0.399)
-0.045
(0.201)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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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제자매 수는 부모의 다산성(fecundity)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출생 순위 변
수가 기혼자녀 부부의 출산을 결정하는 추정식에서 내생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
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인의 나이를 통제할 경우 남편의 형제자매 수는
자녀 수를 결정하는 회귀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3)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장자를 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위’는 첫째 시부모와
의 동거에 대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즉 도구변수로서의 적합성을 만족시키
며 외생성의 조건에도 부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두 조건을 고려하여 ‘장자를 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위’를 시부모와의 동거의 도
구변수로 사용한다. 다만, 비교를 위하여 ‘장자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를
도구변수로 이용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Ⅲ. 자 료

본 논문에서 이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7차년
도(2004년) 자료이다. 분석 대상은 부인의 연령이 만 21세 이상 40세 이하인
기혼자녀 부부이다. 연령을 이렇게 제한한 것은 기혼여성의 가임 기간을 감안
한 것이다. 현재 혼인상태가 이혼, 별거 혹은 사별인 경우는 남편의 정보를 이
용할 수 없으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가구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KLIPS의 구성 방식에 따르면 가족구성원 중
부부는 한 가구 내에서도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 가구 단위에서
한 쌍의 부부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즉 가구자료에서 ‘가구주와의 관계’ 번
호로부터 추출 가능한 모든 부부 형태를 조합한 뒤,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
3) 본고의 분석 대상은 21～40세 부부이다. 이미 인구 변천 과정이 완성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서는 부모의 다산성과 자녀수와의 밀접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을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와 관습은 여전히 어느 정도 현실적
규범력을 가지고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들의 판단이다. 다산성과 관련된 도구변
수의 내생성 문제를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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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우선적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만일 한 가구 내에 부부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인의 나이가 어린 부부를 선택하였다. 또한 시부
모와의 동거 선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
사이므로 부모가 생존하지 않고 있는 기혼자녀 부부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4)
실증분석에 사용된 학력, 소득, 연령 그리고 자녀수와 관련된 변수들은
KLIPS의 개인자료에서 구성하였다. 남편과 부인의 개인정보 중 분석에 필요한
이들 변수들을 개인 고유번호를 이용해 추출한 후 부부 자료와 결합하였다. 연
간 총 가구소득은 부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다. 각 가구의 금융소득, 부
동산소득, 사회보험 수혜금, 이전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을 남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구하였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가구번호와 가구주와의 관계번호를
이용하여 판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택된 표본은 총 1,148쌍의
기혼자녀 부부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의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실증분석에 포함된 기혼자녀 부부의 출
산 결정요인은 부인의 연령, 연령제곱5), 학력(고졸 미만, 고졸, 대졸 이상), 연
간 가구총소득, 그리고 거주 지역(대도시 거주 여부)이다. 우선 종속변수인 부
부의 출산은 18세 이하의 자녀수와 6세 이하의 자녀수 두 가지를 이용하였다.
기혼자녀 부부의 18세 이하 자녀수는 1.64명으로 나타난다.6) 자녀의 나이를 6
세 이하로 한정하게 되면 부부당 평균 자녀수는 0.48명이 된다.

4) 표본 구성과 관련하여 언급해 두어야 할 점은 자료의 제약이다. KLIPS의 경우 부모의 생
존여부에 대한 정보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친부모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관측
치에 대해서 남편의 친부모의 생존 여부가 정확하게 정의되지 못하므로 남편의 생존 부모
가 없는 경우도 표본에 포함될 수 있다. 가구주(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지 않
은 표본은 약 9% 정도이며, 이를 제외하거나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여도 추정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가구의 자녀수 보정을 위해 여성의 연령을 비롯하여 연령제곱 변수
등을 회귀분석에 추가하였다.
6) 표본에 나타난 부부의 18세 이하 평균 자녀수 1.64명은 2004년 합계출산율 1.19명보다
많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합계출산율이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한 여자가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21～40세 기혼여성의 출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합
계출산율이 2명 정도로 추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64명의 18세 이하 자녀수는 정부의
출산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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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의 특성 : 기혼여성(연령 21～40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녀수 (18세 이하)

1.64

0.74

0

5

자녀수 (6세 이하)

0.48

0.63

0

3

연령

33.68

4.18

21

40

연령제곱/100

11.52

2.78

4.41

16

고등학교 졸업 이하

0.072

0.259

0

1

고등학교 졸업

0.533

0.499

0

1

대학교 이상

0.395

0.489

0

1

가구 연간 총소득(로그)
(기혼여성의 근로소득 제외)

7.75

0.71

2.40

11.18

대도시 거주
(1 : 7대 도시 거주, 0 그외)

0.487

0.500

0

1

동거
(1 : 시부모와 동거, 0 그외)

0.084

0.278

0

1

교육수준

표본 크기

1,14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노동패널」7차년도(2004년 조사자료).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사용된 독립변수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인의 평균 나이는 33.7세로 나타난다. 부인의 나이를 21～40세
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나이가 30세가 넘는다는 것은 혼인 연령이
전반적으로 20세 초반보다는 늦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부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2%, 고등학교 졸업이 53.3%, 대학교 이상이 39.5%이
다.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자녀 부부의 연간 총 소득의 로그 값은 7.75이다. 이를 원래의 값
으로 환원하면 부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2,321만 원이
된다. 기혼자녀 부부의 48.7%는 7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거하
는 부부의 비율은 전체 표본 중 8.4%이다. 이는 2005년「인구 및 주택총조사」
에 따른 1인 가구를 제외한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 비율인 9.8%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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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정 결과

1. 출생 순위와 부모와의 동거
<표 4>는 남편의 출생 순위가 시부모와의 동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것
으로 도구변수 추정법의 제1단계에 해당된다. 표의 (1)~(3)열은 ‘장자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를 도구변수로, (4)~(6)열은 ‘장자를 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
위’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4>의 결과를 가지고 도구변수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우선 ‘장자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와 부모와의 동거 간의 관계는 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7) <표 4>의 (1)열을 보면 ‘장자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는 부모와의 동거와 정(+)의 관계를 보인다. 즉 출생 순위가 높을수
록 부모와 함께 거주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러한 관계는 출생 순위 이외에 연령
과 연령제곱을 포함시켜 추정한 (2)열이나 여기에 교육수준, 가구 연간 총소득,
거주지역 등의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3)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인 추정치의 크기 역시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자를 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위’와 부모와의 동거 간의 관계도 장자를
포함한 경우와 유사하다. <표 4>의 (4)열을 보면 ‘장자를 제외한 남편의 출생순
위’는 부모와의 동거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인
다. 즉,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계는 출
생순위 이외에 연령과 연령제곱을 포함시켜 추정한 (5)열이나 여기에 교육수준,
가구 연간 총소득, 거주지역 등의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6)열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난다. 출생순위 변수의 구체적인 추정치 또한 0.020으로 모형에 따
라 차이가 없으며 추정치는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제 제1단계 추정단계에서 나타난 F-통계량을 살펴보자. Stock & Yogo
7) 종속변수인 시부모와의 동거는 이산변수이지만 weak IV test를 위해 OLS추정방법을 이
용하였다. Probit 모형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출생순위의 통계적 유의성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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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남편의 출생 순위가 시부모와의 동거에 미치는 효과 : 1단계 회귀분석 결과

남편의 출생 순위
연령
연령제곱/100

남편의 출생 순위 (장자 포함) 남편의 출생 순위 (장자 제외)
(1)
(2)
(3)
(4)
(5)
(6)
***
***
***
***
***
***
-0.017
-0.017
-0.018
-0.020
-0.020
-0.020
(0.005)
(0.004)
(0.004)
(0.006) (0.005)
(0.000)
*
-0.064
-0.047
-0.040
-0.030
(0.035)
(0.035)
(0.039)
(0.039)
0.097*
0.0715
0.060
0.044
(0.052)
(0.051)
(0.057)
(0.057)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
가구 연간 총소득
(로그)
대도시 거주

Weak IV test
표본 크기

19.78
1,148

19.90
1,148

-0.052
(0.041)
-0.070
(0.043)

-0.066
(0.045)
-0.064
(0.047)

-0.029*

-0.016

(0.017)
-0.003
(0.016)
20.62
1,148

(0.019)
-0.0004
(0.018)
14.83
816

15.14
816

14.74
816

주 : 종속변수는 시부모와의 동거더미변수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이분산- 일치(heteroskedasticityconsistent) 표준오차를 나타냄. 상수항의 계수와 표준오차는 생략하였음. 가구 연간
총소득은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임. 대도시 거주 더미변수는 서울 포함
7대 도시 거주자는 1, 그 외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음. Weak IV test는 남편의 출
생 순위의 F-통계량을 나타냄.
*** 는 1%, ** 는 5%, * 는 10% 유의함을 표시함.

(2005)에 따르면, 제1단계 추정에서의 F-통계량이 10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
상관관계가 높은 도구변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를 보면 (1)~(6)의 F-통
계량은 모두 1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자를 포함/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위는 소위 약한 도구변수(weak IV)가 아니며 부모 세대와의 동거와 높은 상
관관계를 갖는 도구변수라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1단계 추정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선 ‘장자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와 ‘장자를 포함하지 않은 남편의 출생 순위’는 부모와의 동거와 높은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약한 도구변수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의 논의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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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여 살펴보면 ‘장자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
부의 특성에 무작위로 할당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은 ‘장자를 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위’가 유효한 도구변수로서 보다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부모와의 동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연령, 학
력, 소득, 거주지역 등의 설명변수들은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에 의하면 연령이나 가구 연간 총소득 정도가 ‘장
자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를 이용한 모형에서 한계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일 뿐이다. ‘장자를 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위’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설명변수 중 어느 것도 부모와의 동거와 통계적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2. 부모와의 동거와 출산
제1단계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부모와의 동거가 기혼자녀 부부의 출산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표 5>와 <표 6>의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부모와의
동거를 제외한 기타 설명변수들의 추정치는 일관적으로 예상된 부호를 보이고
있으며, 출산에 관한 이론적 예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부의 자녀수는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여성이 고졸
이하인 여성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 반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높은 부부일수록 보다 많은 수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출산에
있어서의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는 ‘장자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표 5>의 (1)열을 보면 부모와의 동거의 OLS 추정
치가 0.247로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구
변수를 활용한 2SLS 방법에 의해 추정할 경우, <표 5>의 (2)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와의 동거의 회귀계수 추정량은 -0.51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동거 이외의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3)~(6)의
추정 결과에서도 반복된다. 즉 연령 관련 변수가 추가된 (3)열과 (4)열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변수의 OLS 추정치는 0.256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만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 방법에 따른 추정치는 0.205로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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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부모와의 동거가 자녀수에 미치는 효과(남편 출생 순위는 장자를 포함)
(1)
OLS

(2)
2SLS

(3)
OLS
0.266***

연령

(0.068)
***

연령제곱/100

(4)
2SLS

(5)
OLS

0.263*** 0.279***
(0.079)

(0.067)

-0.304

-0.299** -0.333

(0.103)

(0.119)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

***

0.247

동거

(0.064)
2

-0.511

0.256

(0.694) (0.067)

(0.096)
-0.257**
(0.101)
***

0.107

0.113

(0.030)

(0.034)

*

-0.073*

(0.040)

(0.040)

-0.073
***

***

-0.001

***

***

-0.347

-0.011

(0.096)

대도시 거주

(0.073)
(0.111)

-0.269

가구 연간 총소득(로그)

0.288***

(0.101)
(0.094)

대학교 이상

(6)
2SLS

***

0.205

0.258

0.451

(0.628)

(0.066)

(0.595)

Adjusted R

-

-

0.149

0.148

0.183

0.178

표본 크기

1,148

1,148

1,148

1,148

1,148

1,148

주 : 종속변수는 18세 이하 자녀수임. 괄호 안의 숫자는 이분산－일치(heteroskedasticity–
consistent) 표준오차를 나타냄. 상수항의 계수와 표준오차는 생략하였음. 가구 연간
총소득은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임. 대도시 거주 더미변수는 서울 포함
7대 도시 거주자는 1, 그 외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음.
*** 는 1%, ** 는 5%, * 는 10%에서 유의함을 표시함.

하지 않다. (5)열에서와 같이 연령 관련 변수와 학력, 가구 연간 총소득, 거주
지역이 포함된 추정식을 OLS 방법으로 추정하면 부모와의 동거의 추정치는
0.258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6)열의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 추정치는 0.451로 양(+)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된다.
<표 6>은 ‘장자를 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위’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 결과는 <표 5>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1)열을
보면 부모와의 동거의 OLS 추정치는 0.245로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만,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방법에 의해 추정할 경우, <표 6>의 (2)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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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처럼 -0.856으로 추정계수가 크게 달라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다. <표 5>와 마찬가지로 <표 6>에서도 추가적인 설명변수의 투입이 이러한
기본적인 추정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연령 관련
변수가 추가된 (3)열과 (4)열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변수의 OLS 추정치는 0.270
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 방법에 따른
추정치는 -0.247로 큰 차이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연령 관련 변
수와 학력, 가구 연간 총소득, 거주 지역이 포함된 추정식을 이용한 (5)열과 (6)
열을 보면 OLS 추정치는 0.272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도구
변수를 이용한 2SLS 추정치는 -0.310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6> 시부모와의 동거가 자녀수에 미치는 효과(남편 출생 순위는 장자를 제외)
(1)
OLS

(2)
2SLS

연령

(3)
OLS

(5)
OLS

0.251*** 0.270***

0.252***

(0.083)

(0.092)

(0.087)

**

(0.081)
**

-0.276

-0.315

(0.125)

(0.138)

(0.122)

(0.131)

-0.102

-0.142

(0.099)
-0.371

대학교 이상

***

(0.102)
가구 연간 총소득(로그)

0.156

대도시 거주
동거

0.245

(0.091)
Adjusted R2
표본 크기

-0.856

-0.289**

-0.307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

(6)
2SLS

0.272***
**

연령제곱/100

(4)
2SLS

***

0.270

(0.870) (0.095)

***

(0.115)
-0.410***
(0.116)
0.147***

(0.035)

(0.037)

-0.071

-0.070

(0.048)

(0.049)

***

-0.247

0.272

(0.790)

(0.091)

(0.775)

-0.310

-

-

0.156

0.124

0.198

0.158

816

816

816

816

816

816

주 : 종속변수는 18세 이하 자녀수임. 괄호 안의 숫자는 이분산－일치(heteroskedasticity–
consistent) 표준오차를 나타냄. 상수항의 계수와 표준오차는 생략하였음. 가구 연간
총소득은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임. 대도시 거주 더미변수는 서울 포함
7대 도시 거주자는 1 그 외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음.
*** 는 1%, ** 는 5%, * 는 10%에서 유의함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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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OLS 추정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갖는 반면, 2SLS 추정에서
는 통계적으로 영(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추정 방법에 따
라서 회귀계수 추정치와 통계적 유의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와의
동거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
찰되지 않은 특성과 부모와의 동거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부
모와의 동거하는 부부일수록 자녀수가 많다는 사실은 부모와의 동거가 출산의
경제적 비용을 낮춘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출산의 성향이 높은 기혼자녀 부부
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통계적인 현상일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의 추정 결과는 ‘비용 가설(cost hypothesis)’보다는 ‘선
별 가설(sorting hypothesis)’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추정의 강건성(robustness)
<표 5>와 <표 6>에 잘 나타나듯이 설명변수의 변화는 기본적인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설명변수의 추가와 관련 대해서는 추정의 건강
성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종속변수인 자녀수를 달리 측정하였
을 때 추정결과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의 경제적 비용은 출산과 출산 직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출산 결정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산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기회비용과 어린 자
녀의 양육비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 가설을 타당성을 보다 정확히 검증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를 어린 나이로 한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부모와의 동거와 자녀 출산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 더욱 엄밀
한 분석을 위해서는 출산 전후 가족구조의 변화, 즉 부모와의 동거 여부의 변화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한 KLIPS 자료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의 제약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
의 방법은 자녀의 나이를 한정하여 어린 나이의 자녀수와 부모와의 동거 사이
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자녀의 나이를 만 6세 이하로 한정하여 부모와의 동거와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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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7>과 <표 8>은 종속변수를 18세 이하가 아닌 6
세 이하의 자녀수로 설정하고, OLS와 2SLS 방법을 사용한 추정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우선 설명변수 중에서는 연령변수만이 6세 이하의 자녀수와 유의한
통계적 관계를 보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6세 이하의 자녀수는 체감적으로 증
가한다. 기타 설명변수들은 18세 이하의 자녀수와는 달리 6세 이하의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
령의 부부에게는 첫째 아이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 기혼부부의 출산 행태상 적
어도 한 명의 아이는 갖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 이외의 설명변수가
6세 이하의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추론될 수 있다.
<표 7> 시부모와의 동거가 6세 이하 자녀수에 미치는 효과(남편 출생 순위는 장자를 포함)
(1)
OLS

(2)
2SLS

(3)
OLS
0.534

연령

(4)
2SLS
***

(0.058)
***

연령제곱/100

0.549

***

(0.066)
***

(5)
OLS

(6)
2SLS
***

0.564

(0.058)

(0.063)

***

-0.880

-0.881

(0.087)

(0.098)

(0.086)

(0.094)

0.021

0.039

(0.058)

(0.066)

-0.065

-0.043

(0.064)

(0.074)

0.001

0.010

대학교 이상
가구 연간 총소득(로그)
대도시 거주

(0.024)

(0.030)

-0.035

-0.035

(0.035)
동거

Adjusted R2
표본 크기

0.124

-0.904***

-0.858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

***

0.548

**

**

(0.035)

0.854

0.163

0.394

0.158

0.489

(0.071) (0.636)

(0.065)

(0.564)

(0.064)

(0.552)

-

-

0.122

0.112

0.127

0.106

1,148

1,148

1,148

1,148

1,148

1,148

주 : 종속변수는 6세 이하 자녀수임. 괄호 안의 숫자는 이분산－일치(heteroskedasticity–
consistent) 표준오차를 나타냄. 상수항의 계수와 표준오차는 생략하였음. 가구 연간
총소득은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임. 대도시 거주 더미변수는 서울 포함
7대 도시 거주자는 1, 그 외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음.
*** 는 1%, ** 는 5%, * 는 10%에서 유의함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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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장자를 포함한 남편의 출생 순위’를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부모와
의 동거가 6세 이하의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OLS 추정치는
어떤 설명변수가 포함되는가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추정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2SLS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8>은
‘장자를 제외한 남편의 출생 순위’를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부모와의 동거가 6
세 이하의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OLS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추정치를 보이지만, 2SLS 추정치는 부모와의 동거
가 6세 이하의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8> 시부모와의 동거가 6세 이하 자녀수에 미치는 효과(남편 출생 순위는 장자를 제외)
(1)
OLS

(2)
2SLS

(3)
OLS

(4)
2SLS

0.546*** 0.568***

연령

(0.070)
연령제곱/100

-0.872

***

(0.105)

(0.077)
***

(5)
OLS

(6)
2SLS

0.555***

0.572***

(0.070)
***

-0.889

(0.115)

(0.104)

(0.112)

0.007

0.044

(0.068)

(0.087)

-0.102

-0.066

(0.076)

(0.090)

대학교 이상
가구 연간 총소득(로그)
대도시 거주

0.168 -1.022

동거
2

-0.913

0.006

0.014

(0.032)

(0.036)

-0.019

-0.020

(0.042)
**

***

-0.904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

(0.075)

**

(0.043)

0.188

0.714

0.186

0.734

(0.094) (0.793) (0.088)

(0.727)

(0.088)

(0.724)

Adjusted R

-

-

0.117

0.071

0.124

0.074

표본 크기

816

816

816

816

816

816

주 : 종속변수는 6세 이하 자녀수임. 괄호 안의 숫자는 이분산－일치(heteroskedasticity–
consistent) 표준오차를 나타냄. 상수항의 계수와 표준오차는 생략하였음. 가구 연간
총소득은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임. 대도시 거주 더미변수는 서울 포함
7대 도시 거주자는 1 그 외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음.
*** 는 1%, ** 는 5%, * 는 10%에서 유의함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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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의 나이를 6세 이하로 한정한 경우와 18세 이하로 한정한 경우
모두에서 추정 결과는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즉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수에 미
치는 영향은 OLS 추정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갖는 반면, 2SLS 추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영(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선별 가설에 의해 부모와 동거하는 기
혼자녀 부부일수록 많은 자녀를 갖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04년 한국노동패널 자료(KLIPS)를 이용하여 부모와의 동거가
기혼자녀의 부부의 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비용 가설(cost
hypothesis)’과 ‘선별 가설(sorting hypothesis)’이라는 상호 배타적(exclusive)이지
는 않지만 대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의 적합성을 검증
하기 위해 부모와의 동거 결정과 출산 결정의 상호 관련을 고려한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
하는 기혼자녀 부부일수록 자녀수가 많은 현상은 부모와의 동거가 출산의 경제
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기혼자
녀 부부가 부모와 동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OLS 추정에서 나타나
는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수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는 부모와의 동거의 내생성을
고려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 추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선별 가설’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구조와 출산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본격적인 국
내 연구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확장과 개선이 가능하다. 첫째,
본 논문은 자료상의 제한으로 인해 부모와 기혼자녀 부부가 같은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만을 부모와의 동거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비록 두 세
대가 독립적인 주거 공간에 살지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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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는 경우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노동패널에 부모와 기혼자녀 가
구의 주거 지역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면 보다 흥미 있고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
리라 기대한다. 둘째, 기혼자녀 부부의 부모와의 동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가 구축되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구조와 출산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
다. 부모와의 동거 시점과 출산 시점의 선후 분석 그리고 부모와의 동거가 첫째
아이의 출생 또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사이의 출산 간격(birth spacing)에 미
치는 영향(Tsay & Chu, 2005)을 분석하면 이 문제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
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들 역시 새로운 자료가 구축되기를 기다리
는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Angrist, Joshua D., & William N. Evans. “Children and Their Parent’s Labor
Supply: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Family Size.” American
Economic Review 88 (3) (1998): 450～477.
Becker, Gary S.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edited by Gary S. Beck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Chun, Hyunbae, & Jeungil Oh. “An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e of the Effect
of Fertility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pplied
Economics Letters 9 (10) (2002): 631～634.
Chun, Hyunbae, Olivia Kim, & Injae Lee. “Living Arrangement and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An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Unpublished
working paper, Korea Labor Institute, 2007.
Davis, Kingsley. “Institutional Patterns Favoring High Fertility in Underdeveloped
Areas.” Eugenics Quarterly 2 (1955): 33～39.
Davis, Kingsley, & Judith Blake.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An Analytic

24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1호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 (3) (1956): 211
～235.
Freedman, Ronald, Baron Moots, Te-Hsiung Sun, & Mary Beth Weinberger.
“Household Composition and Extended Kinship in Taiwan.” Population
Studies 32 (1) (1978): 65～80.
Freedman, Ronald, Ming-Cheng Chang, & Te-Hsiung Sun. “Household Composition,
Extended Kinship and Reproduction in Taiwan: 1973～1980.” Population
Studies 36 (3) (1982): 395～411.
Ogawa, Naohiro, & John F. Ermisch, “Family Structure, Home Time Demands,
and the Employment Patterns of Japanese Married Coupl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4 (4) (1996): 677～702.
Sasaki, Masaru, “The Causal Effect of Family Structure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Japanese Married Wom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37 (2) (2002): 429～440.
Stock, James H., & Mark W. Watson.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2nd edition).
Pearson-Addison Wesley, 2006, pp.421～467.
Stock, James H., & Motohiro Yogo. “Testing for Weak Instruments in Linear IV
Regression.” Chapter 5 in Identification and Inference in Econometric
Models: Essays in Honor of Thomas J. Rothenberg, edited by D. W. K.
Andrews and J. H. Stoc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Tsay, Wen-Jen, & C. Y. Cyrus Chu. “The Pattern of Birth Spacing during
Taiwan’s Demographic Transi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8 (2005):
323～336.
Wakabayashi, Midori, & Charles Y. Horioka, “Is the Eldest Son Different? The
Residential Choice of Siblings in Japan.” NBER Working Paper No.
12655, 2006.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전현배․이인재) 

25

abstract

Intergenerational Family Structure and Fertility
Hyunbae Chun․Injae Lee
Using the 2004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paper examines the causal effect of intergenerational family structure
on the fertility of married children. Our instrumental variable (IV)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oresidence with parents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fertility of married children while
OLS estimation results show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This
implies that higher fertility of married couples living with their parents
cannot be explained by childcare services provided by their parents,
but by the unobservable attributes of married children.
Keywords : family structure, fertility, instrumental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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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 노동시장의 최근 통계 지표를 보면 자연실업률에 근접한 실업률과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과 고용의 불
안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비정규직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
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특별히 비정규직
고용의 지속기간과 인적자본 수익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으로는 인적자본이론과 제도적 접근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관련한 기대
와 인적자본 투자가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갖는 근로자가 기대하는 근속 또는 경력을 포함한 고용의
안정성이 낮아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교
육과 경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직장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
자본 투자가 작고 이에 따라 소득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형태
에서 필연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소득격차가 발생하므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내생적 결과이다.
제도적 접근에 의하면 이중노동시장이나 직종분리 가설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임금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의
하여 발생하는 임금격차는 생산성과는 무관하고, 노동시장에서 차별의 결과로
외생적으로 발생한다.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의미한
다. 이중노동시장 가설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1차 내부시장은 고임금과 고용의 안정성, 양호한 작업환경이 제공되고 교육과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높다. 반대로 2차 외부시장은 저임금
과 고용의 불안정성, 열악한 작업환경이 제공되고 인적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낮다. 또한 1차 내부시장은 제도적으로 배급구조를 갖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노동자라 하더라도 내부시장에서 직장을 얻을 수가 없다. 근로자가 속한 시장
유형에 따라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선호체계, 행동 유형,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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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 때문에 임금격차는 신고전파의 가정과 달리 제도에 의한 외생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인적자본 투자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필연적 결과인지 아니면 제도에 의한 외생적 결과인지 이를 밝혀 줄 연구가 필
요하다. 만일 인적자본이론을 따른다면 비정규직 고용이 지속됨에 따라 인적자
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되므로 인적자본 수익률 역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제도적 차별이론을 따른다면 임금격차는 외생적으로 결정
되므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행하는 순간에만 격차가 나타나고 인적자
본 수익률은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과 관련성을 갖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속이행 모형으로 비정규직 고용 지속
기간에 따른 인적자본 수익률을 추정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고용 결정과 관련된 특성
과 요인들을 밝히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로짓 분석을 한
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과 관련된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지속기간 모
형을 추정한다. 셋째, 비정규직 고용의 지속기간과 인적자본 수익률의 관계를 연
속이행 모형으로 분석한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이 길
어짐에 따라 교육과 경력의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비정규직이 갖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비정규직의 인적자본 투자가
감소하고 임금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국내의 비정규직에 대한 논문 중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남재
량(2007, 2008)은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와 정규근로의 임금
격차를 분석하였다. 2005년 기준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이 격차는 근로
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 성격, 개인의 능력에 의하여 설명되며, 격차의 대부
분이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됨을 보인다. 박기성․김용민(2007)은 사업체의 고
유 성격에 따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임금격차가 커짐을 보인다. 또한 이인재(2006)와
안주엽 외(2007)는 노동 공급자의 내생적 고용형태 선택을 고려한 전환 회귀모
형으로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의 지속
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인적자본 수익률 추정을 통하여 비정규직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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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부족한 문헌을 채우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비정규직 지속기간과 연속이행
임금함수의 실증분석 모형을 유도한다. 제Ⅲ장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와 변수
를 소개하고, 제Ⅳ장에서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한 비정규직 고용의 결정요인을
찾고, 비정규직 지속기간과 연속이행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제Ⅴ
장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결론을 맺는다.

Ⅱ. 분석 모형

1. 지속기간 모형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지속기간 모형
(duration model)을 사용한다. 고용형태 변동이 아직 불완전한 관찰이므로 이
미 상태 변동이 완료된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신뢰도를 떨어뜨리
게 된다. 기간분석 모형은 위해확률(hazard rate)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검열
(censored) 문제가 있는 자료를 다루는 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Klein &
Moeschberger, 1997). 현재 기간분석 모형은 미취업기간, 근속기간, 일자리 탐
색기간 등에 대한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분석을 위해 기간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이 유도한다. 상태의 지속확률과 생
존확률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여기서,  는 지속기간 변수이고,  는 특정한 값이다. 그리고  ⋅  는 확률을
의미한다.
상태로부터 순간 이탈률(instantaneous rate of exit)을 의미하는 위해함수
(hazard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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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    

→

여기서,      가 성립한다.
지속기간 모형에는 위해함수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확률분포를 적용하는데,
본 연구의 실증분석 모형에는 Weibull 분포를 사용한다. Weibull 분포는 비정
규직에서 벗어날 확률이 비정규직 지속기간에 의존하며, 위해확률이 단조적으
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적합한 분포이다. Weibull 분포는 위해확률이
상수로 고정되는 지수분포를 포함한다. 그러나 Heckman & Singer(1984a,
1984b)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분포의 형태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Weibull 분포와 로그-로지스틱 분포를 함께 지속기간 분석에 적용하도록 한다.
Weibull 분포를 가정하면 위해함수(hazard function)는 설명변수  와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을 정의한다.

           ′  ,


여기서,    이다.
이때 밀도함수와 생존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표본 기간 마지막까지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는 경우 자료의 검열(censored)
문제를 갖게 된다. 검열 자료에 대한 더미변수를 사용하면 로그 우도함수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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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료의 종료 시점 이전에 비정규직 경험이 완료된 경우는     이
고, 자료의 마지막 시점에 비정규직인 경우     이다.

2. 연속이행 모형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익률이 비정규직 지속기간에 따라 내생적으
로 결정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속이행 모형(smooth transition model)
을 사용한다. 연속이행 모형은 고용형태 변동과 같은 국면 전환을 결정짓는 상
태변수의 실체를 확정지을 수 있고, 그러한 구조변화를 한 순간에 한정시키지
않아도 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상태 변동을
모형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속이행 모형의 구성은 전통적인 선형 회귀모형에 연속이행 함수를 추가하
여 정의한다. 연속이행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는 임금,  는 관련된 설명변수 벡터이다. 오른쪽 두 번째 항은 비정
규직 임금이 고용형태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한 연속이행 함수를
포함한다.


   
     


여기서, 모수  는 이행속도를 의미하며, 이 값이 클수록 이행속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모수  는 이행에 있어 평균 수준을 의미한다. 이행속도  가 무한대에 접
근하면 이행함수는 단속형 이행함수로 수렴한다. 즉, lim      .
→∞

따라서 연속이행 모형은 단속형 더미변수를 포함하므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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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행하는 순간에 인적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형태를 포함한 일반적 모형이
라 할 수 있다. 이행변수 는 실증분석에서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을 사용한
다. 따라서 이행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수의 값이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지속기간과 인적자본의 수익률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인적자본
수익률의 이행이 이루어지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가설을 사용한다.

     v.s.     ≠ 
귀무가설하에서는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다음 모형이 성립한다.
  ′  

두 개의 모형을 추정하여 얻은 결과로부터 우도비(LR) 검정통계량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도 검정통계량은 이행함수에 포함된 모수를 귀무가설 하에
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화된 우
도비 검정통계량을 정의한다.

  ∈ ∈     
검정통계량은 비표준적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부스트래핑 방식으로 분포를
근사화하여 유의도를 구하며 이를 유의수준과 비교하여 결론을 얻도록 한다.

Ⅲ. 분석 자료

1. 자 료
실증 분석에는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한다. 노동패널 자료는 1998년 이후 조
사를 실시하여 현재 10차까지 구축되어 있으며, 1998년 조사 첫 해에 응답한
5,000여 가구 13,700여 명의 응답자들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신규 조사자를
추가하여 이들의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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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결정요인 분석에는 1998~2006년과 2002~2006년의 자료를 패
널로 구축하여 패널로짓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가 다양함
을 고려하여 1998~2006년 패널표본에는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정의를 적용하
고, 2002~2006년 패널 표본에는 ‘다양한 고용형태 측정 방법에 따른 비정규직’
정의를 적용한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제시한 바 있는 ‘고용형태 측정 방법
에 따른 비정규직’ 정의를 노동패널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2002년 자료
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년 조사 이후 2006년까지 임금근로자로 계속 남
아 있는 가구원 중 분석이 가능한 가구원은 846명,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임
금근로자로 남아 있는 표본은 1,761명이다1). 비정규직 지속기간과 연속이행 모
형 추정에는 2006년 임금근로자 표본을 사용하고 표본의 크기는 4,232명이다.

2. 변 수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를 사용한다. 자기선언적 비정규직은 응답자
가 직접 ‘비규정직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이고, 고용형태 측정 방법에 따른 비정
규직은 ‘단기계약근로’,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근로’,
‘가내근로’, ‘시간제근로’, ‘유기계약근로’, ‘무기계약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한다.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의 측정은 노동패널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를 이
용하였다. 직업력 자료는 1차 조사 시점에서 과거에 가졌던 직업을 기술한 회
고적(retrospective) 일자리 정보와 1차 조사 이후 조사된 개인의 모든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래 가졌
던 모든 일자리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력은 회고적
일자리와 1998~2006년 사이에 조사된 모든 일자리의 총 경력을 산정하여 실제
경력으로 계산하였다. 비정규직 경력의 산정에는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정의를
적용하였다.
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여 사용하고 로그를 취했다. 이외에 설명변수

1) 비정규직 고용 결정요인 분석에는 해당 기간 계속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는 가구원만을 대
상으로 하였는데, 이럴 경우 표본의 선택에 따른 편의(bias)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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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성, 연령, 혼인상태, 취학 전 자녀, 맞벌이 여부, 학력, 대학 전공계열, 잠재
적 경력, 근속, 직종, 산업, 기업규모, 노조, 거주 지역 등을 사용한다.
혼인상태는 미혼과 기혼 유배우자로 구분하고, 취학 전 자녀 변수는 0~6세
이하의 자녀 유무, 맞벌이는 부부 모두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공급은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
문에 혼인상태, 취학 전 자녀, 맞벌이 변수는 비정규직 고용 결정과 비정규직
지속기간에서 여성의 자발적 선택 여부를 고려한 변수로서 의미가 있다.
대학 전공계열은 1999년에 조사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이후 조사에서 추
가된 정보를 결합하였다. 계열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교육, 예체능 등
7개로 구분하였고, 기준 그룹은 전문대 이하 학력 소지자이다. 잠재적 경력은
‘연령-교육연수-6’으로 계산하였고, 근속은 현 직장의 근속기간이다.
직종은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단순노무
직으로 구분하였고, 사무직이 기준 그룹이다. 산업은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전
자/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등 14개로 구분하였고, 정규직의 수요
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공업(제조업, 광업)을 기준 그룹으로 하였다.
기업 규모는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구분하고, 1~4인 규모를 기준 그룹으로 하였다. 노동조합 관련 변수
로 노동조합 존재 유무와 조합원 여부를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거주 지역은 서
울과 6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을 포함한 대도시 거주로
구분하였다. 패널 표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누락된 경우는 전년도 혹
은 차년도 정보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2006년 자기선
언 비정규직은 30.6%, 여성 비정규직은 49.2%이다. 평균 교육연수는 전체 12.7
년, 정규직 13년, 비정규직 11년으로 정규직이 2년가량 많았고, 잠재경력은 전
체 20.8년, 정규직 18.5년, 비정규직 26.0년으로 비정규직이 8년 정도 길다. 시
간당 평균 임금은 전체 9,074원, 정규직 10,188원, 비정규직 6,546원으로 비정
규직이 정규직의 64.3%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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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 통계량(2006년)
변수
여성
유배우자
취학 전 자녀
맞벌이
교육연수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잠재경력(년)
잠재경력제곱(년)
근속(월)
근속제곱(월)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전기/전자/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적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
5~9인
10~29인

평균

전체
표준편차

0.3922
0.6619
0.0737
0.1550
12.7344
0.0709
0.0463
0.0314
0.0922
0.0116
0.0172
0.0324
20.7813
611.564
66.2951
11006.27
0.0139
0.1184
0.1439
0.0770
0.0569
0.2736
0.1271
0.0076
0.0071
0.1042
0.1144
0.0529
0.0451
0.0165
0.0373
0.0135
0.0995
0.0829
0.0440
0.1196
0.1122
0.1458

0.4883
0.4731
0.2613
0.3619
3.3256
0.2566
0.2101
0.1744
0.2892
0.1069
0.1302
0.1770
13.4069
721.085
81.3190
25790.53
0.1172
0.3231
0.3510
0.2666
0.2317
0.4458
0.3331
0.0866
0.0839
0.3055
0.3182
0.2239
0.2076
0.1275
0.1896
0.1152
0.2993
0.2758
0.2050
0.3244
0.3156
0.3529

정규직
평균

0.3480
0.6702
0.0660
0.1355
13.4843
0.0834
0.0548
0.0357
0.1066
0.0132
0.0211
0.0350
18.5040
477.204
75.8841
13037.02
0.0197
0.1505
0.1777
0.0602
0.0473
0.2602
0.0657
0.0020
0.0091
0.0521
0.1103
0.0326
0.0527
0.0190
0.0405
0.0132
0.1096
0.0929
0.0521
0.1141
0.1066
0.1536

비정규직
평균

0.4922
0.6427
0.0910
0.1990
11.0354
0.0424
0.0270
0.0216
0.0594
0.0077
0.0084
0.0262
25.9520
916.653
44.5717
6405.75
0.0008
0.0455
0.0671
0.1149
0.0787
0.3040
0.2662
0.0200
0.0023
0.2222
0.1234
0.0987
0.0277
0.0108
0.0300
0.0138
0.0763
0.0601
0.0254
0.1319
0.1250
0.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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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변수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노동조합원
7대 도시 지역
시간당 임금(원)
로그시간당 임금
실제 비정규직 경력(년)
표본수

전체
평균
표준편차
0.0593
0.2362
0.0747
0.2628
0.0891
0.2848
0.2339
0.4233
0.1118
0.3151
0.5414
0.4983
9073.98
7625.57
8.8949
0.6394
2.4214
5.4241

4,232

정규직
평균
0.0667
0.0861
0.1001
0.2605
0.1515
0.5497
10188.35
9.0268
0.6170

비정규직
평균
0.0424
0.0486
0.0640
0.1736
0.0216
0.5223
6546.16
8.5958
6.5090

2,936

1,296

Ⅳ. 주요 결과

1. 비정규직 고용 결정과 지속기간 분석

가. 비정규직 고용 결정(패널로짓 모형)
비정규직 고용 결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한다. 패널
로짓 모형은 이항선택(binary choice) 모형을 패널자료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if   
   if  ≤ 
여기서,  는 개인별 이질성을 의미하며,  는 확률적 오차이다. 모형에서

 와  의 관계에 따라 임의 효과(random effect)와 고정 효과(fixed effect)로
구분하는데 임의 효과에서 취하는 외생성 가정이 강하기 때문에 패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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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정 효과를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료의 특성상 시간 변동
이 거의 없는 변수에 대하여 고정 효과를 가정하면 모수의 인식과 추정이 어렵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임의 효과를 가정하여 비정규직 고용과 주요 요인의
관계를 밝히도록 한다.
패널로짓 모형의 종속변수는 비정규직 여부이고, 설명변수는 성, 결혼상태,
취학 전 자녀, 맞벌이 등의 자발적 선택 가능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연령, 학력,
전공 분야, 직종 등 생산성 대리변수, 산업, 기업규모, 노동조합원 등 제도적인
요인을 고려하였다.
<표 2>는 패널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
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고용확률이 높다. 이 결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성은 혼인, 출산 등 자녀관련 요인에 의해 노동시
장 경력의 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
직을 선호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상태, 취학 전 자녀, 맞벌이는 비
정규직 고용 결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표본에 남녀
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또한 여성 더미가 일정 정도 이들 효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 고용 결정에서 성별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계수에도 성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연령은 적을수록 비정규직 고용 확률이 높고, 연령 제곱항의 계수가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가 주로 청년층과 고령층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학력 효과는 자기선언 비정규직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
규직 고용 확률이 높아 학력수준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고용형태 측
정 방법에 따른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학력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최근 고학력층에서 단기계약, 재택가내근로, 시간제근로 등 다
양한 고용형태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계열 역시 고용형태 측정 방법에 따른 비정규직에서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정규직 고용 확률이 높다. 그러나 계열 간 추정계수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어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자연계열에서 정규직 고용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본 축적량이 많은 고위 직종은 정규직 고용 확률이 높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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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 축적량이 적은 하위 직종은 비정규직 고용 확률이 높을 것이기에 직
종은 비정규직 고용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인적자본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정규직보다는
고급 계약직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노동력의 수요는 아직 소수일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예상대로 직종 효과는 서비스, 판매, 생산, 단순노무직 등
하위 직종에서 비정규직 고용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고용형태 측정
방법에 따른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기술직에서도 비정규직 고용 확률이 높았는
데, 이 역시 기술직에서의 단기계약, 독립도급 형태의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패널로짓 추정 결과

여성
연령
연령제곱
유배우자
취학 전 자녀
맞벌이
교육연수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자기선언 비정규직
(1998~2006 년)
추정
표준
z 통계량
계수
오차
1.337
0.338
3.960
-0.310
0.072 -4.330
0.004
0.001
4.650
0.363
0.284
1.270
0.212
0.208
1.020
-0.295
0.310 -0.950
-0.178
0.052 -3.450
-0.405
0.451 -0.900
-1.352
0.679 -1.990
-1.516
0.717 -2.120
-1.805
0.525 -3.440
-21.537 24466.17
0.000
-1.131
0.912 -1.240
-0.993
0.649 -1.530
-1.075
1.190 -0.900
0.104
0.531
0.200
0.679
0.415
1.630
1.290
0.531
2.430
1.332
0.589
2.260
1.668
0.339
4.920
2.523
0.399
6.320

고용형태 측정 방법에 따른
비정규직(2002~2006 년)
추정 표준
유의도
z 통계량 유의도
계수 오차
***
0.606 0.154 3.940 ***
***
-0.070 0.036 -1.950 *
***
0.001 0.000 2.250 **
-0.015 0.134 -0.110
-0.078 0.130 -0.600
0.234 0.175 1.340
***
-0.028 0.024 -1.170
-0.370 0.216 -1.720 *
**
-0.263 0.265 -0.990
**
-0.049 0.292 -0.170
***
-0.445 0.205 -2.170 **
0.398 0.533 0.750
-1.529 0.455 -3.360 ***
-0.043 0.290 -0.150
0.275 0.415 0.660
0.341 0.219 1.560
0.423 0.176 2.410 **
**
0.319 0.255 1.250
**
0.992 0.262 3.790 ***
***
0.907 0.175 5.190 ***
***
1.494 0.205 7.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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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자기선언 비정규직
(1998~2006 년)
추정
표준
z 통계량
계수
오차
1.173
0.865
1.360
농림어업
전기/전자/가스/수도업
-21.614 12070.24
0.000
건설업
3.054
0.318
9.610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0.464
0.454
1.020
숙박 및 음식점업
1.700
0.580
2.930
운수업
-0.218
0.509 -0.430
통신업
0.020
0.965
0.020
금융 및 보험업
1.116
0.672
1.660
부동산 및 임대업
0.824
0.793
1.040
사업서비스업
-0.306
0.444 -0.690
교육서비스업
0.185
0.519
0.36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456
1.143 -0.400
개인․공공서비스업
0.013
0.363
0.030
5~9 인
-0.589
0.199 -2.960
-1.209
0.206 -5.860
10~29 인
-0.895
0.271 -3.300
30~49 인
50~99 인
-1.230
0.266 -4.630
-1.123
0.299 -3.760
100~299 인
-1.219
0.241 -5.060
300 인 이상
노조원
-1.674
0.284 -5.890
도시지역
-0.100
0.225 -0.450
상수항
3.491
1.634
2.140
/lnsig2u
1.784
0.113
sigma_u
2.440
0.137
rho
0.644
0.026
N
7586
Number of groups
846
Wald chi2(42)
476.77
Log likelihood
-1535.6

고용형태 측정 방법에 따른
비정규직(2002~2006 년)
추정 표준
유의도
z 통계량 유의도
계수 오차
1.044 0.528 1.980 **
0.706 0.532 1.330
***
1.728 0.166 10.400 ***
1.007 0.215 4.680 ***
***
0.456 0.290 1.570
0.654 0.231 2.830 ***
1.239 0.371 3.340 ***
*
1.498 0.267 5.610 ***
0.942 0.448 2.100 **
1.000 0.197 5.060 ***
0.638 0.240 2.660 ***
0.217 0.339 0.640
0.450 0.188 2.400 **
***
-0.439 0.130 -3.370 ***
***
-0.429 0.127 -3.370 ***
***
-0.402 0.174 -2.310 **
***
-0.147 0.155 -0.950
***
-0.119 0.157 -0.760
***
-0.133 0.130 -1.020
***
-0.299 0.130 -2.310 **
0.106 0.101 1.040
**
-1.342 0.812 -1.650 *
0.870 0.082
-1.545 0.064
-0.420 0.020
-8777
1761
406.73
-4063.05

주 : *** P<.001, ** P<.05, * P<1.0.

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수요 성향이 강하고,
반면 서비스업은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수요의 성향이 강하
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 전
반에 비정규직 노동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추정 결과, 자기선언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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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비정규직 고용 확률이 유
의하게 높고, 고용형태 측정 방법에 따른 비정규직에서는 건설업, 도소매수리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
스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고용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 거의 모
든 산업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기업 규모와 비정규직 고용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기업 내 다양한 유형의 내부노동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
업규모가 크면 비정규직의 추가적 고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기 때문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고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DavisBlake & Uzzi, 1993; Uzzi & Barness, 1998; Mangum, Mayall & Nelson, 1985,
노용진․원인성, 2003). 그러나 분석 결과 1~4인 규모를 기준으로 모든 규모에
서 비정규직 고용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추정되어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고용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고용의 동인을 만들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Davis-Blake
& Uzzi, 1993). 추정 결과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고용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조원 변수를 사용한 결과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 확률에 노동조합의 정치적 역할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김용민․박기성(2006)의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성 변수에 따라 비
정규직 고용 확률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
이고 있어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 저연령층과 고령층, 그리고 저학력에서 비정규직에
고용될 확률이 높다. 이 결과는 프로빗과 로짓 방법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고용
확률을 추정한 안주엽(2001), 김용민․박기성(2006)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추정 방법에서 패널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새로
운 변수를 추가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결정에 취학 전 자녀, 맞벌이 등 자발적 선택 여부 요인보다는 기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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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산업, 노동조합 등 제도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같은 대졸
자라도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인문, 사회계열에서 비정규직 고용 확률
이 높다는 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직종분리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 등 새로
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자기선언 비정규직 결정 요인과 고용형태 측정
방법에 따른 비정규직 결정 요인을 비교한 결과 고용형태 측정 방법에 따른 비
정규직의 결정 요인이 더 포괄적이었다.

나. 비정규직 지속기간
여기서는 지속기간 모형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지속 확률과 지속기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는 실제 비정규직 근로 경력이고, 설
명변수는 성, 결혼상태, 취학 전 자녀, 맞벌이 여부, 교육연수, 전공계열, 잠재적
경력, 근속연수, 직종, 산업, 기업규모, 노조원 여부, 거주지 등이다.
먼저, 확인할 것이 기간분석 모형 추정에서 얻은 p의 값이 1과 같으면 위해
확률은 비정규직 지속기간에 의존하지 않지만, p가 1보다 크면 비정규직 지속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위해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표
3>과 <표 4>의 결과를 보면, 자기선언 비정규직 경우 p가 1.4211, 고용형태 측
정 방법에 따른 비정규직의 경우 p가 1.2536로 제시되어 위해 확률이 비정규직
지속기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분석 모형의 각 요인별 효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비정규직을 지속할 확
률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이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성의 경우 혼인 및 출산
등으로 인해 근로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비정규직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도 비정규직 지속기간을 길게 하는 요인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은 자기선언 비정규직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용형
태 측정 방법에 따른 비정규직의 경우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고용기간
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고숙련의 고학력자들에게서 재택근로, 단기
계약근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의학, 공학,
예체능 등의 대학 전공계열에서 비정규직 지속기간이 길게 추정되는 것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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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경력과 근속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경력과
근속이 긴 경우 이미 비정규직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음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직종은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등 하위직에서 비정규직 지속 확률이
높았다. 이 역시 인적자본 축적이 적은 하위직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벗어
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시지역 거주는 비정규
직 고용기간을 짧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형태 간 이동이 도시 지역에서 보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 비정규직 지속기간(자기선언 비정규직)
변수
여성
유배우자
취학 전 자녀
맞벌이
교육연수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잠재경력
잠재경력제곱
근속
근속제곱
정규직 전환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전기/전자/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추정
계수
0.1457
-0.0489
0.1434
0.2293
0.0061
-0.0335
0.0022
0.1362
0.1535
0.6993
0.2872
0.1720
-0.0738
0.0005
-0.0158
0.0000
-5.3436
-0.2089
0.1066
0.0565
0.4688
0.1722
-0.0169
0.1312
-0.0336
0.1804
-0.3312
-0.2326

Weibull 분포
표준
z 통계량 유의도
오차
0.0852 1.7100 *
0.0765 -0.6400
0.0991 1.4500
0.1009 2.2700 **
0.0142 0.4300
0.1592 -0.2100
0.2000 0.0100
0.2121 0.6400
0.1395 1.1000
0.3378 2.0700 **
0.3226 0.8900
0.1932 0.8900
0.0092 -8.0100 ***
0.0001 3.5000 ***
0.0011 -14.060 ***
0.0000 8.9600 ***
0.7088 -7.5400 ***
1.0301 -0.2000
0.1730 0.6200
0.1463 0.3900
0.1516 3.0900 ***
0.1566 1.1000
0.1272 -0.1300
0.1226 1.0700
0.2396 -0.1400
0.5900 0.3100
0.1097 -3.0200 ***
0.1372 -1.7000 *

추정
계수
0.0537
-0.0173
-0.0178
-0.0883
-0.0131
-0.0588
0.0122
-0.0216
0.0263
-0.6638
-0.1711
-0.0509
0.0421
-0.0004
0.0187
0.0000
3.0418
0.0264
0.0190
-0.0549
-0.1961
-0.0551
0.0044
-0.0754
-0.1109
0.0412
0.2386
0.0217

Log-logistic 분포
표준
z 통계량
오차
0.0549 0.9800
0.0522 -0.3300
0.0685 -0.2600
0.0651 -1.3600
0.0094 -1.3900
0.1014 -0.5800
0.1345 0.0900
0.1392 -0.1600
0.0911 0.2900
0.2473 -2.6800
0.2074 -0.8200
0.1227 -0.4200
0.0057 7.4300
0.0001 -4.6800
0.0008 22.5200
0.0000 -14.020
0.3045 9.9900
0.5535 0.0500
0.1121 0.1700
0.0919 -0.6000
0.1005 -1.9500
0.1004 -0.5500
0.0790 0.0600
0.0794 -0.9500
0.1694 -0.6500
0.3380 0.1200
0.0732 3.2600
0.0922 0.2400

유의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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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변수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
5~9 인
10~29 인
30~49 인
50~99 인
100~299 인
300 인 이상
노조원
도시 지역 거주
상수항
/ln_p
p
1/p
Number of obs
LR chi2(45)
Log likelihood

추정
계수
-0.3057
-0.0856
-0.1473
-0.1410
0.0285
-0.0347
-0.3732
-0.2937
-0.2942
-0.0767
-0.0462
0.1919
-0.1022
0.2339
-0.0873
-0.2817
-0.1152
-0.4349
0.3515
1.4211
0.7037

Weibull 분포
표준
z 통계량 유의도
오차
0.1565 -1.9500 *
0.1873 -0.4600
0.2904 -0.5100
0.1972 -0.7100
0.2548 0.1100
0.1384 -0.2500
0.1696 -2.2000 **
0.2098 -1.4000
0.1216 -2.4200 **
0.0958 -0.8000
0.0925 -0.5000
0.1487 1.2900
0.1431 -0.7100
0.1253 1.8700 *
0.0969 -0.9000
0.1985 -1.4200
0.0579 -1.9900 **
0.2622 -1.6600 *
0.0208 16.8700
0.0296
0.0147
2013
1494.3
-1536.63

추정
계수
0.0888
0.1003
0.0959
0.1079
-0.0254
-0.0566
0.2005
0.1633
0.0759
-0.0206
0.0824
0.0576
0.1354
-0.1244
0.0958
0.1651
0.0560
0.0411
-0.9135
0.4011

Log-logistic 분포
표준
z 통계량 유의도
오차
0.1069 0.8300
0.1329 0.7600
0.1851 0.5200
0.1225 0.8800
0.1774 -0.1400
0.0900 -0.6300
0.1086 1.8500 *
0.1364 1.2000
0.0810 0.9400
0.0650 -0.3200
0.0645 1.2800
0.0990 0.5800
0.0955 1.4200
0.0837 -1.4900
0.0640 1.5000
0.1276 1.2900
0.0398 1.4100
0.1659 0.2500
0.0235 -38.9500
0.0094
2013
1644.6
-1424.4133

주 : *** P<.001, ** P<.05, * P<1.0.

<표 4> 비정규직 지속기간(고용형태 측정 방법에 따른 비정규직)
변수
여성
유배우자
취학 전 자녀
맞벌이
교육연수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추정
계수
0.2160
-0.1050
0.1636
0.4987
0.0342
0.1171
0.1973
-0.2791
0.2882
0.8563

Weibull 분포
표준
z 통계량
오차
0.1045 2.0700
0.0973 -1.0800
0.1263 1.2900
0.1236 4.0400
0.0183 1.8600
0.1790 0.6500
0.2234 0.8800
0.3239 -0.8600
0.1645 1.7500
0.3781 2.2600

추정
유의도
계수
**
-0.0447
0.0504
-0.0507
***
-0.3456
*
-0.0403
-0.1376
-0.0732
0.2247
*
-0.1469
**
-0.7136

Log logistic 분포
표준
z 통계량
오차
0.0838 -0.5300
0.0804 0.6300
0.1054 -0.4800
0.1007 -3.4300
0.0146 -2.7500
0.1460 -0.9400
0.1833 -0.4000
0.2414 0.9300
0.1338 -1.1000
0.3340 -2.1400

유의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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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계속
변수

추정
계수
교육계열
0.5329
예체능계열
0.4512
잠재경력
-0.0760
잠재경력제곱
0.0007
근속
-0.0150
근속제곱
0.0000
정규직 전환
-0.5788
관리직
0.2439
전문직
-0.1129
기술직
0.0707
서비스직
0.3305
판매직
0.2715
생산직
0.1584
단순노무직
0.3143
농림어업
0.3446
전기/전자/가스/수도업
0.6724
건설업
0.1684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0.0341
숙박 및 음식점업
-0.1022
운수업
0.1342
통신업
-0.0931
금융 및 보험업
0.3022
부동산 및 임대업
0.2400
사업서비스업
0.3642
교육서비스업
0.067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1271
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0.0229
-0.1546
5~9 인
-0.1818
10~29 인
0.0913
30~49 인
-0.1634
50~99 인
0.2426
100~299 인
0.0935
300 인 이상
노조원
-0.3794
도시 거주
-0.0451
상수항
-1.7409
0.2260
/ln_p
p
1.2536
0.7977
1/p
/ln_gam
gamma
Number of obs
LR chi2(45)
Log likelihood

Weibull 분포
표준 z 통계량
오차
0.3617 1.4700
0.2130 2.1200
0.0113 -6.7200
0.0002 3.9900
0.0014 -10.530
0.0000 7.2800
0.1097 -5.2800
0.5312 0.4600
0.2011 -0.5600
0.1734 0.4100
0.1963 1.6800
0.1888 1.4400
0.1579 1.0000
0.1534 2.0500
0.3049 1.1300
0.5922 1.1400
0.1436 1.1700
0.1740 0.2000
0.2105 -0.4900
0.2448 0.5500
0.4031 -0.2300
0.2277 1.3300
0.3133 0.7700
0.1604 2.2700
0.2035 0.3300
0.2534 0.5000
0.1571 0.1500
0.1240 -1.2500
0.1200 -1.5100
0.1871 0.4900
0.1806 -0.9000
0.1582 1.5300
0.1148 0.8200
0.2435 -1.5600
0.0737 -0.6100
0.3333 -5.2200
0.0268 8.4200
0.0336
0.0214
2013
584.4
-1690.5

주 : *** P<.001, ** P<.05, * P<1.0.

유의도 추정
계수
-0.5259
**
-0.3423
***
0.0548
***
-0.0006
***
0.0159
***
0.0000
***
0.3764
-0.9263
0.1320
-0.0763
*
-0.1814
-0.1666
-0.0852
**
-0.1971
-0.4273
-0.3821
-0.0547
-0.0480
0.0520
0.0004
0.0629
-0.1403
-0.0694
**
-0.3133
0.0796
-0.0521
-0.0458
0.1349
0.1898
0.0985
0.1879
-0.1734
0.0049
0.2851
0.0264
***
1.0669
***
-0.5064
0.6027

Log logistic 분포
표준 z 통계량
오차
0.3139 -1.6800
0.1744 -1.9600
0.0088 6.2300
0.0001 -4.3200
0.0013 12.4500
0.0000 -8.1000
0.0858 4.3800
0.5054 -1.8300
0.1616 0.8200
0.1365 -0.5600
0.1578 -1.1500
0.1502 -1.1100
0.1219 -0.7000
0.1227 -1.6100
0.2701 -1.5800
0.4881 -0.7800
0.1162 -0.4700
0.1377 -0.3500
0.1735 0.3000
0.2008 0.0000
0.3091 0.2000
0.1848 -0.7600
0.2599 -0.2700
0.1305 -2.4000
0.1621 0.4900
0.2043 -0.2500
0.1256 -0.3600
0.1022 1.3200
0.0982 1.9300
0.1521 0.6500
0.1451 1.2900
0.1292 -1.3400
0.0947 0.0500
0.1909 1.4900
0.0611 0.4300
0.2607 4.0900
0.0286 -17.6800
0.0173
2013
594.83
-1673.08

유의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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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지속기간 모형 추정에서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
성 변수는 비정규직 지속기간과 양의 관계를 갖는데 이는 여성의 비정규직 지
속기간이 남성보다 길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둘째, 고용형태 다양화와 비정규
직 고용의 확산으로 고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 지속 확률이 증가하
고 있다. 셋째, 인적자본 축적량이 적은 하위 직종의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에서
탈출하는 것이 어려워 이들에게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의 디딤돌로서의 성격
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2. 비정규직 고용 지속과 인적자본 수익률 분석
본 절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익률이 비정규직 지속기간에 따
라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속이행 모형을 이용하여 비
정규직 고용 지속기간에 따른 인적자본 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연속이행 모형은
전형적인 선형회귀 모형에 비선형 요소가 추가된 형태로서 비선형 요소의 이행
함수는 고용형태 간 이행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
행함수가 영(0)이면 비선형 요소가 영(0)이 되어 선형회귀 모형이 되지만, 이행
함수가 0과 1 사이의 유의적인 값을 갖게 되면, 모형의 상수 및 계수 값은 이에
따라 변하게 된다. 즉

 에 따라 시간에 따른 상태 종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이다. 모형에서 비선형성은 시차를 가진 변수에 의해 생겨나게 되므로 연속이행
함수 모형은 일정 시점에서 하나의 선형 모형이 다른 하나의 선형 모형으로 이
행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속이행 모형의 종속변수는 시간당 로그임금, 설명 변수는 교육연수, 잠재
경력, 근속, 여성, 직종, 기업규모, 노조, 거주지와 이들 변수에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고려한 연속이행 항을 곱하여 생성한 이행 변수를 사용한다. 추정의 편
의를 위해 판매, 생산, 단순노무직을 하위 직종 그룹으로 묶었고, 기업규모를
300인 이상과 300인 이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표 5>는 연속이행 회귀함수의 추정 결과이다. 이행 속도를 말해주는

 값이

3.7978로 추정되어 비정규직 지속기간에 따른 상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 경력, 근속, 직종 등 인적자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
정되었다. 먼저, 교육수익률은 OLS 항에서 연간 0.4% 증가하였으나 연속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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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는 0.3% 감소하여 비정규직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 수익률이
감소하였다. 경력 수익률 역시 OLS 항에서 연간 0.2% 증가하였으나 연속이행
항에서 0.2% 감소하여 비정규직 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하였다. 직종 간 수
익률은 OLS 항에서 하위직이 0.7% 감소하여 직종 간 수익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임금 수익률은 비정규직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속이행
항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그 크기가 0.9%로 하락 폭이 컸다.
연속이행 모형 추정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익률은 비정
규직 고용 지속기간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정규
직 고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며 고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 경력 등 인적자본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 연속이행 임금함수 추정 결과
설명 변수
상수항
교육
경력
경력 2 (0.01)
근속
근속 2 (0.01)
여성
하위 직종
300인 이상
노조
도시
상수항*F
교육*F
경력*F
경력 2 (0.01)*F
근속*F
근속 2 (0.01)*F
여성*F
하위 직종*F
300인 이상*F
노조*F
도시*F



로그우도
관측치수

추정계수
3.6024
0.3857
0.2273
-0.5006
-0.0063
0.0030
0.5849
-0.7480
-0.2435
0.0096
0.6511
4.5219
-0.3413
-0.2097
0.4684
0.0068
-0.0026
-0.9395
0.5948
0.3527
-0.0097
-0.5583
3.7978
-0.6064

표준오차
t 비율
2.7253
1.322
0.1503
2.566
0.0531
4.281
0.1309
3.823
0.0048
1.306
0.0010
2.982
0.4426
1.321
0.4402
1.699
0.3715
0.655
0.0094
1.012
0.4285
1.520
2.8833
1.568
0.1599
2.134
0.0545
3.847
0.1329
3.524
0.0052
1.314
0.0011
2.429
0.4767
1.971
0.4553
1.306
0.3912
0.902
0.0104
0.928
0.4469
1.249
6.9046
0.550
1.0578
0.573
0.656763
4,232

유의도
0.1862
0.0103
0.0000
0.0001
0.1916
0.0029
0.1863
0.0893
0.5122
0.3114
0.1286
0.1168
0.0329
0.0001
0.0004
0.1888
0.0151
0.0488
0.1914
0.3673
0.3534
0.2116
0.5823
0.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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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비정규직 지속기간별 인적자본 수익률을 계산한 것이다. 비정규직
0년차를 보면, 교육과 경력 수익률이 각각 0.08%, 0.04%로 추정되었다. 이 값
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비정규직 근로 경력이 없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임금함수를 추정하여 얻은 추정계수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두 값
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에 제시된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임
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기간별 교육 수익률은 0.5년차의 경우 0.049%, 1년차
0.045%, 1.5년차 0.0445%, 2년차 0.0444%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길어짐에 따
라 점진적으로 교육 수익률이 감소하였다. 경력 수익률 역시 0.5년차 0.0207%,
1년차 0.018%, 1.5년차 0.0176%, 2년차 0.01757%로 비정규직 지속기간이 길
어짐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하였다. 3년차 이후에는 인적자본 수익률의 크기에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익률의 하락이 대부
분 비정규직 고용 2~3년 사이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표 6>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과 인적자본 수익률
(단위 : 년)

비정규직 지속기간

교육수익률

경력수익률(*)

경력수익률(**)

0.00000

0.07543

0.03662

0.00559

0.50000

0.04945

0.02066

0.00444

1.00000

0.04518

0.01803

0.00425

1.50000

0.04453

0.01763

0.00422

2.00000

0.04443

0.01757

0.00422

2.50000

0.04442

0.01757

0.00422

3.00000

0.04442

0.01756

0.00422

3.50000

0.04442

0.01756

0.00422

4.00000

0.04442

0.01756

0.00422

4.50000

0.04441

0.01756

0.00422

5.00000

0.04441

0.01756

0.00422

주 : (*)은 임금함수에서 경력의 제곱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수익률; (**)은 고려한
경우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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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별 임금격차 분해
본 절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별 임금격차를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Oaxaca 방법을 이용하여 분해한 임금격차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비정규직을
경험한 근로자와 비정규직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총임금
격차는 46%로 추정되었다. 이 중 생산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격차는 88.5%
(0.407)를 차지하고, 차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임금격차의 최대 추정치는
11.5% (0.053)로 계산되었다. 기간별 격차의 크기는 비정규직 지속기간이 1~2
년일 때 52%로 격차가 가장 컸으며, 여기서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격차는
75.3%로 나타났다. 생산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임
금격차의 최대 추정치는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이 6개월~1년일 때 가장 컸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생산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임금격차의 최대 추정치가 비정규 고용 지속기간에 따른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
익률 감소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표 7> 비정규직 지속기간별 임금격차
비정규직
지속기간

총 임금격차

생산성 격차

차별적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의 최대 추정치

0~6개월

0.39074

0.27401
(70.13)

0.11673
(29.87)

6개월~1년

0.43885

0.28473
(64.88)

0.15412
(35.12)

1~2년

0.52022

0.39150
(75.25)

0.12872
(24.74)

2~3년

0.46231

0.38940
(84.23)

0.07291
(15.77)

3년 이상

0.45813

0.48578
(106.03)

-0.02764
(-6.03)

전체

0.45993

0.40710
(88.51)0

0.0528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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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총 임금격차는 45.8%이며 대부분이 생산성
격차로 설명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기서 간과
하기 쉬운 것이 장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경력이 상당히 길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 격차가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장기 비정규직 근로
자의 특성은 단순노무직과 일용직 등 하급 직종에 종사하기 쉽기 때문에 경력
증가에 따른 수익률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차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임금격차가 보다 크고, 이
는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적자본 수익률이 감소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로짓 모형과 기간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고용과 지속기간 결정 요인을 살펴보고, 연속이행 모형을
추정하여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과 인적자본 수익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결과는 비정규직 고용과 지속기간에 성, 연령, 학력, 대학 전공계열,
직종, 산업, 기업규모 등의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로짓 모형 추정 결과는 여성,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 비정
규직 고용 확률이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같은 대졸자라 하더라도 전공계열별로 비정규직 고용 확률에 차이
가 있으며 자연계열에 비해 인문․사회계열에서 비정규직 고용 확률이 더 높다
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등 하위 직종에서 비정규직 고용 확률이 높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직종분리
현상이 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 분석에서는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확률이 비정규직
지속기간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지속기간은 맞벌이와 여성에
게서 길게 추정되었고,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공학, 의학, 예체능의 전공 분야에
서는 비정규직 지속기간이 길었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등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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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축적이 적은 하위 직종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연속이행 모형 추정 결과에서는 비정규 고용 지속기간과 인적자본 수익률의
관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익률이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구체적으로 연속이행 항에서 교육과 경력의 수익률이 음의 값을 가져 비정규
직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적자본의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특
히 여성의 수익률 하락 폭은 0.9%로 상당히 컸다. 지속기간별 교육 수익률은 비
정규직 0년차 0.08%, 0.5년차 0.049%, 1년차 0.045%, 1.5년차 0.0445%, 2년차
0.0444%로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경력
수익률 역시 0년차 0.04%, 0.5년차 0.0207%, 1년차 0.018%, 1.5년차 0.0176%,
2년차 0.01757%로 수익률이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 지속기간과
인적자본 수익률 간에 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노동 공급자의 선호체계의 변화,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기업 환경, 그리고 최
근 세계적 경기의 침체는 고용형태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소득 분포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향후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의 측면에서나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과 지속적으로 완전고용과 안정적 물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직종 분포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완전고용이 요구된다.
만일 고용이 불안정하면 인적자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므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도록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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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ate of Return to Human
Capital of the Contingent Worker
Byeongseon Seo․Chan-young Lim
The status of contingent employment accompanies low wage, bad
working conditions, unstable employment, and substantially unfavorable
returns to human capital variables such as education and experience.
The paper explores the causes of the wage gap generated by the
employment status. The dual labor market model regards the wage gap
predetermined and exogenous because the equilibriating process of the
labor market is precluded. Using the KLIPS data,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evidence that the rate of returns to human capital
diminishes gradually as the duration of contingent employment lasts.
Our results support the explanation of the human capital theory in the
sense that the investment of human capital is severely affected by the
contingent employment status because of the expectation of unfavorable
income.
Keywords : contingent worker, dual labor market, human capital, smooth
transition, wag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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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누진적인 소득세제하에서 소득세율 및 항목별 공제제도의 변화
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를「한국노동패널」제6～9차 연도(2003～2005년)
자료에서 추출한 근로소득자 가구주 표본을 균형패널로 구성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항목별 공제제도 및 비선형성을 감안
한 세후임금률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비보상임금
탄력성은 1.296, 보상임금탄력성은 1.297, 그리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
타나 노동공급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며,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
력성은 -3.016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노동공급을 증
가시키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공제제도의 남발로 이어질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극단적인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소득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후임금
률 변화가 노동공급 시간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보기 위
해서 소득세제상의 특징적 변화가 발생했던 2004～2005년의 경험을 자연적
실험의 계기로 삼아 이중차분 추정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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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처리집단의 노동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
시간에 미친 영향이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세액 공제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
2005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노동시간 증가효과는 월간 기
준으로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2005년 기간
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폭이 세후임금률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크게 변화시킬 만큼 대폭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핵심용어 : 노동공급, 소득세법 개정, 소득세 공제제도, 패널GMM, 이중차분

I. 서 론

우리 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외경제 환경까지 악화되면서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다. 또한 신규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고용불안
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의 양적․질적 증대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소
비와 투자 진작을 이루어 성장을 끌어올리고, 미시적으로는 소득분배를 개선함
으로써 경기의 선순환구조를 회복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고용의
양적․질적 증대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의 노동공급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며,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효과에 대한 정밀한 추정과 측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되는 조세는 경제 주체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인
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후소득의 크기는 물론 노동-여가 및 소비지출
사이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30여 년간 노동
경제학은 물론 응용미시경제학 분야 전반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외에서는 남성 가구주나 여성의 노동공급 행태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가 일정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Hausma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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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ndell & MaCurdy, 1999; Meghir & Phillips, 2008; Blundell & Costa Dias,
2008 등을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용의 극대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논의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는 거시적이
고 일반균형적인 연구들로부터(김성태 등, 2003; 이철인ㆍ전영준, 2000; 최창
곤, 2008a, 2008b), 출산과 결혼 등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의 행태적 차이와 변
화에 대한 분석과 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김대일, 2008; 김현숙ㆍ성명
재, 2007; 우석진, 2007; 조윤영, 2007; 서병선ㆍ임찬영, 2004), 근로장려세제ㆍ
국민연금제도ㆍ공적이전소득 등의 복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강병구,
2004, 2008; 이만우ㆍ김대철, 2007), 소득분배의 변화와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노동공급의 역할(이철희, 2008) 등, 노동공급 행태의 다양한 측면에 초점
을 맞춘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경제 주
체별 주요 집단들의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대한 기초적인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특히 조세를 고려한 노동공급의 행태에 대한 기초연구는, 필자
들이 수집한 문헌정보에 의하면 Lee(2004), 심욱기(2006), 남재량(2007)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개 경제 주체들의 조세 부담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괄적이고 총체적인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
였으나, 노동관련 자료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노동공급 탄력성의 정확한 측정치들을 얻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측면
이 있다.1)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적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의 예산선은 비선형성
(non-linearity)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비례적인 소득세제하에서처럼 예산집합
의 볼록성(convexity)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공제제
도로 말미암아 예산집합은 비볼록성(non-convexity)의 성질을 띠게 된다.2) 노
1) 그러나 실증연구에 적합한 노동관련 자료의 부재 또는 불충분함은「노동패널」등의 자료
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한 정치
(精緻)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2)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복지제도에 의해서도 예산집합의 비볼록성은 발생하거나 추가적
으로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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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은 노동공급의 임금률을 변화
시키고 이로 인해 예산제약집합의 비선형성을 강화하는 세제 현실을 실증적으
로 얼마나 정확하게 고려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과세 구
간이나 구간별 세율의 변화를 통해서보다 매년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
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
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받은 뒤, 특별공제 항목에서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항목별 공제는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추며, 이를 통해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는 (해
당 재화가 정상재라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각종 공제제도가 조세감면의 수
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유효실효세율은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공급 행
태 변화의 크기는 조세감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추정상의 편의가 경제 주체들의 이질적 특성들과 결합될 경우, 이미 여
러 조세감면 조치로 변화된 예산집합의 비선형성과 비볼록성이 추가적으로 더
욱 복잡하게 변화하게 된다(Triest, 1992). 이에 따라 경제 주체별로 노동공급
행태에 나타나는 변화의 정도가 더욱 복잡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
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만 근로소득 대비 소득공제 총규모는 57.5%를 기
록하였고, 근로소득자의 귀속소득 기준으로 볼 때 항목별 특별공제액이 전체 소
득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에 달하였다. 이에 반해 표준공제는 전체
소득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2%에 수준에 불과하다(국세청,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다. 첫째는 항목별 공
제제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한다.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세후임
금률과 결합소비재(Hicksian composite commodity)에 대한 소비를 통해 노동
공급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Heckman(1983)에 따르면 특정 재화가 소득공제
가능한 재화일 경우 모든 재화를 결합소비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와 같이 소비 항목에 따른 공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소비재화를 공제 가능한 재화와 공제가 되지 않는 재화로 구분한 후, 노동공급
행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노동공급 결정은 세후임금률과 함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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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 재화의 상대가격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러한 노동공급함수에 대한
유도 과정은 제II장에 자세히 소개하였다.
한편 항목별 공제제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본 연구에서는「한국노동패널」제6～9차 연도(2003
～2005년)에서 추출한 근로소득자 집단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사
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분석상의 이점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남재량(2007)
등에서처럼 동일한 경제 주체의 자료가 되풀이하여 포함되는 반복횡단면자료
(repeated cross-sectional data)를 사용하는 경우, 관측되지 않는 경제 주체의 특
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수 누락의 문제(omitted
variable problem)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패널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특
징은 노동공급 주체의 행태 및 고용관련 통계 자료의 특성상 발생하는 내생성
(endogeneity)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소득세 부가 시
세후임금률이 임금근로자의 노동공급 행위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임금근로자
의 노동공급 행위 역시 세후임금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생성 문
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추정모형의 오차항은 한계세율과 상관관계를 나타내
게 되고, 단순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추정계수는 편의를 보이게 된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일반화적률법(panel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이하 패널 GMM)을 사용한 추정치를 측정한다. 또한 근로시간과 세
후임금률 간의 관계가 비선형관계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소득세만을 감안한 기본 모형의 추정 결과에서는 비보상임금탄력성
은 -0.300, 보상임금탄력성은 -0.299, 소득탄력성은 -0.001로 측정되었다. 항목
별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비보상임금탄력성과 보상임금탄력성은 각각 -0.373
과 -0.372로 더 커졌으며, 소득탄력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임금탄력성의
값이 기본 모형과 항목별 공제를 허용한 모형의 경우 모두에서 여전히 음(-)의
값을 나타내어 여전히 기존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
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2.746으로 측정되어, 세후임금률 자체의 변화보다 공
제제도에 임금근로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율

60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1호

을 인하할 경우,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항
목별 공제적용 대상자들의 노동공급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항목별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선형성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추정
결과는 기본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항목별 공제와 비선형성을 동
시에 고려하는 경우, 비보상임금탄력성은 1.296, 보상임금탄력성은 1.297, 그리
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나 노동공급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였
다.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3.016으로 측정되어 선형성을 가정한 모
형에 비해서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기업 종류와 같은 노동시장 관련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통제를 더한 결
과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공제에 따른 노동공급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 인하를 통한 노동공급 증가 정책의 유효성을 감쇄
시키거나 극단적인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이는 소득세 인하의 효과가 정책 의도와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득세 인하 이전에 존재하는 복잡다양한 공제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소득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후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 시간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제제도의 변화폭이 컸던 2004년도와 소득세율의 1%포
인트 인하가 이루어진 2005년도의 경험을 ‘자연적 실험(natural experiment)’의
기회로 삼아 ‘이중차분(differences-in-differences)’ 추정법을 사용하여 경제주체
들의 특성에 따른 소득세제상의 변화의 차별적인 영향력을 측정한다. 이중차분
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 면에서 서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처리집단(treated group)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controlled
group)을 구분하여, 정책변화 전후에 걸친 두 집단의 행태 변화상의 차이를 비
교하는 것이다(Blundell & MaCurdy, 1999).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세율 및 공제
제도를 포함한 소득세제상의 변화는 자연적 실험을 이용한 추정기법을 이용하
여 노동공급이 정책에 반응하는 정도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공급의 양적 변화는 경제성장에서부터 소득분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결정짓는 판단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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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온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양적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으며(곽소희ㆍ김호범, 2007), 임금불평등의 확대와 함께 노동공급의
집단간 비대칭적인 감소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가구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철희, 2008). 또한 올해 들어 행정부와 여당의 주도하에 추진
되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
감세정책은 세율 인하를 통해 세후임금률을 상승시키고, 이는 정(+)의 비보상
임금탄력성을 통해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비해 법인세율의 인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춤으로써 노동공
급을 오히려 감소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두 가지 세목에서의 감세정책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최종적으로 불확실해진다. 또한 대규모 감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각종 조세감면
조항들을 대폭 손질하는 경우, 경제 주체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지
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3) 게다가 감세의 효과는 경제 주체들의 이질적인
(heterogenous) 특성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세부집단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일 가
능성이 높다.4)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려면 정책상의 변화 시점 전후에 걸쳐 동일한 경제 주체
의 자료가 필요한데 이에 가장 적합한 자료가 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후임금률의 노동공급탄력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한국노동패널」상의 자
료를 다시 이용하여, 연도별 관측수가 971명인 균형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 분석을 위한 회귀식에 사용할 정책 변화와 관련된
변수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후임금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3년도 임금수준에 2003년, 2004년, 2005년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각 연도
별 소득세법에 부합하는 소득세액, 유효소득세율 및 세후임금률을 측정한 뒤
3) 국회예산정책처(2008)에 따르면, 기준연도 추계방식을 사용할 경우, 행정부가 제출한 향후
5년간(2008～2012년) 세수효과는 소득세의 경우 23조 원, 법인세의 경우 30조 원에 달하
며, 총 국세의 경우 무려 8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4) 전승훈ㆍ홍인기(2008) 참조.

62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1호

이를 비교하여 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세후임금률의 변화는 세전임금
률의 변화를 통제한 상황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후임금률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잘 반영하는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의 변화가 진전되면서 발생 가능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구성 변화
(composition change)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금 납부 여부를 중심으로 처리집
단과 통제집단을 나누는 방식을 지양하고, Blundell et al.(1998)에 따라 교육수
준과 연령대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2004～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처리집단의 노동
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이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세액
공제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2005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노동시간 증가 효과는 월
간 기준으로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2005년 기
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폭이 세후임금률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크
게 변화시킬 만큼 대폭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주기적
으로 5～10년에 한 번 꼴로 경제행위자의 경제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정도의
대폭적인 세제 개혁(tax reform)을 경험하는 여러 해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
라는 거의 매년 소폭의 세제 변화(tax change)를 통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첫 번째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가 직면하는 유효소득세율
의 변화에 따른 세후임금률 변화의 효과와 항목별 공제제도의 효과가 상이하며
오히려 공제제도를 통한 세후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결과는 소폭의 세제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패턴이 노
동공급 측면에서 판단할 때 매년 고른 결과를 초래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보
여준다.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의 노동공급 변화 행태가 후생 변화를 측정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결과는 외견
상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려는 정책 당국의 암묵적인 정책 목표가 실질적으
로는 상이한 정책수단과 전달경로를 통해 이질적인 경제 주체들에게 상이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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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쳤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변화 추이
및 소득세 관련 각종 조세감면 사항을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인 소득세율 및 항목별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후임금률의 변화가
근로자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력성을 추정한다. 이때 공
제제도의 변화로 세후임금률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제제도의 변화
로 인한 노동공급 탄력성을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추정한다. 제IV장에서는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인 소득세제상의 변화로 인한 근로자 가구집단 내부의 처
리집단과 통제집단이 보이는 노동공급상의 차별적인 영향에 사용할 모형을 수
립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다양한 정책적 함축성을 논의한다.

Ⅱ.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 모형 및 추정방법

가. 추정모형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추정모형을 유도한다.5) 항목별 공제를 고려
할 경우 개인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근로소득자가 1인인 가구를 가정하였다. 이때  는 공제가 되
는 재화에 대한 지출이고,  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재화에 대한 지출분,
 은 여가시간,  는 임금률,  는 비임금소득,  는 부존시간(time endowment),
 는 과세소득, 그리고  은 소득세함수를 각각 의미한다. 이때 가구의 예산제약

식은 아래 식 (1)로 정식화가 가능하다.

5) 이하의 내용은 Triest(1992)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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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소득세함수    에는 여러 개의 과세 구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구간 내에서는 선형관계가 유지되는 과세소득의 함수(piecewise-linear function
of taxable income)이다. 근로소득자가 직면하는 과세 구간을  로 나타내고, 
는  구간에 속한 근로소득자의 한계세율을,  는  구간의 과세소득 하한을 의
미한다. 이때 소득세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에 덧붙여  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소득공제액의 가치로,6)  는 표준공제
로 정의하면, 항목별 공제 대상자의 과세소득은 아래의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항목별 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개인의 과세소득은 식 (4)로 정
의할 수 있다.
            

(3)

            

(4)

과세소득을 고려한 소득세 함수를 예산제약식에 포함시키면, 과세구간  에
속해 있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개인과 표준공제를 선택한 개인의 예산제약식
은 각각 식 (5)와 식 (6)과 같이 정의된다.
                             (5)

                             

(6)

예산제약식이 식 (5) 및 식 (6)으로 설정되면, 개인의 노동공급은 효용극대화
를 통해 결정된다. 만일 효용함수가 여가, 항목별 공제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 항목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에 대한 소비 등의 함수라고 가정하면,
항목별 공제대상자의 노동공급함수는 세후임금      , 항목별 공제 적용 재
화에 대한 소비의 상대적 가격     , 그리고 가상소득         

6)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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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함수가 된다.

한편 좀 더 구체적인 노동공급함수는 지출함수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Deaton & Muellbauer(1981)는 하나의 결합상품(composite good)이 존재할 때
선형 노동공급함수를 유도해 내는 Hausman(1981)의 선호체계를 여러 개의 재
화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일반화시켜 다음과 같은 지출함수를 유도하였다.

               
 

(7)

위에서  는 효용수준,  는 임금을 제외한 다른 소비재의 소비자 가격 벡터
를 의미한다. 또한    는 양(+)의 값을 가지며  에 대해서 감소함수이고,
 에 대해서는 일차동차함수이다.   는 양(+)의 값을 갖는 영차동차함수이

고,   는 양(+)의 값을 갖는 일차동차함수이다. 그리고   는 일차동차함수
이다. 위의 지출함수는 주어진 효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을
보여준다. 즉          이다. 노동공급함수의 형태는 이를  에 대
해 미분한 후    로 대체하여 구할 수 있다. 이제  를 노동시간을 의미하
는 것으로 가정하면 노동공급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위의 식 (8)은   ,   ,   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통해 항목별 공제가
내생화된 모형으로 수정할 수 있다. 우선   가 영차동차함수인 점을 고려하
여     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는 모든 재화의 소비자 가격의 합이라
고 가정한다. 즉   

   이다. 여기에서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재화의
  

가격은      , 항목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의 가격은  라고 정의하
고, 재화 중 (    )번째 재화까지가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재화이고,  부터 
까지가 항목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라고 정의하면, 항목별 공제를 적용
받는 근로소득자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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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항목별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개인의 경우       과 같아진
다. 유사한 방식으로   를 정의하면
       

   

   

항목별 공제 대상자

(10)
항목별 공제 미대상자

식 (9)와 식 (10)을 식 (8)에 포함시키면 항목별 공제 적용 대상자의 노동공급
함수와 항목별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의 노동공급함수는 각각 식 (11),
식 (12)로 나타낼 수 있다.
     
      

 
      

           

     
      
  
  

(11)

 
  


  

                

(12)

이때       ,               ,            
       를

의미한다.

한편  의  ,  ,  ,  에 대한 편미분값이 선형종속적이기 때문에, 위의 노
동공급함수를 추정 가능한 형태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
다.7) 본 연구에서는 Triest(1992)에서처럼    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경제학적 변수와 관측되지 않는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오차항이다. 이에 따라 식 (11)과 식 (12)는 각각 식(11')과 식(12')로
수정할 수 있다.

 

                     


   
7)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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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 (11')과 식 (12')에서  는 오차항을,  는   의 기댓값을 각각 의미한다.
 는     로 공제 가능한 재화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의 상대가격

을 의미한다. 한편 식 (11')과 식 (12')의 차이는       의 포함 여부이
다.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가 0이기 때문에    의 값을 가지
며,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
우      이라고 가정하고, 근로소득자 개인을  로 나타내면 식 (11')과 식
(12')는 식 (13)과 같은 추정 가능한 노동공급함수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3)

식 (13)의 노동공급함수는  라는 형태로 한계세율이 노동공급함수에 중요한
변수로 직접 포함된다는 점 이외에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노동공급함
수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노동공급함수에 로그값을 취하면 식
(14)가 된다. 여기서   은 임금탄력성으로 세후임금률의 단위변화율에 따른 노
동시간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14)

식 (14)에서   은 비보상임금탄력성(uncompensated wage elasticity)을 의미
한다. 이때 슬러츠키 방정식을 통해 식 (15)에서처럼 효용수준이 일정한 상태에
서 임금 변화에 따른 노동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보상임금탄력성(compensated
wage elasticity)을 구할 수 있다. 식 (15) 좌변의   , 즉 비보상임금탄력성을 의
미하며,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효용수준이  로 고정된 상태에서의 임금탄력성
인 보상임금탄력성을 나타내며,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소득 변화에 따른 노동시
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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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5)와 식 (14)의 추정계수를 이용하면 보상임금탄력성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나. 추정방법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실증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노동
공급 주체의 행태 및 고용관련 통계자료의 특성상 발생하는 식별(identification)
문제, 내생성(endogeneity) 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중식별 문제는 소득세 과세가 세후임금률과 비임금소득을 감소시키고, 이
를 통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전통적인 노동공급 모형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노동공급 모형에서는 노동공급에 대
한 임금 이외의 보수(remuneration)를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
제 현실에서는 공식적인 임금 이외에도 각종 공적보험에 대한 회사 기여금, 유
급휴가 등의 부가급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가급여 역시 근로자의 노
동공급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부가급여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보
면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임금률은 실제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임금률과는 차이가 날 수밖
에 없으며, 정확하게 세후임금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임금
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측정해서 공제한 후, 세후과세임금에 부가급여액을 더해
세후임금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개인의 임금 자료에서 개인의 부가
급여액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제 임금률과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임금률이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단, 각종 부가급여의 존재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관련된 더미변수 등을 이용하여 일정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는 소득세
부가 시 세후임금률이 임금근로자의 노동공급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임금근로자의 노동공급 행위 역시 세후임금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이 증가할 경우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누진적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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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하에서는 노동자가 보다 높은 과세 구간에 편입되게 된다. 이에 따라 세후
임금률이 변화하고, 항목별 공제가 적용되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추정 모형의 오차항은 한계세율과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이 경우 단순한 회귀
분석의 추정계수는 편의를 보이게 된다. 회귀모형에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도구변수 추정법(instrument variables
estimator)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세후임금률이나 항목별 공제 대상이 되는 재
화의 상대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도, 노동공급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와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패널 일반화적률법(panel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이하 ‘패널GMM’)을 사용한 추정치를 측정한다.
패널GMM을 이용하여 추정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적절한 도구변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적절한 도구변수는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으면서도 오차
항과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 횡단면 자료에서 이러한 변수를 찾는 일은 쉬
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패널자료에서는 시차변수를 사용하고, 적률조건
(moment condition)이 성립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도구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차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특정변수와 특정변수의 시차변수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적률조건의 성립은 도구변수와 오차항 간
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횡단면 자료에서 시
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문제가 없는 것과 달
리, 패널 자료에서는 시간을 고려한 적률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도구변수 행렬의 형태가 달라져야만 한다.8) 시간을 고려한 적률조건은 제
약 정도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SUM)



(a)  



      





(b)  



   



(CON)

(a)          ∀

(b)        ∀

(PRE)

(a)          ∀ ≤  (b)        ∀

(EXO)

(a)          ∀

(b)        ∀

단,  ,  : 시간.
8) 패널GM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ee(2002) 또는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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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적률조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UM조건은 개별적으
로    와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각각의 관계를 총합
하였을 때에는 기댓값이 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CON(contemporaneous)
조건은 같은 시점의 설명변수와 오차항간의 상관관계가 없고 PRE(predetermined)
조건은 현 시점의 설명변수와 현 시점 또는 미래의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과거 또는 미래의 설명변수와 현재의 오차
항 간에 상관관계는 존재할 수도 있다. 현재의 설명변수와 과거 또는 미래의
오차항 간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오차항이 현재의 설명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EXO조건은 과거 또는 미래의
설명변수와 현재의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또한
현재의 설명변수와 과거 또는 미래의 오차항 간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 이상에서 SUM조건이 가장 약하고, EXO조건이 가장 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적률조건들 중에서 SUM조건은 파라미터의 수와 적률
(moment)의 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반면,
CON조건, PRE조건과 EXO조건은 적률의 수가 파라미터의 수보다 많기 때문
에 도구변수를 사용해야만 한다(Lee, 2002).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PRE조건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임금률이 미래의 오차항과는 관계가 없지만, 과거의 오차항이
현재의 임금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은 노동시간과 임금률 간의 관계
를 볼 때 현실적인 가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PRE 적률조건하의 패널GMM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17)
과 같은 패널 추정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식 (17)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시간
차원  를 빼고 표시한 것이다.
   ′    

(17)

식 (17)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 추정치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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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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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경
우, 식 (15)의 회귀분석 추정량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도구변수를 이용
하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 도구변수 추정량을 구해야만 한다. 도구변수 추정
량은 식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19)

 



′ ′ 으로 정의한 후, 식 (19)의  ′ 을 
  

이때  ≡  

 











 으로

바꾸어 주면 도구변수 추정량 중 가장 효율적인 추정량인 패널GMM 추정량을
얻게 된다. 이때 은 도구변수 추정량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중치이다.

 ′   ′  ․ ′   

   































 

(20)

이상의 패널GMM 추정치를 구하는 과정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GMM을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9) 단, 횡단면GMM과 패널GMM의 차이는 추정
량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변수 행렬 z i 의 형태에서 나타난다. 패널 일반화적
률법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적률조건 가정하에서 각기 다른 도구변
수 행렬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정하고 앞에서 논의한 적률조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PRE가정

하의 도구변수 행렬은 식 (21)과 같이 나타난다.
       ′   ′   ′′   ′  ′   ′

(21)

도구변수 행렬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임에도 불
구하고 변화가 작은 경우에는 특이행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고령자들의 교육연수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각 연도별 교육연
수를 변수로 사용하면 연도별 변수 사이에 선형에 가까운 관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변화가 작은 변수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도구변수
9) 횡단면 자료에서의 GMM에 관한 논의는 Lee(1996)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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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취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특정 적률조건하에서 패널GMM을 수행한 뒤에는 사용한 도구변수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패
널GMM 과다식별 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이라고 하며, 이때 귀무가설은
     ′  이고        일 때, 패
          이 된다. 또한 

널GMM 과다식별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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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료
본 연구에서는「한국노동패널」6～9차 연도 자료에서 추출한 가구주인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 근로시간, 가구소득 및 소비 자료를 사용하였다.「한국노동
패널」자료는 1998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개인 및 가구패널 자료로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한국노동패널」자료 중 6～9차 연도 자료를 사용한 것은 특별
공제 관련 지출 자료가 가용한 것이 7차 연도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
패널의 경우 가구의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전년도 지출규모를 질문하고 있기 때
문에 지출 연도와 가구주의 특성이 조사된 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6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한 자료는 2003～2005년 기간 중의 가구주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가구소득 및 소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3～2005
년 기간 중 모두 조사에 응한 가구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
도별 관측수가 971명인 균형패널(balanced panel data)을 구축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변수 중 가구주의 세후 시간당 임금률은 가구주의 세후 시간
당 임금액을 구한 후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가구주의 세후
시간당 임금액은 가구주가 직면하는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측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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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시간당 임금액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가구주의 유효세율은 가구주의 소
득세를 측정한 후, 이를 가구주의 소득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가구주의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가구주의 월평
균 임금액을 연간 근로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 여
기에 가구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을 더하여 총 과세소득을 구하였다. 가구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는 주로 가구주의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납부된다고 가정한 것이다.10) 가구주의 과세소득을 구한 후에는
연도별 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인적공제를
적용하였다. 이때 과세표준이 연 100만 원 이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인적공
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규모는 가구
의 소비지출 및 저축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가구소비지출 중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를 가구주가 모두 받는다는 가정하에
연금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교육비 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
개인연금 불입금소득 공제 등이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였다. 그리고 항목별
특별공제 규모가 표준공제액 10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하
였다. 이상의 방법을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후 근로소
득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였다.
가구주의 비임금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인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의 합계액을
사용하였다. 항목별 공제제도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인  의 경우 항
목별 공제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 값을 가지게 되지만, 항목별 공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소득수준이 면세점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1의 값
을 갖게 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치는 <표 1>에 소개하였다.
10) 노동패널에서는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등에서 세전소득이 아닌 세후소득을 조사한다. 따
라서 실제 가구주의 총 과세소득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 과세소득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자가구에서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
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종합
소득세제하에서는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액은 관측이 되나, 부동산소득에 대응하는 부동산소득세, 금융소득에 대응하는 금융소득
세가 관측되지는 않는다(단,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는 예외임). 이는 세후소득을 조사
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된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이 관측가능한 세전소득일 가능성이 큼
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총과세소득액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총과세소득액 간의 차
이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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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 통계치
연령 (세)
성별 (1=남성)
교육연수 (년)
배우자 유무 (유=1)
18세 미만 자녀 수 (명)
주택보유 여부 (보유=1)
주당 노동시간 (시간)
시간당 세후임금률
연간 세전 근로소득 (만원)
연간 세후 근로소득 (만원)
비임금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 (만원)
소득세액 (원)
유효소득세율
1-유효소득세율
관측수 (명)

전체
44.07
0.9176
12.38
0.8603
1.08
0.6262
51.95
0.9879
2538.88
2463.40
163.44
99.10
0.0184
0.9816
2913

2003
43.07
0.9176
12.37
0.8599
1.08
0.6035
53.30
0.8823
2293.87
2231.12
154.04
88.65
0.0166
0.9843
971

2004
44.07
0.9176
12.38
0.8630
1.10
0.6323
52.03
0.9846
2552.09
2476.69
164.49
100.61
0.0184
0.9816
971

2005
45.07
0.9176
12.39
0.8579
1.08
0.6464
50.5098
1.0968
2770.68
2682.38
171.79
108.06
0.0210
0.9799
971

3. 추정 결과
아래 <표 2>는 연령, 연령의 제곱, 성별, 교육연수, 18세 미만 자녀수, 배우자
유무, 자가보유 여부 등 개인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가
운데 세후임금률의 로그값, 비임금소득의 로그값, 항목별 공제가 적용되는 재
화의 상대가격의 로그값 등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추
정결과 적률조건의 충족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과다식별 검정 결과 적률조건
이 충족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표 2>의 추정 결과는 내
생성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한 추정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표 2>의 [모형 1]은 누적적인 소득세의 존재는 고려하였으되 항목별
공제제도는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 경우,
노동공급의 비보상임금탄력성은 -0.300으로 측정되었으며, 보상임금탄력성은
-0.299으로 비보상임금탄력성과 거의 같은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의
소득탄력성은 -0.001로 측정되었다.
[모형 2]는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수를 변수로 추가하
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 비보상임금탄력성과 보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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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 : 기본 모형

시간더미 (=2004)
시간더미 (=2005)
상수항
연령
연령 자승
성별 (남성=1)
교육연수
18세 미만 자녀 수
배우자 유무 (유=1)
자가보유 여부 (보유=1)
(세후임금률)의 로그값
(가상소득)의 로그값
(항목별 공제적용 재화의 상대가격)의 로그값
 R2
과다식별 검정
비보상임금탄력성
보상임금탄력성
소득탄력성
비보상 공제탄력성

모형 1
모형 2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0.004 0.013
0.001 0.008
0.002 0.011
0.003 0.012
3.524 0.271 *** 3.460 0.262 ***
0.015 0.011
0.017 0.010 *
-0.020 0.012 *
-0.024 0.012 **
-0.669 0.308 **
-0.664 0.291 **
0.020 0.004 *** 0.015 0.004 ***
0.003 0.012
0.003 0.014
0.480 0.154 *** 0.491 0.146 ***
0.049 0.023 **
0.048 0.022 **
-0.300 0.022 *** -0.373 0.025 ***
-0.002 0.000 *** -0.002 0.000 ***
-2.746 0.390 ***
0.130
0.172
0.771
0.894
-0.300
-0.373
-0.299
-0.372
-0.001
-0.001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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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성 측정 결과는 각각 -0.373과 -0.372로 나타났다. 항목별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와 비교할 때 임금탄력성의 절댓값이 좀더 크지만, 부호는 변하지 않
았다. 즉 여전히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추정 결과가 제시되었다. 항목
별 공제를 고려한 경우 소득탄력성은 -0.001로 측정되어 항목별 공제제도를 고
려하지 않은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2.844로 측정되었다. 이는 소득세율 인하
시,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재화의 상대가격 증가에 따라 항목별 공제적용 대
상자들의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항목별 공제
가 적용되는 재화의 상대가격 증가가 노동공급의 감소 및 여가의 증가로 이어
지는 것은 항목별 공제가 적용되는 재화가 항목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
보다 여가와의 대체가 쉬운 재화임을 의미한다. 항목별 공제가 적용되는 재화
의 상대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항목별 공제가 적용되는 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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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보상임금탄력성이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공급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일반적
으로 효용극대화에 입각하여 행동할 경우 보상임금탄력성은 양(+)의 부호를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상의 추정 결과는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추정 결과일 가능성이 높
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근로시간과 세후임금률 간의 관계가 비선형관계일 가능
성을 고려하여 세후임금률의 로그값 제곱 변수를 추가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
정하기로 한다.
<표 3>의 [모형 3]은 항목별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후임금률의
로그값 제곱 변수를 포함하여 (즉, 비선형성을 감안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
한 결과이다.11) 추정 결과, 비보상임금탄력성은 -0.332로, 보상임금탄력성은
-0.331로, 그리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측정되었다. 이는 앞의 <표 2>의 추정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표 3>의 [모형 4]는 항목별 공제와 비선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한 결
과이다. 이 경우 비보상임금탄력성은 1.296으로, 보상임금탄력성은 1.297로, 그
리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노동공급함수에서 예측하
는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세후임금률이 증가할 때 대체효과에 의해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을 정확히 반영하
고 있다. 그리고 비보상임금탄력성이 양(+)의 부호를 갖는 것은 대체효과가 소
득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모형 1]부터 [모형 3]에 걸쳐 나타난 추정 결과 및 나성
린․남재량․문춘걸(2002)이나 남재량(2007) 등, 기존 연구 결과에서 보상임금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 원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모형 1]부터 [모형 3]과 기존 연구에서는 노동공급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특히 공제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상태
에서 노동공급함수가 추정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공급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
11) 대수(세후임금률)의 자승이 추가됨에 따라 비보상임금탄력성은      와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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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모형 4]의 추정 결과에서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공제의 탄력성
이 임금탄력성보다 훨씬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세후임금률
자체의 변화보다 공제제도에 임금근로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Triest(1992)의 연구 결과에서는 공제의 탄력성이 임금탄
력성보다 8배 이상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표 3> 노동공급함수 추정 결과 : 비선형모형
모형 3
계수값

표준오차

모형 4
계수값

표준오차

시간더미 (=2004)

0.003

0.014

0.003

0.012

시간더미 (=2005)

0.001

0.017

0.001

0.008

상수항

3.510

0.257 ***

3.457

0.250 ***

0.014

0.011

0.014

연령 자승

-0.019

0.012

-0.019

성별 (남성=1)

-0.597

0.277 **

0.557 -0.257 **

교육연수

0.020

0.004 ***

0.016

0.004 ***

18세 미만 자녀 수

0.005

0.013

0.008

0.012

배우자 유무 (유=1)

0.437

0.138 ***

0.428

0.131 ***

자가보유 여부 (보유=1)

0.050

0.024 **

0.047

0.022 **

(세후임금률)의 로그값

-0.302

연령

(세후임금률의 자승)의 로그값
(가상소득)의 로그값

0.079
-0.002

0.010
0.011 *

0.021 *** -0.411

0.027 ***

2.079

2.164 **

-4.517

0.000 *** -0.002

0.000 ***

-3.016

0.485 ***

(항목별 공제적용 재화의 상대가격)의 로그값
2

 R

0.147

0.211

과다식별 검정

0.803

0.713

비보상임금탄력성

-0.332

1.296

보상임금탄력성

-0.331

1.297

소득탄력성

-0.001

-0.001

비보상 공제탄력성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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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형 4]의 추정 결과가 얼마나 강건한(robust) 결과인지를 측
정하기 위해 산업더미, 직업더미, 종사상 지위더미, 기업 종류 더미변수 등을
포함한 상태에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산업더미로는 제조업을 기준으
로 총 16개 산업더미가 포함되었으며, 직업더미로는 사무종사자를 기준으로 총
10개의 직업더미가 포함되었다.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더미로는 상용직을 기
준으로 임시직과 일용직 더미가 사용되었으며, 기업 종류 더미변수는 민간 회
사 또는 개인 사업체를 기준으로 총 5개의 더미변수가 포함되었다. 자세한 분
류는 <부록>에 소개하였다.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후 측정한 탄력성을 보고한 아
래 <표 4>에 따르면, 임금탄력성, 소득탄력성, 비보상공제탄력성 등의 부호는
모든 경우에서 [모형 4]와 동일하였다. 즉 [모형 4]의 추정 결과는 기존 이론을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기업 종류 등을 통제한 상황
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 비교적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력성의 크
기에서는 일정 정도의 변동이 있어 이와 관련되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추정 결과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세 인하정책의 노동시장 효
과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소득세 인하 정
책은 노동공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추정 결과
에서도 양(+)의 값을 갖는 보상임금탄력성이 음(-)의 값을 갖는 소득탄력성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 소득세 인하를 통한 세후임금률의 상승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노동공급 탄력성 : 노동시장 관련 변수 추가
산업더미
추가

직업더미
추가

종사상 지위
더미 추가

기업종류
더미 추가

비보상임금탄력성

1.957

1.923

1.290

1.823

보상임금탄력성

1.958

1.924

1.291

1.824

소득탄력성

-0.001

-0.001

-0.001

-0.001

비보상공제탄력성

-3.396

-2.584

-2.556

-3.047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전승훈․홍인기) 

79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보상공제탄력성을 고려할 경우 달라진다. 소득세를
인하시킬 경우, 공제 대상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공급이 유의
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보상공제탄력성의 크기가 비
보상임금탄력성보다 유의하게 크기 때문에 임금탄력성으로 측정된 노동공급
증가효과가 비보상공제탄력성으로 측정된 노동공급 감소효과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소득세 인하정책이 오히
려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다
양한 공제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구사할 때는 신
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세 인하의 효과가 정책 의도와 동일하게 나타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인하 이전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정비
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Ⅲ. 2004～2005년 소득세제 개편과 노동공급

1. 분석방법
제Ⅱ장에서는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제Ⅱ
장의 분석은 엄밀히 말하면 노동공급의 세후임금탄력성을 측정한 것이다. 이때
세후임금률의 변화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유효소득세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전임금률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제Ⅱ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데에는 일정 정
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제Ⅲ장에서는 2004～2005년 기간 중 이루어진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
다. <부록 1>에 소개한 바와 같이 2004년에는 소득세의 근로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소득세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한계세
율이 인하된 바 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방법은 이중차분기법(differences-in-ifferences; 이하 DID)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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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차분기법은 조세 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후임금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
은 집단을 통제집단(controlled group)으로 정의하고, 조세 개혁 후에 세후임금
률이 크게 변화한 집단을 실험집단 혹은 처리집단(treated group)으로 정의한
후,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의 조세 개혁 전후의 세후임금률 및 노동공급의 변화
를 비교하여, 조세 개혁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순효과를 측정해 내는 것이다.
자연실험에 가까운 정책 변화상의 에피소드를 찾아내어 DID를 사용하는 것
은 전통적인 구조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에 비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가 쉽고 실증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차
분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 이외 변인들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 이로 인해서 정책에 따른
이질적인 개인들 사이의 상이한 효과를 파악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내
생성 문제를 해결하기에 용이하다(Meyer, 1995; Rosenzweig & Wolpin, 2000).
그러나 실험의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작업에 주관적인 판
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위성(randomness) 측면에서 약점을 노
출할 수 있으며, 특정 행태 변화의 파라미터를 추출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
명력(explanatory power)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도 존재한다(Blundell
& MaCurdy, 1999; Bertrand, et al., 2004).
이중차분 추정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다.12) 모든 개인은
정책 변화 사전․사후에 걸쳐 관측이 된다고 가정한다.  는 정책 변화가 있기
이전 시점,  은 정책 변화 이후 시점을 각각 의미한다.  를 개인  가  시점에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를  가 속해 있는 처리집단이라고
정의하며,    시점에 처리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3)
   ≠ 

설명의 편의를 위해 처리집단의 노동공급시간은          와 같이 결
정되고, 통제집단의 노동공급시간은       와 같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12) DID 추정법은 Blundell & Costa Dias(2008)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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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노동공급시간은           과 같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단,                 

(24)

위의 식에서  은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고정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fixed effect)이며,  은 거시경제 충격(macro shock)을 의미한다.
노동공급함수가 식 (24)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중차분 추정식을 구하기 위해
서는 우선 일차차분을 통해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25)

이러한 가정을 통해, 처리집단 및 통제집단에 고유한 시점에 따라 변하지 않
고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제거하게 된다. 단, 처리집단에 대한 정책효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제거되지 않는다. 처리집단에 대한 정책은 정책변화 사후(여기
서는 )에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 노동공급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른 경우
        

        

(26)
이때  와 오차항은 다음과 같은 차분 과정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27)
여기서  는 처리집단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average effect on individuals
that were assigned to treatment)를 의미한다. 위의 식을 간단하게 처리하면
DID 추정치는 식 (28)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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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기서 
   는  기에  그룹의 평균 노동공급량을 의미한다.
식 (28)에 따르면 이중차분 방법은 처리그룹과 통제그룹 간의 평균적인 차이
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처리그룹의 평균적인 효과는  
       
와 같아진다.
한편 DID 추정치는 패널 자료에 적용되는 일차차분을 활용한 집단 내 추정
치와 동일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를 구하는 다른 방법은 일차차분이
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집단 내 추정치(within group estimator)를
구할 수 있다.
                            

(29)

여기서  는 일시적인 충격을 의미하며, 처리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표준적인 집단 내 추정치(within group estimator)
는 이중차분 추정치와 동일해진다(Blundell & MaCurdy, 1999).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 분석을 위한 회귀식의 설명변수로, 배우자 유
무의 변화, 교육수준의 변화, 18세 미만 가구원수의 변화, 주택보유 상태의 변
화, 대수(가상소득)의 변화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변수로 처리집단과 관련된 더미변수, 그리고 처리집단과 관련된
더미변수와 정책 변화의 상호작용 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때 정책
변화와 관련된 변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대수(세후 임금)의 변화를 사용
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후임금의 변화는 2003년도 임금수준에 2003
년, 2004년, 2005년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각 연도 소득세법에 부합하는 소득
세액 및 유효소득세율 및 세후임금률을 측정한 후 이를 비교하여 구하였다. 이
러한 방식으로 구한 세후임금률의 변화는 세전임금률의 변화를 통제한 상황에
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후임금률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
를 잘 반영하는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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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료
이중차분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개인의 정책 변화 전후 자료가 관측되어야
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패널 자료이다. 이에 여기서는「한국노동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한 2003～2005년 기간 중의 가구주 근로시간과 근로
소득, 가구소득 및 소비 자료 등을 사용한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는 제III장에
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료로 연도별 관측수가 971명인 균형패널 자료이다.
이중차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
하는 것이다. Blundell et al.(1998)은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소득세 개편의 경제
적 효과를 분석할 때 세금 납부 여부를 중심으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 세전소득 인하에 따라 세금
을 납부하다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의 경우에는 세금 납부자 집단과 세금 미납부자 집단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발
생하게 되어 이중차분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단의 인적 구성이 바뀌지 않으면서도 각 그룹을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
는 처리집단과 그렇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대리변수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는 Blundell et al.(1998)에 따라 교육수준을 이용하여 표본을 처리
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심욱기(2006)에서는 교육연수 13년 초과자의
경우를 처리집단으로, 교육연수 12년 이하인 경우를 통제집단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표본 자료의 기초통계치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가 10
년 이상인 자는 처리집단으로, 교육수준이 9년 이하인 자는 통제집단으로 분류
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2003년도의 연령이 30세 이하
이거나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제집단
으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 처리집단은 673명이고, 통제집단
은 298명이다.13)
13) 본 연구에서는 Blundell et al.(1998)의 지적에 따라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통제집단을 설
정하였다. 그러나 전 패널 기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그룹을 일일이 찾아 세전
소득과 세후소득을 모두 산정해 보고, 변화가 거의 없는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리며, 이러

84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1호

한편 본 분석에서는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하였다.
첫 번째는 2004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변화 이전 시점은 2003년이 되고 정책 변화 이후 시점은 2005년이
된다. 두 번째는 2004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 정
책 변화 이전 시점은 2003년이 되고, 정책 변화 이후 시점은 2004년이 된다.
마지막으로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 정책
변화 이전 시점은 2004년이 되고 정책 변화 이후 시점은 2005년이 된다.
본격적인 추정에 앞서 <표 5>에서는 정책 변화 전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노동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시
간에 미친 효과를 이중차분을 통해 살펴보면, 처리집단의 경우 노동시간이 약
0.18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근
로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결과 처리집단의 노동시간이 약 1.7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율을 인하한
결과 처리집단의 노동시간은 약 1.94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의 변화 : 이중차분 분석
노동시간

2003
vs.
2005
2003
vs.
2004
2004
vs.
2005

DID

관측수

전

후

처리집단

50.78

48.46

673

통제집단

51.81

49.31

298

처리집단 - 통제집단

-1.02

-0.85

처리집단

50.78

49.33

673

통제집단

51.81

52.09

298

처리집단 - 통제집단

-1.02

-2.76

처리집단

49.33

48.47

673

통제집단

52.09

49.29

298

처리집단 - 통제집단

-2.77

-0.83

0.18

-1.74

한 방식의 통제집단 설정은 추가적인 연구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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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2004～2005년 기간 중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노동공급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크기는 아주 미미하였다. 이는 소득세 부담 경감을
통해 세후임금률이 증가할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게 나타남을 의미
한다. 둘째,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사용할 때 정책수단으로 소득세
율을 인하하는 것과 근로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의 효과가 상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공급 유인을 주기 위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킬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3. 추정 결과
<표 6>과 <표 7>은 이중차분 추정 결과이다. 우선 <표 6>은 2004년과 2005
년의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 결과이다. 추정 결과 처리집
단 더미변수는 [DID 모형 1]과 [DID 모형 2]에서 각각 0.072와 0.065의 값을
가지며 유의하였다. 이는 처리집단의 노동시간이 통제집단의 노동시간에 비해
월간 기준으로 약 1시간 정도 많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처리집단 더미변수
와 정책 변화 간의 상호작용 변수는 두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
<표 6> 이중차분 추정 결과 1 : 2003년과 2005년의 비교

상수항



DID모형 1
계수값
표준오차
-0.049
0.018 ***

(처리집단 더미)

0.072

0.029 **

  × 정책 변화
배우자 유무(유=1)
교육연수(연)
18세 미만 가구원수(명)
주택소유(소유=1)
(가상소득)의 로그값
 R2
F 통계량

0.016

0.005 ***

0.0103
6.06***

DID모형 2
계수값
표준오차
-0.050
0.018 ***
0.065

0.029 **

0.015
0.005 ***
0.038
0.076
-0.020
0.025
-0.036
0.021 *
0.037
0.028
0.004
0.004
0.0117
2.64**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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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리집단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후임금률
이 증가할 때 노동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04～2005년 기간 중
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졌던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표 7>의 [DID모형 3]과 [DID모형 4]는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세액 공제 확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추정 결
과 처리집단 더미변수와 처리집단 더미변수와 정책변화의 상호작용변수 모두
크게 유의하지 않았다. 즉 2004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이 근로소득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DID모형 5]와 [DID모형 6]은 2004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 처리집단 더미변수는 [DID 모형 5]와 [DID 모형
6]에서 모두 0.069의 계수 값을 보이며 유의하였다. 이는 처리집단의 노동시간
이 통제집단의 노동시간에 비해 월간 기준으로 약 1시간 정도 많이 변화하였음
을 의미한다. 처리집단 더미변수와 정책 변화 간의 상호작용변수는 두 경우 모
두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수준이 10%로 유의
성이 낮았다.
<표 7> 이중차분 추정 결과 2

상수항



(처리집단 더미)

  × 정책 변화

2003 년과 2004 년의 비교
2004 년과 2005 년의 비교
DID 모형 3
DID 모형 4
DID 모형 5
DID 모형 6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0.005 0.016
0.004 0.016
-0.055 0.015*** -0.055
0.016***
0.001

0.028

0.001

0.028

0.069

0.026*** 0.069

0.026***

0.007

0.004*

0.007

0.004*

0.006

0.004*

0.007

0.004*

0.028
0.043
-0.019
0.075
0.002

0.095
0.047
0.025
0.032**
0.004

-0.153
-0.038
0.029
0.048
0.003

0.101
0.026
0.026
0.032
0.004

배우자 유무(유=1)
교육연수(연)
18 세 미만 가구원수(명)
주택소유(소유=1)
(가상소득)의 로그값

 R2
F 통계량

0.0045

0.0071

0.0051

0.0082

3.21**

2.00*

3.49**

2.15**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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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추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처리집단의 노동시간
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
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이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세액 공
제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4～2005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시간을 유의
하게 증가시켰지만,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4～2005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노동시간
증가 효과는 월간 기준으로 약 1시간 정도이다. 이처럼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게 나타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노동계약이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
지 않기 때문에 세후임금률의 변화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2004～2005년 기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으
로 인한 세후임금률의 변화가 노동시간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만큼 크지 않
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조금씩 소득세를 변화(tax change)
시켜왔으며, 경제행위자의 경제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줄 만큼의 소득세 개혁
(tax reform)은 최근에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반응 역시
크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14)
셋째, 소득세 경감의 효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경감시켰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제Ⅱ장에서 근로자가 직면하는 유효소득세율의
변화에 따른 세후임금률 변화의 효과와 항목별 공제제도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
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제Ⅲ장의 분석에서는 항목별 공제제도뿐만 아
니라, 근로소득 공제나 근로세액 공제 변화의 효과 역시 일반적인 유효소득세
율 변화의 효과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소득세를 인하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경제행위자의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4) 심욱기(200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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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누진적인 소득세제하에서 소득세율 및 항목별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소득
세의 물가연동제가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상, 과세 당국이 세율
및 과세 구간의 변화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공제제도를 통해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온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하여「한국노동
패널」제6～9차 연도(2003～2005년) 자료에서 추출한 근로소득자 가구주 표본
을 균형패널로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첫 번째 실증분석의 목표는 항목별 공제제도를 감안한 세후임금률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탄력성 측정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누진적인 소득세제하에서
다양한 공제제도를 감안하는 경우의 노동공급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누진적인
소득세의 존재만을 감안하여 세후임금률상의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탄력성
을 감안한 기본 모형의 추정 결과에서는 비보상임금탄력성은 -0.300, 보상임금
탄력성은 -0.299,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났다.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는 경
우, 비보상임금탄력성과 보상임금탄력성은 각각 -0.373과 -0.372로 약간 더 커
졌으나, 소득탄력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여전히 기존의 노동공급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2.746으로 측정되
었는데, 이는 세후임금률 자체의 변화보다 공제제도의 변화에 임금근로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항목별 공제
가 허용되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항목별 공제적용 대상자들의 노
동공급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항목별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선형성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추정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항목별 공제와 비선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비보상임금탄력성
은 1.296, 보상임금탄력성은 1.297, 그리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나 노동
공급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였다.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3.016으로 측정되어 선형성을 가정한 모형에 비해서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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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기업 종
류와 같은 노동시장 관련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통제를 시도한 추정 결
과에서도 탄력성들의 값은 항목별 공제와 비선형성을 동시에 고려한 추정 결과
와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에 비추어볼 때, 기존의 실증연구들
에서 제시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과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공제제도로 인한
유효소득세 부담의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동공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
는 방식을 통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정책당국의 노력이 공제제도의 남발
로 이어질 경우, 그 효과가 공제제도의 영향력을 무시한 채 예상한 결과에 미치
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소득세 인하의 효과를 지금껏 우리나라에서처럼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경제 주체들의 예산제약
집합 비볼록성을 예견하기 힘든 형태로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복잡다양한 공제제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책 당국은 조세정책을 통한 노동시
장에의 영향력을 더욱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몰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소득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후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시간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소득세제상의 특징적 변화가 발생했던 2004～2005년의 경험을 자
연적 실험의 계기로 삼아 이중차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노동공급이 정책에
반응하는 정도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처리집단과 영향
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통제집단을 교육수준 및 연령대 기준에 따라
나누고 공제제도를 고려한 누진적 소득세제상의 변화가 각 집단 간에 어떤 정
책효과의 차이를 초래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4～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처리집단의 노동
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이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세
액 공제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2005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노동시간 증가효과는 월간
기준으로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2005년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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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폭이 세후임금률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크게 변
화시킬 만큼 대폭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2003～2005년 기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추정하여 얻은 것이므로, 거의 매년 소폭의 세
제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와 조세정책상의 목표 달성을 조화시키는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방식에 비추어볼 때, 노동공급이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충
분히 보기 힘든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석 기간을 늘림으로써 정책의 누적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 기간을
늘리는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중차분법의 한계인 경제 전체에 적용되
는 외생적 충격의 비차별성 및 통제집단과 처리집단 간의 구성 변화 등에서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분석 목표에 맞는 사용자료 기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춤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정책 실행에 충분히 반응할 시간을
고려하는 동시에 집단 사이 변화로 인한 측정효과의 희석을 방지할 방안에 관
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차분법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정책 변화의 무작위성(randomness)을 비롯하여, 정책 변화로 인한 행태 변화
측정에 따르는 설명력 등의 방법론적 문제들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적절한 통
제집단 및 처리집단의 선택과 구성에 관한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
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구조적 접근방식을 통한 전통적인 노동공급
행태분석의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노동정책에 좀 더 정치(精緻)한 결과
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Hamermesh, 2000; Blundell & MaCurdy, 1999).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에서 추출한 근로자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정책 변화
에 따른 노동공급의 양적 변화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개별
적인 미시적 분석 결과들을 세부집단에 따라 일차적으로 종합하고 이를 경제
전체에 걸친 거시적인 효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서 Eissa(1995)에서처럼 여성 근로자 등의 다양한 세부집단들에 대한 노동공급
의 행태 변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이차적으로
종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패널 자료에서 통제집단
과 처리집단을 분리하여 뽑아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표본집단의
대표성 문제를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여기에 정책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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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변화를 감안함으로써 Haan(2007)과 같은 정책 모의실험이 가능해질 것
이다.
또한 소득세제와 노동공급의 범위를 뛰어넘어 광범위한 재정정책의 후생효
과 분석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상의 변화를 후생 변화로 환산하는 작업
도 필요할 것이며, Feldstein(2008)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
(behavioral response)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동성 제
약 등 근로소득자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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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03～2005년 소득세법의 주요 변화
<부표 1>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화 : 1998년 이후
연도

근 로 소 득 공 제 액

2003

․500만원 이하 → 전액
․500만원～1,500만원 → 47.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0%
․4,500만원 초과: 5%

2004
~
2005

․500만원 이하 → 전액
․500만원～1,500만원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0%
․4,500만원 초과: 5%

공제한도

한도 없음

<부표 2> 인적공제 제도의 변천

기본
공제

추가
공제

공제 수준
2004
→
→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2003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6세 이하 공제

10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1인)
50만원(2인)

소수공제자추가공제

2005
→
→
→

100만원(65세 이상)
150만원(70세 이상)
→
→
100만원

200만원
→
→

→

→

→

<부표 3> 한계소득세율의 변화
세율(2003~2004)

세율(2005~)

1천만원 이하

9%

8%

1천만~4천만원

18%

17%

4천만~8천만원

27%

26%

8천만원 초과

36%

35%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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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변화
연도

산출근거

2003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0%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5만+50만원 초과금액의 30%(공제한도 45만원)

2004～
2005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공제한도
50만원)

[부록 2]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기업 분류
<부표 5>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기업 분류
산업분류
농업․수렵업․임업․어
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
비스업

직업분류

종사상지
위분류

기업종류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상용직
관리자
전문가
임시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
일용직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기관/ 정부출
연기관/공사합동기업
법인단체

판매종사자

정부기관

농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
사자
단순노무자
군인 무직 분류불가

특정회사에 소속되지
않음/시민단체/종교단
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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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icroeconometric Analysis of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hanges in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Deductions on Labor Supply Using the KLIPS
Seung-Hoon Jeon․Inkee Hong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personal income tax on
labor supply by estimating the labor supply function which includes the
effects of the endogenously chosen special deductions. As a result, we
can find that the impact of taxes through the relative price of deductible
expenditures appears to be much stronger than through the net wage:
the estimated uncompensated wage elasticity is 1.296, the estimated
'total income' elasticity is -0.001, the estimated compensated wage
elasticity is 1.297, and the estimated uncompensated deductions elasticity
is -3.016. In this paper, we also examine how the 2004-2005 personal
income tax cut in Korea has affected labor supply of the household
head.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2004-2005 personal income tax
cut significantly increase the labor supply of the household head, and
the impacts of the changes in tax rates are much stronger than

those

of the changes in the deduction for wage and salary income and the
wage and salary income credit.
Keywords : labor supply, income tax, deduction, panel GMM, differencein-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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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노사관계는 단체교섭 또는 입법 활동과 같은 관리 및 정책 수준뿐만
아니라, 현장 및 생산시스템을 강조하는 작업장 수준에서도 함께 논의되고 있
다(Kochan, Katz, & Mckersie, 1986). 이는 노사관계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 교섭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구성원 만족도 동시에 강조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Kochan & Osterman, 1994).
새로운 노사관계로의 변화는 급속한 기술 진보, 소비자 욕구변화, 치열한 국
제경쟁, 근로자 의식변화 등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의 성과를 유지․증진시
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 중의 하나라 하겠다. 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단체교섭 중심의 전통적 노사관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기업은 생
산현장에도 관심을 두어 근로자의 행동 및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사관리 관행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Kochan &
Osterman, 1994). 이런 맥락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인사관리의 전개는 새
로운 노사관계 구축의 주요 동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인사관리는 경영자의 주도에 의해 구성원의 몰입을 증가시키는 제반
관행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도 한다. NUMMI에서와 같이 노사합동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과정에 팀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인 조직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Brown & Reich, 1989).
그러나 새로운 인사관리 관행 도입에 노동조합이 선뜻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Eaton & Voos, 1992). 이는 노조가 새로운 인사관리 방식의 도입에 참여함으
로써 노사관계가 단체교섭 중심의 대등관계에서 사용자 주도의 일방적 관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Guest, 1995). 즉 새로운 인사관리 관행의 전면
적 도입은 기존 노사관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노동조합의 입지를 약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사관리 관행의 도입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환경변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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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흐름을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공공부문에
서 인사관리와 노사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그 관계는 어떤 모습
으로 나타나는지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사업체패널 자료를 통해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인사관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민간부문과의 비교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인사관리와 노사관계의 관계를 분
석한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 차이가 인사관리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Oaxaca(1973) 분해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 차이 중 양 부문의 인사관리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부
분을 규명한다.
셋째,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인사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공공기관에서 몰입형 인사관리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와 노사관계 영역
그동안 노사관계 연구에서의 주된 패러다임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
스템론(system theory)이었다. 노사관계 분석에 있어서의 시스템론은 Dunlop
(1993) 모델이 대표적인데, 이는 노동조합․사용자․정부 등 3 당사자가 산
업․기술․문화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노사관계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 노사관
계가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시스템론에서는 산업․기술․문화 등의 상황 요인
과 당사자 중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자의 역할 영역을 명확히
하는 영역의 분리주의(separate spheres of influence; Jacoby, 1985; Piore &
Sabel, 1984; Braverman, 1975)를 노사관계 전개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채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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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시장변화 및 기술혁신 등의 생산에, 노조는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분배에 초점을 두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노사의 엄격한
역할 구분에 따라 노조(근로자)는 기업의 생산 과정과는 관계없이 생성된 이익
에서의 분배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결국 영역의 분리주의에 따라 노동
조합이 노사관계의 주요 당사자로 부각되었고, 임금 및 노동조건 결정의 주된
메커니즘은 단체교섭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에서는 노사가 서로 다른 지향성을 나타내
조직의 전략적 반응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Kochan, Katz, & Mckersie,
1986). 조직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전략 실행은 사용자
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 전개는 근
로자의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 욕구, 예컨대 구성원의 동기부여, 의미 있는 직무
형성 등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노조와 사용자 간 영역의 분리주의
관점에서 전개된 노사관계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영전략 실행 및 구성원의 욕
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인사관리의 구축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Kochan & Osterman, 1994).
이에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이 필
요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독일, 일본은 물론, 그동안 대립․갈등의 노사
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에서조차 198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가하에
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전개시키고 있다(Mills & McCormick, 1985). 그리하여
노조는 임금교섭, 정치투쟁 등을 중심으로 한 경영 외적 과제에서 탈피하여 기
업의 경영전략은 물론 근로자 교육훈련, 작업조직 형성 등의 경영 내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노조는 품질향상, 작업장 내의 의
사소통, 훈련프로그램, 기술도입, 종업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 등에 많은 관
심을 갖게 되었다(Bluestone & Bluestone, 1992). 따라서 전통적으로 경영자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다양한 경영활동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으로 노사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관계는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중
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관점의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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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와 使의 관계(unions and labour–management relations)만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이제 노사관계는 적용 범위 측면에서는 비노조 조직을, 관련 이슈 측면에
서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전통적 인사관리 영역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Kaufman, 2008). 이렇듯 전통적 인사관리 영역을 포함하는 경우
노사관계보다는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Kaufman, 2008; 이영면, 2008).
전통적 측면에서의 노사관계는 노조 및 관련 영역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단
체교섭, 노조에 의한 경영참가, 노와 사의 관계, 국가 노동정책 등이 주요 이슈
로 부각된다. 또 노조화된 기업의 고용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고전적 노사관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퇴조현상을 나타내게
된다(Ackers & Wilkinson, 2003; Kaufman, 2008). 이제 노사관계는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적 노동문제의 해결도 똑같이 강조하는 관점을 취하게 되었다
(Blyton & Turnbull, 1994).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사관계는 인사관리와 관련되는 주요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Edwards, 2003; Strauss, 2001). 여기에는 민간부
문과 공공부문,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 형식 및 비형식적 근로계약 등 모든 고
용관련 대상과 이슈를 포함하게 되었다. 고용자 - 피고용자 관계, 근로자의 고용
및 보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Lyddon, 2003)를 포괄하여 ‘노사관계’로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노사관계는 새로운 의미로서의 ‘고용관계’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측면의 노사관계가 새로
운 인사관리의 전개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인사관리가 전통적 노사관계를 변화시켰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노사관계란 노동조합(혹은 노동자집
단)과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 및 경영참가를 주요 영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인사관리와 노사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 노사관계는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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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노사관계는 경영자의 새로운 인사관
리 전략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Kochan, Katz, &
Cappelli(1984), Kochan, Katz, & Mckersie(1986)에 의해 노사관계에서 경영자
의 전략을 강조하는 시각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동태적인 노
사관계 시스템, 특히 현장 노사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전략’ 개념을 노사관계
분석에 도입하였다. 노사관계 시스템의 형성에 있어 당사자, 특히 경영자의 ‘전
략적 선택(Child, 1972; Kochan, Katz, & Cappelli, 1984)’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Kochan, Katz, & Mckersie(1986)은 사용자의 전략이 노사관계 변화의 동인
임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전략이란 사용자의 근로자 및 노조에 대한 기본 태도
및 시각,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인사관리 관행을 포함하는 말이다. 예컨대, 무
노조주의와 같이, 노조를 통하지 않고 경영자가 직접 구성원의 몰입을 촉진하
는 인사관리를 전개하고, 이를 통해 노조 배제라는 노사관계를 달성할 수 있었
다(Foulkes, 1980)는 것이다. 노조 배제의 노사관계는 사용자의 새로운 인사관
리 전개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인사관리는 전통적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치열한
국제경쟁, 제품 및 시장구조,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인사관리가 형성되
었고, 이것이 기존의 노사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Beaumont & Harris,
1996).
새로운 인사관리는 구성원의 몰입을 증가시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Walton, 1985; Lawler, 1992; Arthur, 1994). Walton(1985)은
몰입형 인사관리의 주요 특징으로 개념적인 부분과 조작적인 부분이 결합된 직
무설계를 들었다. 또 이러한 직무설계는 상호 영향을 주는 수평구조, 공유된 목
표․가치에 근거한 조정, 위계적 차이를 최소화하는 권한관계 등의 조직구조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Arthur(1994)는 몰입 중심 인사관리의 특징으로 구성원의
관리적 의사결정 참가, 집단적 문제해결 훈련, 높은 능력 보유, 높은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Lepak & Snell(1999)은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에서는 변화와
적응을 위한 포괄적 업무정의, 집중적 교육훈련을 통한 기업 특유적 능력의 개
발 등의 주요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Porter, Bigley, & Steers(2003)는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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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모델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인사관리를 구성원으로 하여금 잠재능력을 충분
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나아
가 자기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특징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몰입형 인사관리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특징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고성
과작업시스템은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잠재능력의 개발 및 이를 통한 기업경쟁
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여기서는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포
괄적 직무설계, 질 향상을 위한 구성원 스스로의 책임 강조, 강압적 수단의 자
제, 낮은 위계구조 형성, 팀 작업의 강조,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의 증가 등을
특징으로 한다(Huselid, 1995; Wood & Albanese, 1995; Way, 2002).
이상을 종합하면, 새로운 인사관리는 구성원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몰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Hegewisch, Tregaskis, & Morley, 1997). 따라서
내부 노동시장의 개발, 개인의 성과와 연계된 임금 결정, 경영자와 구성원의 수
평적 관계 등에 강조점을 둔다(Beer et al., 1984; Purcell 1987; Storey 1992;
Bacon & Storey 1993).
개인의 몰입을 초점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관리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
름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자와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강조한
다. 그런데 근로자와 경영자 간 직접적 협력은 노조가 배제되거나, 노조의 단결
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Hegewisch, Tregaskis, & Morley, 1997). 또 노조의 약
화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여 새로운 인사관리가 불안정한 상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몰입형 인사관리가 노조에 적대적인 다
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부정적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Hegewisch,
Tregaskis, & Morley, 1997). 결국 새로운 인사관리는 반노조, 반단체교섭, 혹은
양의 탈을 쓴 늑대(Keenoy, 1990)로 간주되어 전통적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노조 및 전통적 노사관계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Guest,
1995).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몰입형 인사관리가 무노조주의
(Foulkes, 1980)를 달성했다는 견해와 일치한다(Kochan, Katz, & Mckersie,
1986).
이에 대해 대규모 영국 기업을 연구한 Storey(1992)는 새로운 인사관리의 도
입이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인사관리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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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한 불인정이나 반노조 관점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Purcell & Ahlstrand(1994) 역시 개인 및 팀 성과 향상, 비용절감, 구성원 책임
증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관리가 반드시 노조 배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몰입 중심 인사관리를 전개하기 위해
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Beaumont & Harris(1996)은 신인사관리 관행과 협조적 노사관계가 양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1987～90년까지의 새로운 고용관행을 조사한 결
과, 비노조부문이 아니라 노조가 결성된 조직에서 구성원의 몰입형 인사관리가
더욱 증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노사가 서로 파트너관계(partnership)를 구축
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인사관리의 도입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을 약화시키
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인사관리 혁신이 도입되고,
이것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몰입형 인사관리가 전통적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양자는 서로 양립하면서 조직의 성과를 증진할 수 있
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두 대립된 견
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3. 공공부문에서의 인사관리와 노사관계
그동안 공공부문 조직은 정부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측면에서 공익성을 중요
한 목표로 두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글로벌라이제이션, 기술혁신 등의 대내
외 환경변화에 따라 공공기관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효율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
를 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다음 세 단계를 통해 혁신한다(Kirkpatrick,
2006). 수직적 통합을 통한 조직화된 관리를 달성하고, 이것이 한계에 봉착하면
분권화된 부문을 형성하여 비효율을 줄이려 한다. 또 분권화된 부문의 비효율
성은 서비스나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
관리의 분권화->서비스․고용 유연화의 단계 중,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분
권화와 유연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 혁신을 전개시키고 있다.
서구의 경우 공공부문 조직은 규칙 중심의 뷰로크라시에서 기업가 정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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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강조하는 민간부문 경영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Anderson,
Griffin, & Teicher, 2002). 조직 외적으로는 정부의 공공지출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 단위 조직의 해체 혹은 민영화, 각 기관의 자율성 증대 및 책임경영의 강
화, 투입에서 산출 중심으로의 통제 등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 조직 내부
적으로는 기업가적 경영스타일, 명확한 성과 표준의 설정 및 관리, 서비스 이용
에서의 계약관계 강조, 구성원 관리에서의 유연성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
다. 결국, 공공부문은 그동안의 규정 혹은 절차 중심의 관료적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민영화․외주화 등으로 조직을 분할하고, 내부적으로는 현
장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Anderson, Griffin, & Teicher,
2002). 다시 말해 경영주의(managerialism; Martínez Lucio, 2007; Anderson,
Griffin, & Teicher, 2002)의 전면적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 관료주의와는 달리 경영자의 자율적 권한을 통해 조직의
높은 품질, 효율성, 성공 등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공부문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기관
은 2007년 기준으로, 298개 조직체, 259만 명의 인력, 일반회계의 2배 정도인
303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D에서 에너지, 철도,
항만, 미래에너지 등의 인프라 수준으로 평가한 공공기관 경쟁력은 철도를 제
외하면 55개국 중 30위권 밖으로 나타났다(IMD, 2008)
이에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편 논의가 급격히 이루
어져 왔다.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은 기획예산처가 작성한「2005년도 공
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및「2006년도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지침」
에 잘 드러나 있다. 2007년 정부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보다 확고하게 추진
하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 이 법의 근거하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및「기타 공공기관의 혁신
에 관한 지침」도 제정하였다. 이제 단순한 정부 지침을 넘어 법률적 지원하에
공공기관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고객만족 경영을 지향하
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며, 원칙 있는 인력 및 자산 운영, 투
명․윤리 경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
범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다양한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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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논의되고 있다(기획재정부, 2008).
공공기관의 혁신 중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인사관리 영역이
다. 인사관리 혁신의 주요 내용으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최소인력 운영, 공정․
투명한 인사시스템 강화, 보수관련 정부지침 준수, 인건비 구조 단순화, 다면평
가에 의한 인센티브 상여금지급, 조직 및 개인평가체제 구축, 독립사업단체제
운영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기획예산처, 2005, 2006; 기획재정부, 2008; 행정
안전부, 2009).
이러한 공공기관에서의 인사관리 전개는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화이트칼라 노동운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사용자 역시 높은
노조조직률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 기능을 강화하는 양상이다(Beaumount, 1992).
이러한 노사관계 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는 인사관리 개혁을 공공기관 혁신의
주요 내용으로 상정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되고, 성
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인사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또 새로운 인사관리 변
화를 통해 무노조주의에서와 같이 노조의 영향력 감소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Beaumount, 1992).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문의 혁신 및 인사관리의 변화는 노
조의 반감을 유발하여, 노사간 신뢰가 무너지고 적대적 관계로 전개되는 경우
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직
및 인사관리의 다양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Anderson, Griffin, & Teicher, 2002). 공공기관의 일부 해체, 외주화, 새로운
기술시스템의 도입, 성과 표준의 결정 등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인사관리는 유연적 노동의 증가, 분권화
된 의사결정 등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사관계는 종전의 형
식적 절차, 집단적 고용관계, 규제 등에서 노조의 권한 약화, 노조의 적극적 참
여, 노사 불신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Beaumount, 1992). 우리의 경
우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각국의 공공부문은 민간부문 혹은 다른 나라의 공공부문과는 다른
제도적 환경하에 놓여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 혹은 선진 산업국과는 다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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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공공부문만의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 특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공공
부문에서의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도화이
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화 이론은 같은 제도적 환경하에서 운영되는
조직은 비슷한 관행을 채택하여 서로 유사해진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DiMaggio
& Powell, 1983; Scott, 1995). 어떤 조직에서 관행을 수용하는 것은 제도적 압
력에 순응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정부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부문
에 속하는 모든 조직은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한다. 즉 공공부문에서는 정부
정책이 각 조직이 따라야 하는 제도적 합리성(Brinton & Nee, 1998)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정부 정책이 반영되고, 또 자신이 지닌 공공부
문 나름의 특성을 기반으로 인사관리 관행을 정착, 전개해 나간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현실 및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앞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의 일환인 인사관리 변화가 어떤 양상
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노사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사관리가 공공기관에 어
떻게 정착되어 있으며, 그 결과 노사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
석해 보고자 한다. 또 구체적 분석에서는 민간부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관
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표본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2005년도 사업체패널 조사(WPS2005)」결과
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은 인사관리 담당
자,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각각 응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인사관리 담당자가 응답한 사업체 일반 현황, 고용, 인사관리, 작업조
직, 전반적 노사관계 등에 대한 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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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사업체패널은 1,905개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전체 1,905개 사업체 중 공공부문 290개, 민간부문 992개 등 총 1,282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공공부문은 조사 사업체 전체를, 민간부문은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을 각각 대상으로 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 100인 미만의 사업체는
인사관리 관행이 정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제외하였다. 총 1,282개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표 1>과 같다1).
<표 1> 업종별 표본수
공공부문
표본수
퍼센트

민간부문
표본수
퍼센트

4

1.38

437

44.05

12

4.14

10

1.01

건설업

6

2.07

40

4.03

도매 및 소매업

6

2.07

67

6.75

숙박 및 음식점업

0

0.00

22

2.22

운수업

7

2.41

87

8.77

통신업

1

0.34

24

2.42

22

7.59

44

4.44

6

2.07

2

0.20

사업서비스업

75

25.86

115

11.59

공공, 국방, 사회보장 행정

79

27.24

2

0.20

교육서비스업

19

6.55

55

5.5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

7.59

61

6.15

오락문화 관련 서비스업

15

5.17

10

1.01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6

5.52

16

1.61

전체

290

100.00

992

100.00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에서 주의할 것은 표본의 산업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는 것이다. 예컨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표본은 공공, 국방, 사회보장
및 행정,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민간부문의 경우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에
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 업종을 제외하는 경우 각 부문의
핵심 업종이 연구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공공부문이
연구 표본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다만 업종은 더미 변수로 조작화하여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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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 수
본 연구의 핵심 변수는 노사관계와 인사관리이다. 먼저 독립변수인 인사관리
는 고용관리, 경력관리, 평가관리, 임금관리, 인사정책, 작업조직, 교육훈련, 근
로시간, 복지후생 등 9개 분야에서 모두 27변수로 구성하였다. 인사관리는 통
합적 관점에서 패키지로 측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별 인사관리
제도가 다른 관행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시행된다는 측면에서 분리하여 살펴
보았다(Storey, 1992; Hegewisch, Tregaskis, & Morley, 1997).
종속변수인 노사관계는 노조조직률, 호의적 노사관계, 경영참가 등 3 차원으
로 구분하여 조작화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설정은 인사관리에 의해 전통적 노
사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 노사관계의 핵
심은 단체교섭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구조, 이슈 등을 노사관계의 중요 변수
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노조가 있는 사업체만이 연구 표본으로 제
한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비노조 사업체도 표본
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조
조직률, 호의적 노사관계, 경영참가를 주요 변수로 도출하였다.
노조조직률은 ‘기간제 및 파트타임을 포함한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중’으로 조작화하였다. 호의적 노사관계는 ‘사업장에서의 전반적
노사관계 정도’의 단일 문항으로, 매우 좋다(5점), 매우 나쁘다(1점)의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경영참가는 ‘근로자가 경영계획(투자, 인력, 생산),
신기계 및 설비도입, 공정 및 작업조직 개편, 근로자 훈련, 분사나 하청, 감원
및 고용조정 등 6개 분야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 정도’로 정의하
였다.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6점),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5점), 근로자 의견 반
영(4점), 근로자 의견 개진(3점), 사전에 정보만 제공(2점), 사전에 정보도 받지
못함(1) 등 6단계의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 및 종속변수의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그 외 통제변수로 업종, 규모, 외국인 지배구조 등을 설정하였다. 업종은 제조
업을 기준으로 14개 해당 산업을 1로 하는 더미 변수로 정의하였다. 규모는 사
업장 총 구성원수를 자연로그로 전환한 값이다. 외국인 지배구조는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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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인 경우를 1로 하는 더미변수이다. 외국인 지배구조를 통
제변수로 설정한 것은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의 경우 개인주의 특징을 지닌
인사 관행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T-test, 회귀분석, Oaxaca(1973) 분해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T-test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가 사업체가 속한 부문별로 평균값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ordinary least squares analysis)에서는 인사관
리가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체를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인사관리의 주요 관행이 노사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Oaxaca(1973) 분해분석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회귀분석을 기초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업체의 인사관리관행 차이가 노사관계에서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
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Oaxaca 분해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Yg-Yp=(Xg-Xp)×Bg+(Bg-Bp)×Xp

(1)

Yg : 공공부문 노사관계(노조조직률, 호의적 노사관계, 경영참가)
Yp : 민간부문 노사관계(노조조직률, 호의적 노사관계, 경영참가)
Xg : 공공부문 인사관리의 각종 관행
Xp : 민간부문 인사관리의 각종 관행
Bg :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관리 관행의 추정계수
Bp : 민간부문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관리 관행의 추정계수
식 (1)의 우변 첫 번째 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의 차이가 인사
관리에 의해 설명되는 기여분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항은 인사관리에 의해 설명
되지 않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 차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 사업체의 고유한 특성, 예컨대 사업체의 성과, 구성원 특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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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정의
변수명
노조조직률
노사 호의적 노사관계
관계
경영참가
비정규직 비율
고용
인원감축(계획)
관리
미해고합의

경력
관리
평가
관리

아웃플레이스먼트
사내공모제
발탁승진제도
공식경력개발제도
다면평가
목표관리

임금차등
임금
관리 연봉제도입
변동상여
노무별도조직
인사철학
인사
정책

외부지식 흡수
전략연계
혁신참가
로테이션
다기능교육

작업
조직 작업반회의
자율성
교육 공식교육훈련
훈련
교육전담자(부서)
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복지 선택적복리후생제
후생 추가재해보험

변수의 정의
변수의 성격
- 전체 근로자(기간제, 파트타임 포함) 중 노조 조합에 가입한 근
- 연속 척도
로자 비율
- 사업장의 전반적 노사관계 정도
- 5 점 척도
- 경영계획, 신기계 및 설비 도입, 공정 및 작업조직 개편, 근로
자 훈련, 분사/하청, 감원/고용결정 등 6 문항에 대한 근로자참 - 6 점 척도
가 정도의 평균(α=0.870)
-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 : 기간제, 파트타임, 외국인, 파견근로자
- 연속 척도
- 전체 근로자 : 정규직과 위의 비정규직 포함
- 인원감축을 경험하였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 0, 1 더미변수
- 정규근로자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않는다는 노
- 0, 1 더미변수
사 합의 및 경영정책 유무
-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제공 유무
- 0, 1 더미변수
- 공석시 내부에서 충원하는 공모제 실시
- 0, 1 더미변수
- 성적이 우수한 자를 조기에 승진시키는 제도의 유무
- 0, 1 더미변수
- 구성원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한 공식적 프로그램 실시 유무 - 0, 1 더미변수
- 직속상사 및 차상위자 제외 구성원에 의한 평가 유무
- 0, 1 더미변수
- 인사고과에서의 목표관리 방식의 활용 유무
- 0, 1 더미변수
- 인사고과 점수에 따른 임금인상 차등 유무
- 0-2 연속변수
- 관리자급(0, 1), 사원급(0, 1)의 합
- 사업장에서의 연봉제 실시 유무
- 0, 1 더미변수
- 기업, 사업장, 부서 단위 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제 유무
- 0, 1 더미변수
- 인사와 노무 업무의 구분 유무
- 0, 1 더미변수
- 인사 관련 기본 방침
- 인사관리의 목표, 구성원 자격, 주대상, 기준, 장단기 지향 등 5 - 5 점 척도
문항에 대한 평균(α=0.603)
- 전문잡지 구독, 인사관리자 정기회의 참석, 경영자단체(협회)로부
- 0-5 연속변수
터의 조언/자문, 인사노무 관련 벤치마킹, 외부컨설팅. 5문항의 합
- 인사업무의 전략과의 연계성
- 0, 1 더미변수
- 6 문항의 평균(α=0.876)
- 사업장에서의 Six Sigma, 전사적 품질관리, 제안제도, 소집단활
- 0-4 연속변수
동 등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4 문항의 합
- 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속한 작업단위에서의 직무순환 유무 - 0, 1 더미변수
- 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속한 작업단위에서의 다기능 유무 - 0, 1 더미변수
- 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속한 작업단위에서의 정기적인 팀/
- 0, 1 더미변수
반회의 유무
- 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속한 작업단위에서의 업무수행방법,
업무속도, 신규팀(반)원 채용, 교육훈련 등에 대한 권한. 4 문항 - 4 점 척도
의 평균(α=0.785)
-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0, 1 더미변수
훈련 유무
- 사업장에서의 교육훈련 전담부서나 전담자 존재 유무
- 0, 1 더미변수
- 사업장에서의 선택적 근무시간제 운영 유무
- 0, 1 더미변수
- 사업장에서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유무
- 0, 1 더미변수
- 사업장에서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유무
- 0, 1 더미변수
- 산재보험 외에 개인배상책임이나 사내보장이 있는 경우
- 0, 1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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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 주요 변수별 차이는 <표 3>과
같다. 노사관계 변수를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노조조직률 39.4%로 민간부문
31.9%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의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노조에 많이 가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경영참가 역시 민간부문의 2.99보다 높은 수준인
3.52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의견이 노조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전반적 노사관계는 유의확률이
약간 낮긴 하지만(p<0.1), 민간부문에 비해 비호의적인 분위기로 나타났다. 따
라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높은 노조조직률을 기반으로 구성원의 의견이 경
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민간부문과 비교한 상대적 관점에서 협조적
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분위기를 구축하지는 못한 실정이라 하겠다.
민간부문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인사관리의 주요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관리 측면에서 단기간 노동, 파견근로, 외국인 등 비정규직의 비중
은 높으나, 정규직에 대한 인원감축이나 계획이 없고, 노사간 미해고 합의 정도
가 높았다. 즉 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둘째, 경력관리 측면에서 발탁승진제 등 경쟁원리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공공부문의 경우 승진에서 업무성과나 능력보다는 경력을 중시하는 조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평가관리의 경우, 다면평가의 비중은 높았으나, 목표관리 수준은 낮았
다. 이는 참여정부에서의 다면평가에 대한 정책적 강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
며, 목표관리의 경우는 민간부문과 같이 확고하게 정착되지 못한 현실을 나타
낸다고 하겠다.
넷째, 임금관리에서는 평가 결과에 의한 임금차등, 연봉제 도입, 변동상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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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원리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정부 정책의 영
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분석 결과
공공부문
표준
평균
편차
노조조직률
39.403 32.722
노사
호의적 노사관계
3.810 0.641
관계
경영참가
3.521 1.069
비정규직 비율
26.553 22.911
0.176 0.381
고용 인원감축(계획)
관리 미해고합의
0.207 0.406
아웃플레이스먼트제공 0.145
0.353
직무공모제
0.448 0.498
경력
발탁승진제도
0.507 0.501
관리
공식경력개발제도
0.303 0.461
0.779 0.415
평가 다면평가
관리 목표관리
0.503 0.501
평가결과 임금차등
1.114 0.910
인금
연봉제도입
0.824 0.381
관리
변동상여
0.710 0.454
노무별도조직
0.559 0.497
3.684 0.503
인사 인사철학
정책 인사담당자노력
2.962 1.532
전략연계
2.227 0.586
혁신참가
1.776 0.916
로테이션
0.603 0.490
작업
다기능교육
0.483 0.501
조직
작업반회의
0.824 0.381
자율성
2.745 0.471
0.990 0.101
교육 공식교육훈련
훈련 교육전담자(부서)
0.903 0.296
0.210 0.408
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0.176 0.381
0.362 0.481
복지 선택적복리후생제도
후생 추가재해보험
0.186 0.390
사례수
N=290
변수명

주 : ** : p<0.01, * : p<0.05, + : p<0.05.

민간부문
T-test 결과
표준
평균
평균
t 값
편차
차이
31.946 35.565 7.456
3.197**
3.894
0.687 -0.084
-1.855+
2.994
1.053 0.527
7.467**
18.191 21.518 8.362
5.736**
**
0.341
0.474 -0.165
-5.429
**
0.143
0.350 0.064
2.626
0.127
0.333 0.018
0.790
0.387
0.487 0.061
1.871+
0.591
0.492 -0.084
-2.542*
0.309
0.463 -0.006
-0.195
**
0.389
0.488 0.390 12.373
0.573
0.495 -0.069
-2.087*
**
0.900
0.879 0.214
3.612
0.660
0.474 0.164
5.399**
0.536
0.499 0.174
5.329**
0.354
0.478 0.205
6.355**
3.563
0.567 0.121
3.283**
2.883
1.512 0.079
0.780
+
2.298
0.545 -0.071
-1.910
1.827
1.092 -0.051
-0.721
0.425
0.495 0.178
5.403**
0.363
0.481 0.120
3.698**
0.798
0.401 0.026
0.972
**
2.631
0.512 0.114
3.389
**
0.953
0.213 0.037
2.873
0.866
0.341 0.038
1.697+
0.108
0.310 0.102
4.583**
0.147
0.354 0.029
1.191
0.078
0.268 0.284 12.977**
+
0.236
0.425 -0.050
-1.784
N=992
N=1,282

116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1호

다섯째, 인사정책 측면에서는 인사 철학이 구성원 지향적이지만 전략과의
연계는 낮았다. 따라서 인사관리의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또 노무 담
당 별도 조직이 구성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노조조직률과 관련이 있다고 하
겠다.
여섯째, 작업조직에서의 로테이션, 다기능교육, 자율성이 높았다. 민간부문에
비해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곱째, 교육훈련의 경우 전담 부서의 설치 비율이나 공식 교육훈련의 정도
모두 민간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또 복지후생제도 중 추가 재해보험은 민간부문이 높았다. 이러
한 결과는 공공부문의 업무가 서비스 성격이 강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선택적 복지후생제도의 도입 비중이 높았는데, 공공부문의
경우 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제도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2.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노사관계의 세 변수를 기준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조조직률에 대해 인사관리 및 통제변수
는 32.9%(p<0.01), 35.6%(p<0.01)의 설명력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
나 호의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각각 5.2%(p<0.10) 및 7.8%(p<0.01)로 낮았다.
경영참가의 경우 12.9% 및 16.4%로 의미 있는(p<0.01)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인사관리 관행은 노조조직률 및 경영참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설
명변수이나, 호의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인사관리 관행 이외의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다음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별 노사관계에 인사관리의 각 관행이 구체적
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노사관계의 결과 변수를
기준으로 인사관리 각 관행 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노사관계와 관련
성이 있는 경우, 어느 한 부문에서만 의미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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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조조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관리 변수를 살펴보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p<0.05) 선정된 인사관리변수는 인원
감축(계획), 노무별도조직, 혁신참가로 나타났다. 그런데 회귀분석을 해석함에
있어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의 선행변수라기보다는 양자는 서로 관련된다는 의
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인원감축의 경험 혹
은 향후 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노조조직률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노조조직률이 높으므로 고용관리의 유연성이 낮아 사업장에 여유인력이 있
을 수 있고, 이에 사용자는 인원감축 및 그 실시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무관련 별도조직을 형성한 것은 사용자 측에서 노조조직률이 높
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혁신참가가 노조조직
률과 관련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사용자는 강한 노조의 영향으로 정규직에 대
해 수량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업무에 대한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공공부문에서만 의미 있게 도출된 노조조직률과 관련된 인사관리변수로는
비정규직 비율(-),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조직률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은 강력한 노조의 존재는 사용자 측에 비정규직 활용을
제한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공공부문의 업무 특성
및 구성원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민간부문의 경우 미해고합의, 임금차등(-), 자율성(-), 공식 경력개발, 추가 재
해보험 등이 노조조직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새로운 인사관리 관행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임금차등과 구성원 업무 수행
의 자율성이 노조조직률과 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민간부문에서조차 새로운 인사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하고 있다.
둘째, 호의적 노사관계에 대한 인사관리의 영향 변수 중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전략과의 연계가 유일하게 의미가 있었으며, 그 관계는 부
(-)로 나타났다. 인사관리가 전략과 연계될수록 조직 내부에는 구성원간 경쟁이
증가하고, 구성원에 대한 유연성이 요구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노사관
계 역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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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조조직률
공공부문 민간부문
상수
-31.869 6.400
1)
**
외국인 주주
10.487
통제
1)
+
**
규모(LN)
3.010 6.339
변수
노동조합1)
비정규직 비율
-0.248** -0.028
고용 인원감축(계획)
11.682* 8.041**
3.343 9.593**
관리 미해고합의
아웃플레이스먼트제공 -2.765 -1.537
직무공모제
0.682 1.656
경력
발탁승진제도
12.347* -4.404
관리
+
공식경력개발제도
-1.384 -4.194
0.968 1.590
평가 다면평가
-2.956 0.734
관리 목표관리
**
평가결과 임금차등 -2.261 -8.669
임금
연봉제도입
8.175 -4.171+
관리
변동상여
6.871+ -4.033+
노무별도조직
14.016** 4.481*
인사 인사철학
3.791 0.234
0.997 0.412
정책 인사담당자노력
전략연계
0.191 0.224
*
**
혁신참가
5.495 3.596
로테이션
4.643 -2.132
작업
다기능교육
2.499 3.376
조직
작업반회의
2.774 0.776
+
**
자율성
-6.168 -5.450
23.469 2.708
교육 공식교육훈련
-0.731 -3.864
훈련 교육전담자(부서)
-3.705 -3.305
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
-2.473 5.306
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복지 선택적복리후생제도 1.432 -0.007
2.608 4.656*
후생 추가재해보험
2
조정 R
0.329 0.356
F값
4.459** 13.748**
변수/통계량

호의적노사관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
**
3.896
3.512
-0.111
0.075+ 0.015
-0.055 -0.047
0.001
0.000
-0.084 -0.082+
0.016
0.044
0.071
0.094
*
-0.166 0.039
-0.066 0.187**
-0.041 -0.032
-0.080 -0.014
0.167+ 0.066
+
-0.067 0.053
0.108 -0.059
0.013
0.061
-0.169+ -0.071
-0.003 0.145**
0.004
0.005
-0.241** -0.103*
*
0.007
0.055
0.027
0.027
*
0.196
0.011
0.092
0.098
-0.012 -0.023
0.351 -0.106
-0.247+ 0.013
0.035
0.014
0.025 -0.018
-0.110 0.049
0.015 -0.107*
0.052
0.078
1.376+ 2.901**

경영참가
공공부문 민간부문
**
1.645 1.676
0.080
-0.070 -0.013
0.475** 0.383**
0.004 0.001
0.106 0.022
0.090 0.439**
0.253 0.001
*
0.043 0.137
-0.058 0.184+
**
0.041 0.192
0.239 0.070
0.138 -0.025
+
-0.013 -0.086
-0.025 -0.113
0.273+ -0.052
0.027 0.019
-0.118 0.077
-0.015 0.022
-0.151 -0.093
-0.026 0.055
0.312* 0.032
0.052 0.039
-0.323+ -0.030
**
**
0.519 0.330
0.200 -0.153
0.338 0.255*
0.048 0.154
0.029 0.027
-0.236 0.060
0.096 -0.049
0.129 0.164
2.022** 5.409**

주 : 1) 외국인 최대주주, 규모, 노동조합 이외의 통제 변수로는 업종이 사용되었음. 업종
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등 총 14개 더미 변수로
구성됨.
2) 사례수는 공공부문 N=290, 민간부문 N=992임.
3) 통계량을 제외한 표 안의 숫자는 회귀분석에서의 B값임.
4) ** : p<0.01, * : p<0.05,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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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경우, 직무공모제(-)와 다기능교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추출되었
다. 직무공모제는 조직 내부 구성원에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공공부
문의 경우 이를 구성원간 경쟁을 촉진하는 요소로 보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인사 철학, 혁신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추가 재해보험(-)
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구성원을 자원으로 보는 인사 철학, 다양한 혁신활
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호
의적이고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의적 노
사관계와 새로운 인사관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추가 재해보험의 경우 노사간 상호 불신에 따른 ‘보험’으로서
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경영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관리 변수로 자율성이 두 부문에서 공
통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자율성이 경영참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
동조합 효과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작업조직 내에서의 구성원 자율성은 노조조직률과 부(-)의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통제변수로 노동조합 유무가 투입됨에 따라 자율성은 경영참가와 정(+)
적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는 구성원 현장 참가의 주요 요인인 자율성은 상위
수준의 노조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경영참가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로테이션만이 경영참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에서는 미해고합의, 직무공모제, 발탁승진제, 노무전담부서
의 존재가 중요한 변수로 추출되었다.

3. 공공부문에서의 Oaxaca 분해분석
앞의 <표 4>의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 차이
를 Oaxaca(1973) 분해에 따라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공공무분과 민간부
문에서의 노사관계 세 차원, 즉 노조조직률, 호의적 노사관계, 경영참가의 차이
는 7.4567, -0.0838, 0.5266으로 <표 5>의 가장 아랫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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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공부문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사관리의 설명력
(단위 : %)

독립변수
종속변수
1) 설명된 차이
(1) 통제변수 효과
업종 전체
규모(LN)
노동조합
(2) 인사관리 효과
비정규직 비율
인원감축(계획)
미해고합의
아웃플레이스먼트제공
직무공모제
발탁승진제도
공식경력개발제도
다면평가
목표관리
평가결과 임금차등
연봉제 도입
변동상여
노무별도조직
인사철학
인사담당자 노력
전략 연계
혁신참가
로테이션
다기능교육
작업반회의
자율성
공식교육훈련
교육전담자(부서)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추가 재해보험
2) 미설명 차이
3) 총효과(총차이)

노조조직률

호의적 노사관계

경영참가

3.7135 (49.80)
0.0378 ( 0.51)
1.0660
-1.0282
3.6757 (49.29)
-2.0777
-1.9252
0.2133
-0.0492
0.0417
0.1160
0.0151
0.3775
0.2046
-0.4829
1.3390
1.1955
2.8705
0.4595
0.0788
-0.0135
-0.2786
0.8264
0.2997
0.0713
-0.7019
0.8707
-0.0274
-0.3794
0.3544
0.4074
-0.1296
3.7432 (50.20)
7.4567 (100)

-0.0660 (78.74)
-0.0337 (40.25)
0.0003
-0.0258
-0.0083
-0.0323 (38.49)
0.0109
0.0138
0.0010
0.0013
-0.0101
0.0035
-0.0002
-0.0312
-0.0116
-0.0143
0.0176
0.0023
-0.0347
-0.0003
0.0003
0.0171
-0.0004
0.0047
0.0235
0.0024
-0.0013
0.0130
-0.0093
0.0036
-0.0019
-0.0313
-0.0008
-0.0178 (21.26)
-0.0838 (100)

0.4537 (86.16)
0.2346 (44.55)
0.1390
0.0239
0.0717
0.2191 (41.62)
0.0372
-0.0174
0.0057
0.0045
0.0027
-0.0035
-0.0002
0.0932
-0.0096
-0.0028
-0.0041
0.0474
0.0055
-0.0144
-0.0011
0.0106
0.0013
0.0555
0.0062
-0.0083
0.0590
0.0074
0.0127
0.0049
-0.0017
-0.0670
-0.0048
0.0729 (13.84)
0.52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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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차이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사관리 및 통제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
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또 설명되는 부분 중 인사관리에 의
해 순수하게 설명되는 부분으로 재분해하였다.
첫째, 노조조직률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사관리 차이는 전체 차
이 7.4567 중 3.6757, 즉 49.29%의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비정규직 비
율(-2.0777), 인원감축(계획)(-1.9252), 연봉제 도입(1.3390), 변동상여(1.1955),
노무별도조직(2.8705), 로테이션(0.8267), 공식 교육훈련(0.8707) 등이 주요 변
수로 도출되었다.
이 중 비정규직 비율, 인원감축(계획)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노조조직률에
부(-)의 기여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표
3>에서 보았듯이 공공부문이 높다. 그러나 <표 4>에서는 노조조직률이 비정규
직 비율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비노조부
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인원감축(계획)은 <표 3>에
서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약간 높았으나, <표 4>에서는 민간이나 공공부문 모두
에서 노조조직률과 정(+)의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부
문의 강력한 노조 상황은 정부의 인원감축(계획) 정책을 낳고, 비정규직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연봉제 도입, 변동상여 등의 경우는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몰입형 인사관리 및 정부 인사관리 정책의 주요 요소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외형적으로만 도입한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인 도입
유무만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개인의 몰입을 증가시키는
실제적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 7.4567 중 3.7432(50.20%)는 인사관리나
통제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인사관리를 제외한 공공부문의
고유한 요인, 예컨대 정부 정책, 구성원 특성 등에 따른 노조조직률의 변화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둘째, 호의적 노사관계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 -0.0838 중 인사
관리의 기여도는 -0.0323으로 전체의 38.49%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문간
호의적 노사관계 차이 정도가 매우 작고, 그 유의성도 낮아(p<0.10), 인사관리
항목별 추가 분석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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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영참가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 0.5266 중 인사관리는
0.2191(41.62%)의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다면평가(0.0932), 변동상여
(0.0472), 로테이션(0.0555), 자율성(0.0590) 등이 인사관리의 주요 설명변수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의 경우 다면평가를 통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같
은 상위 수준에, 로테이션과 자율성을 통해서는 현장 수준에 각각 구성원이 참
가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노조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전반적 경영참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
라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분권화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것
이 경영참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Ⅴ. 결 론

그동안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및 근로조건
의 결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새롭게 부각된 고용관계로서의 노사관계는
노사가 함께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
다. 이에 따라 현장 수준에서 구성원의 몰입을 증진시키는 인사관리가 노사관
계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 이러한 현장 수준의 새로운 인사관
리는 관리 및 정책 수준의 전통적 노사관계를 변화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현장 수준의 개별 인사관리가 관리 및 정
책 수준의 집단적 노사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
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노조조직률이 높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의사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경영참가 역시 매우 높았다(p<0.01). 반면,
호의적 노사관계의 정도는 민간부문과 큰 차이가 없었다(p<0.10).
둘째, 인사관리의 각 관행에서는 안정된 고용관리, 낮은 경쟁의 경력관리, 구
성원 욕구 반영의 복지후생 등 공공부문의 전통적 특징이 나타났다. 다른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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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평가에 의한 임금차등, 연봉제, 변동상여, 구성원 지향적 인사 철학,
다기능교육, 자율성 등 몰입 중심의 새로운 인사관리 특징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공공부문의 노조조직률과 관련이 있는 인사관리변수로는 인원감축(계
획), 노무별도조직, 혁신참가, 비정규직 비율(-),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나
타났다. 또 경영참가에 대해서는 작업조직과 관련된 자율성과 로테이션이 의미
있는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넷째, Oaxaca 분해분석 결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사관리 차이는 노조
조직률의 전체 차이 7.4567 중 3.6757(49.29%), 경영참가에서의 0.5266 중
0.2191(41.62%)의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 구체적 인사관리변수로는 노조
조직률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 인원감축(계획)(-), 연봉제 도입, 변동상여, 노
무별도조직, 로테이션, 자율성 등이, 경영참가에서는 다면평가, 변동상여, 로테
이션, 자율성 등이 주요 설명변수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첫째,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높은 노조조직률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규직의
안정에 초점을 둔 전통적 인사관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증가, 인원감축 등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 정책이 뿌리를 내
리지 못하고 있다. 비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민간부문보다 높으나, 이는 비노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수량적 유연
성 중심의 새로운 인사관리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다른 한편 공공부문에서도 성과급, 혁신참가, 구성원 중심 인사 철학
등 개인의 몰입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점의 인사관리가 민간부문에 앞서 시도되
고 있다는 것이다. 수량적 측면의 유연성 한계를 임금 및 기능적 유연성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따라서 공공부문의 인사관리는 안정된 고용의 과거 모델과 구성원 성
과 및 참가의 몰입 모형이 공존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Poutsma, Ligthart,
& Veersma, 2006).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높은 노조조직률하에도 민간
부문에 비해 앞서 나가는 몰입형 인사관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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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인사관리를 포함하는 노사관계를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넷째, 외형적 측면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몰입형 인사관리가 정착되고, 생산
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
다. 우선 노사 양 당사자는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초점을 둔 노력을 전개하여
할 것이다. 구성원의 몰입 기반의 인사관리는 노사 양 당사자가 상대방을 약화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성원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생 전략이라는 것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양 당사자가 몰입형
인사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적
극적인 지원․후원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혹은 연구 과
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사담당자가 응답한 설문을 기반으로 하였다.
따라서 호의적 노사관계, 경영참가와 같은 정성적 척도의 경우 구성원이나 노
조의 견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성원이나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는 노
사관계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인사관리와 노사관계의 영향 관계를 넘어, 양 변수가 조직의 성과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및 노
사관계 관점(최종태, 1996)에서 양자가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인적자원관리가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장기적
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5년 사업체패널을 기반으로 한 횡단
적 연구이다. 향후, 인사관리 관행의 도입이 구성원이나 노사의 가치 및 태도에,
나아가 노조나 노사관계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Roche & Turn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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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on
Industrial Relations in Public Sector
Dong-Myong Lee
This research, different from traditional perspective on industrial
relations that had focused on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mainly
examines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on industrial relations
in public se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private sector, public one have three characteristics
in industrial relations; higher level in union density and employees's
participation, and a little lower in general climate of industrial relations.
Second, there are mixing characteristics of old and new fo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old

ones

contain

the

stability

in

employment contract, less competition in promotion, and high welfare;
new ones do performance based wage, incentive system, involvement
oriented philosophy on HRM, multi-skilling, and employee autonomy.
Third,

the Oaxaca decomposition of OLS results reveals that 49.29%

of difference in union density and 41.62% in employees's particip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are explained by human resource
management. So this research shows that firms' practic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are very associated with those in
industrial relations.
Keywords : human resource management, industrial relations, public sector,
Oaxaca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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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근
로자 측이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즉 “노동위원회는 ‧‧‧‧‧‧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
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
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3항).
금전보상은 복직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원직복직을 강제하기보
다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정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당사자에게
현실적이라는 취지 하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 같은 금전보상의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는
금전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법리적 허점들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우선 금전보상의 수준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정
형화되어가면서 원직복직에 대한 보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금전보상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고정되면 원직복직의 의무가 고스란히 사
라지므로 근로자는 (복직의 경우에도 어차피 지급받아야 할) 해고기간 동안
의 임금상당액만 지급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셈이 된다.
나아가 개별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일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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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간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는 과도한 보상을 받게 되고, 장기근속자는 지
나치게 적은 액수로 보상을 받게 된다. 역으로 사용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길면 이득을 보
게 되는 셈이 된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의
보상액 및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그 밖에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을 시켜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근
로자가 복직만을 고수하는 경우 현행 근기법 제30조 제3항으로는 해결이 불
가능하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전보상액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비례하여(예컨대 매 근속연수마
다 최고 0.5개월분의 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
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의 중간수입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
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
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에게도 금전보상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신
청한 경우 금전보상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핵심용어 : 부당해고, 복직, 금전보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화해

Ⅰ. 머리말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취지는 자신에 대한 해
고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동시에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
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원
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용자도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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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정
으로든 원직복직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은 사용자 측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를 원치 않아 원직복직이 어렵긴 하나,
더러는 근로자 자신이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은 해고가 부당한 것
으로 판명되었으나 근로자 측이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으
로 보상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즉 “노동위원회는 ‧‧‧‧‧‧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3항).
금전보상은 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원직복직을 강제하기보다는 금전
적 보상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당사자에게 현실적이라는 취
지하에 도입된 제도이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측이므로 당연히 원직복
직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근로자 역시 이미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다시 사용자와 손잡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
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이미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의 대
우가 새 직장에 비해 월등히 높지 않은 이상) 원직복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금전보상의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는 금
전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법리적 허점들이 빈번하게 노출
되고 있다. 우선 금전보상의 수준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정형화되
어가면서 원직복직에 대한 보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금전보상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고정되면 원직복직의 의무가 고스란히 사라지므로 근
로자는 (복직의 경우에도 어차피 지급받아야 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만 지급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셈이 된다.
나아가 개별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일한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간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근속기
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는 과도한 보상을 받게 되고, 장기근속자는 지나치게 적
1) 노동부,「노사관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 2007. 1, p.13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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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액수로 보상을 받게 된다. 역으로 사용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의 근속기간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길면 이득을 보는 셈이 된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의 보
상액 및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그 밖에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원직에 복직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직만을 고수하는 경우 현행 근기법 제30조 제3항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금전보상의 성격, 수준 및 보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본다.
아래에서는 현행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취지, 현행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
점을 노동위원회의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
토해 보기로 한다.

Ⅱ. 금전보상제도의 취지 및 성격

1. 금전보상의 도입 배경
현실에서 대다수의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하기를 희망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하는 반면 대다수의 사용자는 일단 해고한 근로자를 선뜻 복직시키려 하지
않는다. 실제로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아 근로자가 기약도 없이 사용자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는 경우
가 드물지 않다. 근기법 제33조에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도2) 노동
위원회가 원직복직을 강제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항소 등으로 해고기간이
장기화되고도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그동안 투자한 시간, 비용,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된다. 승소한 측 역시 패소한 측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승패의 결과는 다를지라도 해고를 둘러싼 장기간의 다툼으로 인한 후유
증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2) 이행강제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박지순,「부당해고 구제방법상의 법적 쟁점」,『고려
법학』제5호(2008. 4), pp.443～47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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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근기법 제30조 제3항에 신
설된 부당해고구제제도가 노동위원회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이다.3) 이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제도의 입법 취지는 첫째, 당사자간
에 근로관계의 지속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해고
무효에 따른 원직복직과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는 경직된 결과를 초래하고,
둘째, 복직 자체를 강제하거나 실력으로 실현시킬 수 없고, 셋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 사법적 효력(해고무효)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 태도
와 넷째,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행청구의 소를 통해 관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4)
이러한 금전보상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건대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
역시 금전보상이 필요한 이유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아서라기보다 사
용자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아서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
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지속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라는 표현
으로부터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 것
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밖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제도 도입의 근본
적인 목적은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과 같
은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원직복직을 대체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배경과 관련,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
정을 내리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있으나, 원직복직은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3)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한 논문으로는 김홍영,「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금전보상
제도 및 이행강제금제도」,『노동법학』제25호, 2007, p.46 이하; 일본의 금전보상제도에
관하여는 조상균,「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노동정책연구』제7권 제2호, 2007, p.13 이
하 참조; 금전보상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로는 장은숙,「유럽국가의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
상제도, - 독일, 영국, 이태리, 프랑스-」,『조정과 심판』2008 봄, p.12 이하; 문무기(편),『노
동법의 쟁점(Ⅰ) - 2007 상반기 노동법․법경제 포럼논문집』, 2007, p.53 이하 참조; 임종
률,『노동법』(제7판), 2008, p.530; 김형배,『노동법』(제4판), 2007, p.606 이하 참조.
4) 노동부, 위 자료, p.13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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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
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5)
여기서 “원직복직은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라는 설명은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적 원인이 근로자
의 복직 거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금전보
상의 신청을 근로자에게만 부여한 법 규정에 맞춰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일 뿐
노동부가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하기
는 어렵다.
위에 언급한 도입 배경으로부터 볼 수 있듯이 금전보상은 (사용자가) 원직복
직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대부분의 부당해고가 금전보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
로자에게 한하여 금전보상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금전보상의 성격
노동부는 노사관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에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원직복직을 대신한 것으로 노
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해고의 부당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6)
이 설명으로부터 금전보상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복직을 하지 않
은 데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부의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금전보상이 원직에 복직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과 함께 근로하지 못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라는 사실은 분명하
다. 물론 근기법 제30조 제3항의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이라는 표현으로부터 금전보상액이 노동부
가 명시하듯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그 이상의 위로금이라고 새길 수도 있

5) 노동부, 위 자료, p.81.
6) 노동부, 위 자료,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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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7)
그런데 금전보상의 초점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아니라 원직복직을 대체
하는 보상금(위로금)에 맞춰져야 한다. 왜냐하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
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복직을 하든 하지 않든 부당
해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금품이기 때문이
다. 즉 금전보상은 원직복직을 대체하는 보상적 성격의 위로금에 해고기간 동
안의 임금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Ⅲ. 금전보상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근로자에 의한 신청

가. 취지
근기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
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함으로써 금전보상을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
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금전보상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부당해고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
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
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8)
이를 토대로 노동부는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자료에서 선진국에서는 사용자의
신청 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폭넓게 ‘금
전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여건상 사용자에 의한 해
고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
7) 이 표현의 무게 중심은 ‘위로금’보다는 ‘해고기간 동안의 … 임금상당액’에 실려 있어 위로
금의 의미로 쓰인 ‘이상’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
8)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방안」, 2003. 11,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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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제한하여 운영할 것임을 명시하였다.9)
이 같은 취지로부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만으로 금전보상의
요건을 제한한 이유는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까지 금전보상의 요
건을 확대할 경우 사용자 대부분이 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려 하지 않으므로
해고제한 규정의 의미가 퇴색하고 해고가 일상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까지 금전보상 신청권을 부여하게 되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이 나도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영구적으로 복
직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근기법의 해고의 제한 규정(제23조
및 제24조)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금전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
차로 변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나. 문제점
1)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용자 측의 일반적인 사정
그러나 현실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단지 보상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부당해
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 중 재취업을 한
근로자 외에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원직에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금전보상을 택하게 된다. 사용자가 완강하게 해당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거부하기 때문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장 내의 다른 사정으로 복
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신청을 한다. 즉 대부분
의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근본적 원인은 원직복직을 기피하는 사용자
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보상의 요건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은
사용자측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해고된 근로자
가 복직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데 원직복직을 강제할 경우 사용
자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예컨대 동료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해고
된 근로자의 복직을 반대한다든지, 파견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직을 반대하고 파견사업주에게 달리 근로자를 사용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경

9) 노동부, 위 자료,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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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0) 근로자의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이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을 강제할 경우 사용자 측은 복직을 이행하지 못
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근기법 제33조)을 납부해야만 한다.
물론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가 끝난 후 양자가 합의하여
법정 금전보상액 이상으로 다툼을 종결하는 방법도 있긴 하나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과는 불확실하다.
2) 근로자 측 귀책사유에 기인한 해고의 경우
해고가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의 자리를
신규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인력을 보충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사용
자가 바로 신규 인력을 충원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 거부의 구실을 마
련하려 할 수도 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그 자리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해
고근로자를 복직시키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의 여유가 없는 한 해고된 근로자
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면 새로 채용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해고된 신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또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11)
그러므로 신규 인력의 충원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온
후에야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을 비롯
하여 법원으로의 항소로 해고를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사용자는 그 기
간 동안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로 인한 다
툼이 지속되는 동안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고된 근로자의 자리
10) 아파트 경비의 경우 대부분 용역업체에 의한 간접고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근
로자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1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용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정식으
로 채용해서는 안 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라 하더라고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사용자
의 성급한 행보를 법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그 이
유 때문에 금전보상의 요건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로 제한한 것이 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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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원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는 변명을
할 수는 없다.12) 다만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보다 ‘유능한’ 신규 근로자를 채
용한 경우 원직복직의 문제는 또다른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13)
이유가 어떻든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이미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용자 측으로서는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경우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온 주요 원
인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 또는 노조와의 협의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부당해고로 판명된 이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데 있다
면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는 해고해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를 다시 원직에 복직시키면
된다.
그러나 부당해고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의
하지 않았거나, 남녀차별을 하였다거나,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
을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절차
상 하자를 치유하여 (즉 노조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를 다시 해고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사용자 측으로서는 해고된 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해고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절차
를 준수하여 같은 근로자를 다시 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았다거나 노조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부당해
고로 판정난 경우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킴과 동시에 또다른
12) 여전히 현실에서는 적잖은 사용자들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더 이상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수 없다는 진술을 하곤 한다.
13) 이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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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때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는 명분하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하
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경영진이 바뀌면서 새로 부임한 부사장이 자신이 원하
는 근로자를 운전기사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운전기사를 연봉이 높다는 이유
로 해고한 사건이 있다.14)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해고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
를 알선해 주며 3개월의 위로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근로자는 부사장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
되면 복직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부당해고 판정을 기대했으나 부사장의 임기가
다시 2년 연장된다는 소문에 심문회의 중 생각을 바꿔 원직복직을 포기하고 화
해에 응했다.15)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나, 실은 새로 부임한 부사장이 이미 자신이 원하는 다른 운전기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복직의 희망을 접은 것이다.

2. 금전보상액의 수준

가. 원직복직 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신청취지와 판정문 주문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내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 OO주식회사가 OOOO년 OO월 OO일 근로자 OOO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2. OO주식회사는 근로자 OOO을(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해고기간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심문회의가 개최된 날까지로 기산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신청 취지나 판정문 주문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부
14) OO노동위원회 2008. 9. 5. 사건, OO부해1822사건
15) 이 사건에서는 5개월의 임금(약 1,580만원)으로 화해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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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
하므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한 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결자해지(結者解之)로서 원인제공을 한 사용자가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야 함
은 물론 부당한 해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손실액을
함께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
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상호 대체적인 것이 아니다. 즉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직
복직을 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동시
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문제점
1) 금전보상액=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직복직 시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정상
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근
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아 금전보상 신청을 할 경우 역시 원직복직을
대체하는 위로금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면 ‘원직복직+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금전보
상신청을 한 경우는 ‘위로금+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일견 근기법 제30조 제3항의 ‘임금상당액 이상’이라는 표현은 임금상당액과
함께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금상당액 이
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임금상당액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사전적 의미는 ‘수량․정도 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그것을 포함하여 그
것보다 더 많거나 위임’을 의미한다.16) 따라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
상’은 ‘임금상당액’ 또는 ‘임금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17)
16) 엣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2001.
17) 임금상당액과 관련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해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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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근로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액은 임금 상당액이고 최고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직을 대체하
는 금전보상으로 최저액인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한다 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수준 정도의 금액을 신청한다. 설령 해고기간 동안
의 임금 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신청한다 해도18) 대부분은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수준으로 조정된다.19) 즉 실무에서는 금전보상액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수준 정도로 굳어져가고 있다.20)
이같이 금전보상은 원직복직을 대체하는 보상금이 아니라 원직복직을 시키
지 않은 채 단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만 지급하는 제도로 변해가고 있
는 것이다. 그 결과 근로자가 금전보상 신청을 한 경우 사용자는 복직은 시키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만 지급하면 된다. 반면 근로자는 복직에 대
한 위로금은 전혀 받지 못한 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만 받고 근로관계
를 종료하게 된다.
물론 아래에서도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모든 근

당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하거나(노동부, 위의 자료, 2006. 9, p.44), 노동위
원회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고 재량권한의 행사에 있어 적절성을 기해야 한다고 해
석하는 견해가 있으나(김홍영,「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의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조정과 심판』, 2006 겨울, p.2 이하),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별다른 고민 없이 ‘금
전보상액=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반면 노동위
원회의 자유재량에 맡겨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박지순, 앞의 글, p.468
참조.
18) 종종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된 경우 잔여계약 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금전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OO노동위원회 2008. 9. 16. 사건, OO 2008부해
1883사건
19)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는 ‘금전보상액=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라는 단순한 계산방식
이 통용될 뿐 보상액 산정의 이론적 모델(김홍영, 앞의 글 p.15) 등은 전혀 고려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20) 금전보상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굳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마치 근기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휴
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로 인식되는 것과 유사하다. 거의 대부분의 근로관계 당사자들
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로 생각하고 있어, 오히려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예
외로 보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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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에게 낮다고 할 수는 없다. 근속기간이 극히 짧은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다
시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상
당히 높은 금액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심문일이 늦춰져 해고기간(해고일부터 노
동위원회의 심문일까지)이 길어진 경우는 그 금액이 비례에 맞지 않게 높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해고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
취업을 한 근로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으로 지급받음으
로써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2) 해고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
금전보상을 신청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취업을 한 경우 사용자가 금전보
상액으로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와 관련 의문이 일 수 있다. 다시 말해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즉 임금손실이 없으므로)
금전보상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엄밀한 의미의 실직기간(즉 해고된
날부터 재취업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던 기간)에 대하여만 보상
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된 날부터 노동위원회의 심
문회의가 있을 때까지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대법원은 해고기간 동안의 중간수입과 관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
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1)
이 기준에 의하자면 재취업의 경우는 임금상당액에서 취업한 기간 동안 취한
금전적 이득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기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2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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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액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
액”으로 되어 있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금전보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로자가 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금전보상액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가 보상을 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근로자가 취업을 한 것은 근로자
의 노력 또는 행운에 의한 것이고 그 이익을 향수할 자 또한 해당 근로자이어야
지, 이로 인해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가 반사적 이익을 얻어야 할 이유는 없
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전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동시에 새 사업장에서 임금 전액을 받는 것도 합당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다시 “근로기준법 제38조(현행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
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
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
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
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22) 이에 따
라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는 취업한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다.23)
결과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새 직장에서의 임금과 전 직장에서
의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24)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금전보상액은 지급하여야 하되 해고

22) 이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임종률,『노동법』(제7판), 2008, p.533.
23) 중앙노동위원회,『심판업무 처리요령』, 2007, p.120 참조.
24) 만일 금전보상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무관하게 특정액의 위로금으로 지급된
다면 금전보상액은 “위로금+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될 것이다. 여기서도 해고기
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는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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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의 임금에서 재취업함으로써 얻은 중간수입에 비례해 공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해고됨으로써 해고되지 않고 근로함으로
써 지급받았을 임금보다 더 높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을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25) 금전보상의 본래 목적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
액의 지급이 아니라 복직을 시키지 못한 데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을 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목적은 부당하게 해고를
한 사용자가 해고로 인하여 임금소득을 상실하게 된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
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 원직복직에 대한 위로금은 지급하되, 해고기간 동
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 있으므로 이를 그 기
간의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고용보험으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제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의 판례에 의하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한도에서
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므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
은 것을 중간수입이라고 본다면 해당 근로자는 휴업수당과 구직급여(임금의
50% 정도)를 동시에 받게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는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금전보상금으
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에서는 원직복직을 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
는 경우 기 지급한 구직급여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
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26) 물론
금전보상의 경우는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므로,
25) 재취업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다 해도 휴업수당만은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근로자가 해고됨으로써 해고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경제적 이득을 취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동일한 사유에 의한 중복급여금지의 원칙
에 반한다. 다만 재취업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어느 정도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하느냐는 원직복직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 글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
으므로 여기서 깊게 다루지는 않는다.
26) 현실에서는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직에 복직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고용보험에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중복적 급여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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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원직복직을 대체하는 금액이므로, 고용보험
에서 기 지급한 구직급여를 징수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의 산정에서도 고용보험의 경우처럼
동일한 사유(해고)로 인한 급여의 중복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7) 다
만 금전보상액을 산정할 때 이 같이 명확히 구분지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
는 원인은 현행 근기법 제30조 제3항이 금전보상액을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연결시킨 데 있다. 즉 (전 사업
장에서의 임금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은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서 중간
수입을 전액 공제하게 되면 사용자가 전혀 금전보상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없게 되어 구제
신청이 각하28)되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29) 물론 금전보
상액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이상’이므로 ‘이상’의 위로금이 있다는 반문이
가능하기는 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로금이 사라졌기 때문에 의미없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근기법 제30조 제3항이 금전보상액을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
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으로 함으로써 취업한
경우의 중간수입, 구직급여의 공제 여부가 모두 두루뭉술하게 되었다.
3) 근속기간에 따른 형평성 문제
근기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해고기
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근속기간 또는 연령과 무관
하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상)이 지급된다. 예컨대 근속기간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근로자나, 근속연수가 30년이 넘는 고령자나 해고기간 동안의

27) 같은 견해로는 박지순, 위의 글 p.456 이하.
28)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
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 사유가 된다.
29) 총 보상금액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미만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김홍영, 위의 글 p.12), 사용자가 지급한 총 보상금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미만으로 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임금
을 받았다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액은 사실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
액 정도에 해당된다. 즉 근로자로서는 지급받은 총액에 있어서 손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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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당액으로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일률적
인 금전보상액의 지급은 실무에서 적잖은 형평성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이를 입증한다.
대표적인 예는 근속기간이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
청을 하였으나, 사용자의 불참으로 1차 심문회의가 연기되어 해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경우이다. 월급여가 140만 원이었던 이 근로자는 해고기
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신청하였
다.30)
때로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
도 드물지 않다. 일례로 상시 근로자수가 6명인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한 달
에 불과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구두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합의한 후31), 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3개월여 분의 금전보상액을 지급받았다. 이
근로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어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다
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을 이용하
여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사용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더구
나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여 임금 손실이 거의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전보상액을 지급받았다.32)
위와 같은 사례로부터 볼 때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에게는 금전보상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불과 며칠밖에 일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장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몇 개월분의 금전보상액을 지급한
다는 데 흔쾌히 응할 사용자는 거의 없다.
이와는 반대로 근속연수가 20년이 넘는 근로자도 해고일부터 부당해고구제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불과 2개월여 기간의 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즉 고령의 장기근속자는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할 경
30) OO지방노동위원회 2008. 9. 22. 사건, OO2008부해1305사건; OO지방노동위원회 2008.
9. 30. 사건, OO2008부해1604사건 등.
31) 이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몇 안 되는 사업장인지라 사용자는 관례적으로 구두로 근로계약
을 체결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던 터라 사용자는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도 구두합의로 무
리없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한다.
32) 근로자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서면해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불충분
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임을 미리 알고 노동위원회의 화해 유도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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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어차피 지급받아야 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근로관계를 종
료하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이 근로자들의 근속연수 등의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속기간이 극히 짧은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금액
을 지급하는 대신 사용자에게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근속자에게는 터
무니없이 적은 보상액을 지급하는 대신 사용자가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불
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

3. 금전보상명령 신청기간
근기법에는 금전보상명령 신청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근기법 제30조 제3
항은 “노동위원회는 ‧‧‧‧‧‧ 구제명령을 할 때에 ‧‧‧‧‧‧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만 하여 구제명령하기 전, 즉 심문회의
중 금전보상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금전보상 명령을 하는 것으로도 오해할 수
있다.
금전보상 신청기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2항에 금전보상 명
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심문회의 중 생각을 바꾸
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 경우는 금전보상 대신 화해
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화해는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기 곤란하다는 점, 금전보
상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
한 점이 있다.33)
그런데 실무에서 근로자가 심문과정 중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에서 금전보상 신청을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인다.
더구나 노동위원회규칙은 노동위원회 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어서 노
동위원회의 직원들만이 열람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33) 법제처나 대법원 현행 법령 사이트에도, 심지어 노동부의 홈페이지에도 노동위원회규칙은
탑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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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할 수 없다.3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금전보상명령 여부
근기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
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금전보상을 명하는 주체를 단지 ‘노동위원회’
로만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도 금전보상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될 수 있다. 이
론적으로는 노동위원회라 함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모두 말하
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시에도 금전보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금전보상의 목적이 조기에 해고를 둘러싼 지난한 다툼을 금전으로 종
결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 신청 및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초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경우는 금전보상 신청을 했다 해도 부당해고
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액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초심의 판정
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
면 다시 금전보상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현행법처럼 금전보상액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재심판정일까지로 기간이 길
어진다는 점이다. 그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재심일까지의 기간 동
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상실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그 해고기간에
대하여는 누군가가 보상을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무효확인은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의 존
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
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는 무효인 해고처분에 의
하여 사실상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가 사용자 측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3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3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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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에 의하자면 사용자는 초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해고일부터 재심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5)

Ⅳ. 화해와 금전보상과의 관계

1. 법적 근거
민법 제731조에 의하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판례에 의하면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
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
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36)
화해와 관련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
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9조에 의하여 “심판위원회는 사건의 조사과정이
나 심문회의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노동
위원회규칙 제68조 본문). 다만 심문회의에서는 구술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35) 물론 위 판결은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금전보상이 원직복직 대체의 보상
이라는 점에서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3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1989. 9. 12.선고 88다카100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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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 단서).
노동위원회에서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
여야 하고(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 제3항)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
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
제4항).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 제5항).

2. 화해의 현실적 의미
화해나 금전보상이나 원직복직 대신 금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
서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화해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전 양측이
다툼을 중지하고 금전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 후의 금전보상과 다르다.
법적으로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당사자가 화해
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화해를 권
고하거나 심문회의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화해의사를 권유하
고 양측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화해 절차에 들어간다.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제도가 법정화된 현재도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종종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은 판정으로 종료
된다.
노동위원회는 대개 신청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 부당해고로 판명난다 할지라도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경우,
원직에 복직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에 화해를 권고한다.
또는 신청인이 금전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생각을 바꾸어 원직복직 대신
금전으로 다툼을 종결하려 할 때에도 화해에 동의하곤 한다. 금전보상 신청기
간이 도과되어 심문회의에서 바로 금전보상 신청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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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경우에는 화해가 유일한 금전적 해결방법이 된다.
화해를 권고하기 전 노동위원회는 우선 양측에게 원직복직의 의사를 타진해
보는데, 대개 근로자는 복직을 원하나 사용자는 복직이 어렵다는 답변을 한다.
대표적으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감정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 또는 이미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이 일정액을 화해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신청
인은 더 이상 해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화해조서에 서명한다.

3. 화해금액
양 당사자가 화해를 원한다 할지라도 양 당사자가 제시하는 화해금액이 현격
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된다. 대부분의 경
우 화해금액은 양 당사자가 최초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를 좁혀 해고기간 동안
의 임금수준으로 결정된다. 사용자의 귀책 정도 또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화해
금액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실무에서는 사용자의 경제적 사
정을 고려하여 화해금액을 일시불 또는 2～3차례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화해금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수준으로 조정이 되는 것은 근로자도 사용
자도 그 금액이 서로 크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
용자로서는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물론 근로자를 복직
시켜야 하고, 설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이 난다 해도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
회에 재심신청을 하게 되면 가외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므로 차라리
1～2개월여의 임금으로 복잡한 다툼을 종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
다.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조차 지급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원
직복직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금전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화해
에 동의할 수 있다.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한 근로자는 대부분 화해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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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해와 금전보상제도와의 차이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화해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기 전 양 당사자에게 다툼을 중지하고 금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반
면, 근기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은 부당해고로 판정났으나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치 않아 대신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아무런 소득도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화해금으로 다툼을 종결하려 하고, 사용자는 부당해고로 판명될 경우
원직복직 외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을 면하고자 화해
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즉 근로관계 당사자 양측은 아직 해고의 정당성
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판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른 득
실, 즉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와 ‘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비교해 본 후 최선
은 아닐지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차선책인 화해에 이르
게 된다. 즉 화해는 양측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차선책으
로는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반면, 원직복직을 대체하는 금전보상의 경우 이미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당당하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원직복직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금전보상금의 수준은 화해금보다 상당히 높은 액수여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보상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정도로 정형
화된 점은 부당해고가 판명나기 전 이루어지는 화해금액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서도 타당하지 않다.
다만 화해의 한계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솔선하여 화해 제안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신청인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야 부당
해고의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피신청인은 역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강변해야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전략적으로 화해라
는 타협안을 먼저 내놓지는 않는다.
이 같이 사건에 화해가 붙여지느냐의 여부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서가 아
니라 노동위원회의 우연적 제의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화해는 사전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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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Ⅴ. 현행 금전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 금전보상 신청의 주체
부당해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양하다. 근로자가 재취업한 경우, 경
영상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여력이 없는 경우, 다른 근로자를 채
용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
계가 악화된 경우, 파견업체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등으로서 그
원인이 근로자 측에 있는 경우, 사용자 측에 있는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 외의
사정에 있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는 큰 문
제가 없으나 사용자 측이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을 시킬 수 없는 경우는 불가피
하게 금전보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신청권을 부여할 경우 해고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요하기
는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을 강제하는 것도 현실적이지는 않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현행 금전보상의 요
건을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해고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신청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
록 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경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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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
용자에게도 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
다.37)
나아가 사용자가 금전보상 신청을 한 경우 금전보상금액을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비해 더 높게 책정하여 금전보상의 문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2. 보상액의 수준

가. 근속연수 등에 따른 차등적 보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전보상액과 관련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이라는 표현은 모호하
기도 하거니와 금전보상액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고정시키는 부당한 결
과를 초래한다. 즉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원직복직 시에도 지급되는
금액인데, 원직복직을 대체하는 금전보상에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만이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복직 대체의 보상금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나아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장기근속자에게는 지나치게 적은 반면
근속기간이 불과 1개월도 안 되는 근로자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보상액이 된다.
그러므로 금전보상액은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최소 근속기간
(예컨대 2년)을 충족한 후에 매 근속연수 1년마다 최고 0.5개월 임금을 지급하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38)
37) 독일 해고제한법(Kündigungsschutzgesetz: KSchG)의 경우 금전보상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
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도 법원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해고제한법 제9조 제1항 제2문). 근로자의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데 비해 사
용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 목적에 반한다는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부여한 해고제한법 제9
조가 기본법(Grundgesetz) 제3조의 평등권에 반하냐는 문제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LAG Hamm, Urt. vom 18. 10. 1990-17 Sa 600/90, LAGE § 9 KSchG
Nr. 19=ARST 1991, 117=AuR 1991, 249=DB 1991, 1336=RzK I 11a Nr. 19 ZTR
1991, 127.
38) 독일 해고제한법에서는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금전보상액을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금전보상액의 수준은 최고 12개월 임금이다(해고제한법 제10조 제1항).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일 때는 금전보상액이 최고 15개월 임금으
로,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일 때는 금전보상액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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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연령(내지 부양가족 수)도 보상금액에 산정기준으로 두어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50세 이상
의 근로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원직복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전보상의 경우에
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로금+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총 수령액이 되어 현재의 금전보상액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보다는 상당히 높아진다.
현재 실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
로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중간수입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공
제하고 있다. 그 결과 해고기간 동안 중간수입이 있는 근로자는 중간수입 전액
과 전 직장에서의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전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다. 만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받았다면 이
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취업한 경우는 실제로 근로의 제공이 없던 기간에 대하여
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새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는 임금상당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해야 한다. 새 직장에서의 임금이 전 직장
보다 높은 경우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언뜻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가 반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
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써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보상할 책임이 있지만, 근로자가 해고됨으로써 오
히려 이익을 보았다면 보상할 원인(상실한 임금액)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
18개월 임금으로 상승한다(해고제한법 제10조 제2항). 다만 이 기준은 상한액이므로 그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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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밖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구직급여액도 중간수입
으로 간주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구직급여액을 공제
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에서처럼
지급된 구직급여액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후자
의 방법으로 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여부를 일일
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
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서 구직급여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오납으로 인한 반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는 더 투명하다 할 것이다. 이미 구직급여를 반납한 경우는 임금상당액에서 공
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면 현행 고용보험법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원인
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담을 고용보험이 떠맡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은 일 수 있다. 이 문제는 고용보험이 근로자가 받은 구직급
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39)
그 밖에 중간수입을 공제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무
관하게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금전보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총 금전보상액은 매 근속연수마다 최고 0.5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39) (현행 금전보상제를 전제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
액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박지순, 위의 글
p.456), 그렇게 될 경우 재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전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 비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고용보험에 반환하게 되
어 양자간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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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의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비해 사용자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으나,
이 금액은 최고액이므로 그 이하의 보상도 가능하다는 점, 금전보상이 원직복
직을 대체하는 위로금이라는 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원직복직 시에도 지
급해야 하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볼 때 반드시 높다고 볼 수만은 없다. 잘못된
것은 원직복직을 통째로 삭제하면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
는 현재의 금전보상제이다.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도
(현행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최고 1
개월분 정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40)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였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할 것인데,
재취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보다 높을 경우 사용
자가 지급할 금품이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반사적 이익을 얻는 대신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41) 그러나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짧
다는 점,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더 대우가 좋은 직장에 재취업을 했다는 점에
서 볼 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을 할 이유도
사라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각하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화해에 의한 금전보상의 촉진
현실에서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하기도 쉽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화해 제
의를 하기는 더구나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에서 원직복직도 어렵고 쌍방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판정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더구나

40) 근속기간이 극히 짧은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해도 부
당하다고 할 수 없다.
41) 근속기간이 짧다고 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
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실익이 없게 되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이 각하되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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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은 승리하고 일방은 패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반면 화해의 경우 최선을 아니라 할지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는 점, 양 당사
자 모두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근로관계로 인한 다툼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 양 당사자가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화해는 당사자가 제의하기 어렵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제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항상 심문회의 개시 전에
양측에 화해 의사를 타진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익
위원이 화해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불규칙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던 관
행 대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전 화해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한 경우도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권유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금전보상액이 화해보다는 다소 높다는
점에서 금전보상을 선호할 수 있으나 패소할 경우 금전보상액을 받을 수 없다
는 점에서 화해에 동의할 수 있다.
화해금은 지금까지와 유사하게 당사자가 제시한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정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4.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금전보상 명령
금전보상은 가능하면 초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이 났다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어
떠한 이유로든 원직복직이 여의치 않다면 금전보상으로 근로관계로 인한 다툼
을 종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전보상 명령의 주체에 중앙노동위원회도
포함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5. 금전보상의 신청 시기
근기법 제30조 제3항에는 금전보상의 신청 시기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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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근로자들이 자칫 부당해고로 판명난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노동위원회규칙이 아닌) 근기법 또는 근기법 시행령에 신
청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들이 때때로 심문 과
정에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사용자측의 사정을 알게 됨으로써 복직을 포기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금전보상 신청을 심문회의 중에도 가능하도록 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

Ⅵ. 맺음말

금전보상은 문자 그대로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대신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원직복직에 걸맞는 보상
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이라고 하여 금전보상의 최저액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고 있고 최고액은 정하지 않고 있다. 언뜻 이러한
입법 태도는 해고기간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은 제한하지 않지만 해고기
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하회하는 금액으로는 보상할 수 없다는 뜻으로 근로자
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이 해고일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심문회의 일자까
지의 임금상당액으로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
상)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속기간이 불과 1개월도 안 된 근로자나, 20년이
넘은 장기근속자나 동일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도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킨다.
또한 금전보상액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되어 있어 (즉 복직대체 위로금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이 혼재하게 됨으로써)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가 불분명하다. 실무에서는 휴업
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공제를 하고 있어 고소득으로 취업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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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 (양 사용자로부터 이중의 급여를 받게 되어) 해고되기 전보다 경제적
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현실적으로 금전보상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으로 조정됨으로써
화해금액과도 별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 밖에 금전보상의 신청권이 근로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복직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
는 것도 문제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전보상액을 해고기간 동안의 임
금상당액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비례하여(예컨대 매근속연수마다
최고 0.5개월분의 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의 중간수입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공
제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에게도 금전보상 신청권을 부여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신청한 경우 금전보
상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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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al Analysis of Monetary Award in Case of Unfair
Dismissal
Sung-Hae Cho
An employee who is discharged in breach of the contract may sue
for unfair dismissal. Reinstatement accompanied by back pay has been
the traditional remedy for employees illegally discharged under Labor
Standards Act.
In many cases, however, reinstatement can be an ineffective remedy
for illegal discharges. Few employers accept reinstatement remedy, and
reinstated employees often are discharged again within some years of
reinstatement. Therefore, legislature substituted the traditional remedy of
reinstatement with back pay for the monetary award remedy now
available in section 30 (3).
If the employee don't want reinstatement he could receive monetary
award which corresponds to the backpay or more. Back pay, in this
context,

includes

loss

of

monetary

benefits

in

the

time

of

unemployment attributable to the unfair dismissal.
Perhaps monetary award is the most inexpensive remedy from the
employer's perspective because it costs the employer nothing extra to
pay the employee the reward for the unfair dismissal.
On the other hand monetary award has no advantage to the
employee:

the employee has lost his job with backpay which at any

rate should be paid in case of reinstatement. Consequently monetary
award fails as a remedy.
Another problem is that the employee, who has worked in another
workplace (and therefore received his wage from the new employ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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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found a new job, receives also monetary award in the amount to
70% of his wage at least. This means that he earns more than he has
not been dismissed. Besides, an employee who has worked only a few
months can also demand the monetary award from his employer.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legislatures has to more closely
examine the following points of monetary award:
The amount of monetary award must be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employment; the minimum periods of employment must be required
for the unfair dismissal sue.
Monetary award would not be necessary to compensate an individual
employee for his own economic loss if the employee had more earned
than not being dismissed or obtained another job elsewhere.
Keywords : backpay, monetary award, settlement, unfair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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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체교섭구조 및 그
결정요인과 산업별 다양성 :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고찰*

정 주 연**

국내보다 앞선 산업화를 경험한 영국․미국․독일․일본 등의 선진국들의
단체교섭에 대한 경험을 담은 문헌 검토를 통해서 국가나 산업별로 지배적
인 교섭수준이 어떻게 유사하거나 다르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지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했다. 이 이론적 틀을 통해 국내의 국가나 산업별 지배
적인 교섭구조를 규명하고 설명한다. 이런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연구를 통해
서 본 논문은 국내의 지배적인 기업별 교섭구조는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미
국이나 일본의 구조와 근접하고 그것은 이 선진국들의 경험처럼 산업화의
초기부터 형성된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이와 관련된 정부 역할과 이
들에 영향을 받은 노사관계의 역사, 노사정의 선택과 세력관계와 노조나 사
용자들의 태도나 선택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 국내의 대다수의 산업에서 기업별 교섭구조가 지배적인 것과 대조적으
로 항운하역업의 전국수준의 통일교섭, 자동차 운수 내 시내버스업의 지역수
준의 교섭, 금융과 병원산업의 최근의 산업별 교섭의 성장을 다루면서 국내
에서 산업별 교섭구조의 다양성을 확인했다. 또 이런 교섭구조는 동태적인
변화도 보여서 금속산업에서는 최근에 산업별 교섭이 시도되고 있고 반대로
항운업이나 시내버스업의 집중화된 교섭구조는 분권화의 조짐을 보인다. 국
내의 이런 산업별 교섭구조의 다양성이나 최근 변화는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각 산업별로 다른 기업규모에 따른 산업구조, 정부 개입의 정도, 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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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노조의 이념이나 성장 경로, 사용자의 태도, 노사관계의 역사 등에 의
해 설명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단체교섭을 연구하는 데 산업이나 기업수준
의 중시(meso) 혹은 미시(micro)적인 자료 수집이나 이론적 틀, 국제비교적
인 시각 등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준다. 또 본 논문은 국내나 산업의 지배적
인 기업별 교섭구조가 산업별 구조로 변하는 것은 노조의 선호나 시도만으
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다른 노사관계 주체들의 선호나 선택 등이
같이 부합해야만 가능함을 보여준다.
핵심용어 : 지배적인 교섭수준, 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 집중화와 분권화된 교섭
구조, 국내의 국가별 혹은 산업별 교섭구조

I. 서 론

국내에서 지난 10여 년간 여러 산업별 노조연맹들(industrial union federations)
이 현재에 대다수의 산업들에서 지배적인 기업별 노조 조직이나 교섭구조
(prevailing enterprise-level union organization and bargaining structure)를 산업
별 구조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여러 현실 여
건에 대한 치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없이 한국의 노조들이 산업별 노조나 교섭
으로 갈 수 있고 가야 한다는 식의 규범적 논의로는 충분치 않다. 여기서 현실 여
건이라 함은 한 국가나 산업의 교섭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나 산업수준의 정
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과 이에 영향을 받은 국가나 산업수준의 노사관계
주체들의 행동적 요인, 즉 노조 조직이나 단체교섭 등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
들의 태도나 대응, 노동자들의 의식이나 태도 및 정부의 역할들을 포괄한다.
본 논문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에서 국가수준의 지배적인 교섭구조와
국내 6개의 산업들의 지배적인 교섭구조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구조에 영향을
준 여러 환경 및 노사관계 주체의 행동적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
서 산업별 교섭이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및 다른 안건
등을 다루는 단체교섭이 공장이나 기업수준을 넘어서서 복수사용자들이 관련된
산업이나 지역수준의 집중화된 교섭구조(centralized, multi-employer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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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t industry-or region-levels)를 가리킨다. 이와 반대되는 구조는 공장
이나 기업수준에서 단일사용자가 교섭에 관여하는 기업이나 공장수준의 분권
화된 교섭(decentralized, single-employer bargaining structure at enterprise- or
plant-levels)이다. 한국의 경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주로 결정되는 지배적인 교섭수준(prevailing bargaining level)은 후자에 해당한
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Frenkel, 1993; Jeong, 2007)1). 하지만 어떤 원인
때문에 국내에서 그런 교섭구조가 지배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는
부족하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어떤 노사관계 환경이나 노사 주체의 행동적 요인 때문
에 이런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구조로 정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 산업수
준의 교섭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일부 산업들에서 기업별 교섭이 아닌 산업별
교섭을 해 온 것을 밝히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또 산업별 교섭구조로 전환
하려는 경우에 어떤 장애요인들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체교섭구조
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대한 선진국들의 문헌을 검토하여 이론적인
분석틀을 도출한다. 선진국들 중에서 산업별 교섭구조가 지배적(prevailing
industry-level bargaining structure)인 경우는 주로 독일을 포함한 일부 서부 및
중부유럽 국가들에서 관찰되고,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지배적인 기업
별 교섭구조(prevailing enterprise-level bargaining structure)를 보이는 경우로 분
류되고, 미국도 기업별 교섭구조에 가깝다고 평가된다(Bean, 1994: Windmuller,
1987). 물론 이 논문에서 한 국가의 지배적인 교섭구조(prevailing bargaining
structure)라 함은 국제비교 노사관계연구(Bean, 1994; Windmuller, 1987)에서 교
섭구조를 국가 간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한 국가에서 그런 교섭구조
에 영향을 받는 노조가입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지 그 국가에서 다른
수준의 교섭이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본 논문은 이 선진국들의 경험과 국내의 경험을 직접 비교하기보다 그런 환
1) Jeong(2007)은 한국의 노사관계의 이해에서 기업별 노조나 기업별 교섭이 주요한 구조임
을 강조하고 1970년대의 경제개발기, 1980년대 말의 민주화 이행기, 1990년대 초 이후의
저경제성장기 등에 이 노조나 교섭구조가 어떻게 변모했고 노사관계의 성과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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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요인이나 주체들의 성격을 정리한 이론적 틀을 도출해서 국내의 경험을
비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는 의미에서 국제비교적인 접근(approach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industrial relations)의 방법론을 택했다. 하지만
이 선진국들의 경험은 국가수준뿐만 아니라 산업수준의 교섭구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한 국가 내에서 산업별로 각 산업이 처한 기업규모에 따른
산업구조나 성장 단계나 노사관계의 역사 등의 변수에 의해 다양한 교섭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도 기업별
교섭은 존재하고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일부 산업들에
서 산업별 교섭은 존재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제II장에서는 선진국들의 단
체교섭의 경험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형성한다.
제III장에서 이 이론적 틀을 기초로 미국․영국․독일의 국가수준의 지배적인
교섭구조의 형성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유사한 관점으로 한국의 국가
수준의 지배적인 단체교섭구조의 차이를 설명한다. 제IV장에서는 본 논문의 자
료의 출처나 수집 방법을 논의한다. 제V장에서는 국내 6개 산업에서 교섭구조
의 형성과 최근 변화를 규명한다. 제VI장에서는 제II장의 이론적 틀을 기초로
제V장에서 규명한 산업별 교섭구조의 형성과 최근 변화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
VII장은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논의한다.

Ⅱ. 선진국들의 교섭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틀

선진국들에서 교섭구조는 국가별로 혹은 산업별로 다양하다(Bean, 1994;
Sisson, 1987; Windmuller, 1987). 일본이나 아시아의 많은 신흥공업국가(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에서 기업수준의 단일사용자교섭이 지배적이다(Frenkel,
1993). 또 미국의 많은 산업들과 영국의 현대적 산업(엔지니어링이나 화학)에
서도 이러한 단일사용자교섭이 우세하다. 반면에 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의 가
장 지배적인 교섭구조는 산업이나 지역수준의 교섭이고 1980년대 초반까지 스
웨덴은 국가수준의 교섭을 보였다. 또 미국이나 영국의 역사가 오래된 전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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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국가 혹은 산업수준의 환경
(1) 정치적 환경 : 정부의 역할이나 법적인 환경
(2) 경제적 환경 : 지배적인 상품시장의 특성과 산업구조 및 상품전략,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 단계
(3) 문화․사회적 환경 : 국가나 산업별로 독특한 지배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4) 국가 및 산업별로 다양한 노사관계의 역사
단체교섭 당사자들 및 정부의 구조나 성격, 태도와 선택 및 세력 관계
사용자
정부
노동조합
구조, 태도와 선택
1. 산업구조와 교섭비용
2.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문화
3. 산업이나 기업의 성장 단계
4. 사용자단체의 유용성
5. 노조를 교섭 상대자로 인정
여부
6. 기업의 전략과 구조

전략, 목표와 선택
1. 노조의 이념과 목표
2. 국가별로 지배적인 노동시장 작동원리
3. 공공부문의 여부 4. 노조의 규모
5. 정치의사결정의 영역
6. 산업이나 기업수준의 노조의 다양성이
나 직종의 구성
7. 시장과 기업의 구조 8. 정보수집 필요

노사간의 세력관계와 갈등 및 합의+정부의 개입

단체교섭의 구조 단일 사용자 교섭
(single-employer CB)

공장수준 교섭
회사수준 교섭

복수 사용자 교섭
(multiple-employer CB)

산업/지역수준 교섭
국가수준 교섭

분권화

집중화

노사관계의 성과(industrial relations outcomes)
단체교섭의 안건 - 노사간의 관심사나 주요한 단체교섭 안건이 달라짐. 산별교섭이
될수록 산업수준의 전체 근로자와 관련된 포괄적 안건이 다루어짐.
노조의 구조
- 교섭의 산별로 집중화에 따라 산별노조가 기업별 노조보다 재정
적 혹은 인적 기반의 집중화 및 교섭전략의 결정에서 주도권을 가짐.
노사관계의 성격 - 전반적인 분위기로 노사 타협/갈등, 신뢰/불신이 결정됨. 파업
- 집중화된 교섭은 높은 수준의 파업을 낳음. 기업별 교섭의 파업
보다 산별교섭의 파업은 참여인원은 많고 횟수는 줄어들고 포괄
적인 안건을 다룸.
근로자 경영참여 - 집중화된 산별교섭은 분권화된 기업별 수준의 경영참여 기구를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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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섬유, 건설, 인쇄업)에서도 최근까지 산업이나 지역수준의 교섭이 지배적이
었다. 그러나 지배적인 수준의 교섭이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준의 교섭과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산업수준
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도 그 협약은 각 기업수준의 경영성과에 따라 조정되기
도 한다.
그러면 위에서 논의된 국가나 산업별로 지배적인 교섭수준의 다양성은 어떻
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분석틀은 [그림 1]에서처럼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지배적인 교섭구조는 각 국가의 산업화의 초기부터 형성된 정
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은 교섭구조에 대한 사용자나 노동
조합의 선호도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Bean, 1994; Sisson, 1987;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Windmuller, 1987). 이런 환경이나 행동적 요인과 함께 각 교섭
주체들의 상대적 세력관계나 갈등을 통해서 특정한 교섭구조에 대한 명시적인
혹은(한 교섭 주체의 강한 세력 때문에 강요되는) 암묵적인 정치 및 사회적 합
의가 이루어질 때(그림 1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상자의 사이에 언급됨) 안정적인
교섭구조가 확립된다.
그러면 어떤 환경적 요인들이 이러한 교섭당사자들의 선호도나 선택 및 세력
관계에 영향을 주어 국가별로 혹은 산업별로 지배적인 교섭구조를 결정한 것일
까? [그림 1]의 첫 번째 상자와 두 번째 상자에 언급된 것처럼 우선 정치적 환
경을 보면 단체교섭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약했던 영국의 경우 사용자나 노
동조합의 필요나 협상력에 따라 교섭구조가 결정되어 오랜 산업화의 역사 속에
서 다양한 교섭수준(전국수준의 집중화된 교섭부터 기업이나 공장수준의 분권
화된 교섭 등)이 산업별 혹은 직종별로 혼재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화가 상대적
으로 늦었던 미국이나 스웨덴 및 독일의 경우 정부가 특정한 교섭수준의 형성
에 기여하였다. 미국의 경우 기업수준에서 배타적인 대표권을 가진 노조를 인
정하는 1930년대의 와그너 법은 기업수준의 교섭의 발전을 유도하였다(Katz
and Kochan, 2004). 반면에 친노조적인 사회민주당이 1940년대부터 장기 집권
한 스웨덴의 경우 국가수준의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
결할 수 있게 했고 이 노조가 국가수준의 단체교섭도 주도하게 되었다(Bean,
1994). 일본의 경우에 20세기 초반이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노사관계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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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과정에서 정부의 보수적인 노동정책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업수준의 교
섭을 형성하게 유도하였다(Garon, 1987; Gordon, 1985).
또한 위에서 언급된 각 국가나 산업수준의 경제나 사회적 환경도 [그림 1]의
두 번째 줄의 상자에 보인 것처럼 교섭당사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어 지배적
인 교섭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Bean, 1994; Sisson, 1987; Windmuller,
1987). 특히 각 국가나 산업의 독특한 경제성장 패턴이 독특한 산업구조를 형
성하고 이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 등이 사용자나 노조들의 교섭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많은 산업이나 영국의 전통산
업 (섬유, 의류, 신발, 건설 등)에서 산업화의 초기부터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였고,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채택하였고, 낮은 이윤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특성하에서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를
통해서 단체교섭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노동력의 확보나 임금결정을 둘러싼 지
나친 경쟁을 자제하려고 했다. 또한 한 산업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 사이에
직업적인 연대의식이 높고, 숙련 자격이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도제 과정을 통
해 양성된 숙련수준이 유사하고, 기업들에 유사한 내부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
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유사해질수록 근로자들이나 노조들끼리도 상당한 연
대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지역이나 산업수준에서 공
동의 요구안을 담은 교섭을 선호하였다(Jackson, Leopold, and Tuck: 1993). 즉
이런 노동시장의 여러 특징들이 교섭구조와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
반대로 각 산업에서 적은 수의 대규모 기업들이 산업화를 주도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이 기업들은 그들끼리의 경쟁이 제한되는 과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기업 내에서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채택하며 높은 이윤율을 확보할 수 있었
다. 결과적으로 각 회사들은 회사 내에서 노사문제를 대처할 수 있었고 그 회사
의 경영성과나 지불능력을 잘 반영하는 단일사용자교섭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
한 이러한 산업구조하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나 숙련수준은 기
업별로 아주 상이해서 노조들도 기업단위의 교섭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그림 1]의 두 번째 줄의 왼쪽 상자에 언급된 것처럼 미국에서 회사
최고경영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는 기업 문화나 일본의 가
족적 기업 문화를 강조하는 유교적인 사회 및 문화적 환경 등도 기업별 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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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성장을 유도하는 요인이다(Bean, 1994). 이 밖에 미국의 경우 유럽의 여
러 나라들에서 이민 온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언어나 문화적
전통이 상이했던 것도 근로자들끼리의 유대감과 연대를 강조하는 산업이나 지
역수준의 단체교섭을 저해한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했다(Wheeler and McClendon,
1998).
또 영국의 경험을 보면 기업들의 전략이나 구조도 교섭구조와 연관성을 보인
다(Jackson, Leopold, and Tuck, 1993). 즉 기업 활동이 단일하고 통합되며, 기
업 성장에서 합병이나 통합이 적을수록, 미래의 상품 전략이 현재의 시장점유
율을 유지하려는 수세적일수록, 기업의 회계가 집중화되고 마케팅도 집중화되
어있고 단일 상품에 집중될수록, 기술변화가 집중화된 방식으로 고안되어지고
통합적일수록, 기업 문화가 강하고 통일될수록, 회사의 지역지부들의 경영자들
이 영향력이 약할수록, 경영자들의 직무경로가 기능적으로 조직되고 중앙에서
통제될수록 집중화된 교섭이 유리해진다.
또 [그림 1]의 두 번째 줄의 오른쪽 상자에서 국가나 산업수준의 환경에 영향
을 받아 산업별 교섭을 촉진하는 시장이나 노동조합 측의 요인들이 열거되어
있다. 즉 노조의 이념과 목표가 진보적일수록, 국가별로 지배적인 노동시장 작
동원리가 직종별 숙련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할수록, 공공부문일수록, 노조의 규
모가 클수록, 정치 의사결정의 영역에서 노조가 발언권을 가지려 할수록, 산업이
나 기업수준의 노조의 다양성이 낮고 직종의 구성이 단순할수록, 시장과 기업의
구조가 단순한 중소기업 중심일수록, 집중화된 산업별 노조를 통해 정보수집의
필요가 높을수록 산업별 교섭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인다(Fiorito, Gramm, and
Hendricks, 1991). 하지만 이런 노동조합의 요인들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와의 세
력관계와 갈등 및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면에서 그것만으로 교섭구조가 결정되
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나 선진국들의 상황처럼 노사관계의 주
도권을 사용자들이 쥐는 노조 수세적인 상황 하에서 이런 노동조합 측의 요인
들(두 번째 줄 오른쪽 상자)을 보면 사용자 측의 요인들(두 번째 줄 왼쪽 상자)
이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는 주로 국가수준의 노사관계의 환경이 언급되었지만 산업수준의 환
경도 교섭 주체들의 태도나 선호에 영향을 주어 교섭구조에 영향을 주어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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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로 다양한 교섭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어떤
산업이 공공부문에 속하고, 정부의 개입이 많을수록 노조가 용인되거나 기업수
준을 넘어선 지역이나 산업수준의 교섭이 가능해지곤 한다. 또 한 산업이 중소
기업으로 주로 구성된 구조를 보일수록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사용자들은
산업수준의 복수사용자교섭을 선호할 수 있다. 또 어떤 산업에서 노동조합이
성공적인 사용자와의 파업이나 교섭의 역사를 가지고 직업적 연대의식이 강할
수록 기업수준을 넘어선 산업별 교섭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또 그 산업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시장의 영역이 기업수준인가 혹은 산업수준인가, 즉 산
업특수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도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주어 기
업별 혹은 산업별 교섭을 촉진한다.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 즉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미국과 호주에서 이
국가별로 지배적인 단체교섭구조, 특히 단체교섭수준은 노사관계의 여러 성과
에 실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legg, 1976). [그림 1]의 맨 아래의 상자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섭수준에 따라 노사간의 관심사나 교섭 안건이 달라진다. 또
노조의 구조도 집중화되면 산업이나 국가수준의 노조의 역량이 강화되고 분권
화되면 기업이나 공장수준의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진다. 또 노사관계의 성격이
나 파업 및 근로자 경영참여의 구조도 단체교섭의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체교섭구조란 노사관계의 여러 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교섭수준의 결정인 세 번째 상자와 그것의 노사관계의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집중화된 산별수준
의 파업이나 노사간의 관심사에서 노동조합의 관심사가 산별교섭으로 해결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산별 교섭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두 상자의
인과관계는 [그림 1]의 두 개의 화살표가 보이는 것처럼 쌍방적이다.
결론적으로 [그림 1]에서 도출된 분석틀은 국내의 단체교섭에 대한 연구에서
두 가지의 활용 가능성을 보인다. 첫째, 제III장에서 다루는 것처럼 국내의 지배
적인 교섭구조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 틀에 따르
면 한 나라의 지배적인 교섭구조는 그 나라의 노사관계의 여러 환경(첫 번째
줄의 상자에서 언급)과 이에 영향을 받은 단체교섭 당사자들 및 정부의 행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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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 번째 줄의 상자에서 언급)이나 이들간의 세력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
다. 둘째, 이 분석틀은 제IV장과 제V장에서처럼 국내의 산업별로 다양한 교섭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즉 한 산업에서 지배적인 교섭구조는 첫 번째
줄의 상자에서 언급한 환경적 요인들, 즉 한 산업이 처한 정치적 환경(즉 산업
과 관련된 정부정책이나 규제 등), 경제적 환경(산업구조와 산업의 성장 단계
등), 문화․사회적 환경(한 산업이 처한 노동시장의 특성이나 이에 따른 노동자
들의 의식이나 직업적 연대 등), 산업특수적인 노사관계의 역사에 영향을 받는
다. 이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산업수준의 사용자의 성격이나 태도 및 노동조
합의 태도(두 번째 줄의 상자에서 언급)와 이들간의 세력관계가 산업별로 다른
교섭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Ⅲ. 한국의 기업별 교섭구조의 역사적 고착 : 선진국들과의
비교

본 장은 위의 제II장에서 도출된 단체교섭구조의 결정에 대한 분석틀을 기초
로 여러 선진국들에서 국가수준에서 다른 지배적 교섭구조가 정착된 것을 설명
한다. 또 이 분석틀은 국내에서 어떻게 국가수준에서 기업별 교섭구조가 지배
적으로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아래의 제1절과 제2절에서 이 주
제를 각각 다룬다.

1. 독일, 미국, 일본의 국가수준의 교섭구조의 결정요인들
독일과 미국 및 일본의 교섭구조에 대한 학계의 이해는 <표 1>과 같이 정리
될 수 있고 이것은 [그림 1]의 분석틀에 기초해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이 분석
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표에서도 국가의 환경적 요인은 중요하다. 전형적인
산업별 교섭을 보이는 독일의 경우 친노조적인 정부의 역할과 노조를 경제 및
사회정책의 결정에서 주요한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는 법적 환경, 중소기업
중심의 사용자단체가 발달한 경제적 환경, 직종별로 분류된 전국수준의 숙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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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인정하는 노동시장 하에 직업적 연대의식이 강한 문화와 사회적 환경 등
이 중요하다(Bean, 1994). 또 강력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연대를 강조하는 노동조합의 성장의 역사도 중요하다(Schneider,
1991).
독일과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타나는 기업별 교섭은 친노조적인 정당
이 부재하거나 약한 정치적 배경이 중요하다(Bean, 1994). 또 독일과 반대로 이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지위는 인정 안 되는 법적 환경이
지배적이다. 또 경제적 환경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문화와 사회적 환경으로는 정규직 직원으로 기업에 대한 소
속이 중시되고 강한 기업 문화가 지배적인 노동시장의 운영 원리가 강했다. 미
국의 경우도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경영자들의 강력한 권한에서 보이는 것처
럼 강력한 경영권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이 중시되는 기업 풍토가
지배적이었다. 독일의 노동시장에서 충만한 직업적 연대의식과 사회주의적 이
데올로기와 대조적인 풍토인 셈이다.
이런 불리한 환경적 영향 하에 미국․일본 모두 진보적이고 강력한 연대를
지향하는 노조운동은 좌절되면서 노조활동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치중
하는 기업 교섭에 만족해야 했다(Bean, 1994; Gordon, 1985; Katz and Kochan,
2004). 특히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노동운동에서 그 전부터 태동하
던 사회주의 세력이 강해졌지만 이들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연합군
사령부나 일본 정부에 의해 억압되고 제거되었다(Gordon, 1985).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온건적인 사회 개혁을 위한 노조의 조직, 교육 및 협조를 강조하던
1869년에 조직된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 운동이나 자본주의 체제를 더
욱 비판적으로 보며 급진적인 산업별 노조주의를 지향하던 IWW(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운동 등도 그 내부의 분열로 좌절되었다(Katz and
Kochan, 2004).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실리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가
미국의 노동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에 의해 주창되면서 미국
노동운동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그림 1]의 분석틀에 따라 <표 1>에서처럼 이러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적 환경과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경로에 영향을 받아 노사정의 행동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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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교섭구조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독일과 미국 및 일본은 이 행동
적 요인들에서 구별된다. 독일에서는 정부의 인정과 지원 하에 강력한 산업이
나 지역별 노조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하부노조를 강력히 통제할 영향력을 가지
고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지향하는 임금 및 경영참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Schneider, 1991).
<표 1> 선진국의 산업별 혹은 기업별 교섭의 결정요인 및 노사관계 성과
평가 기준들

산업별 교섭(독일)

기업별 교섭(미국․일본․한국)

국가수준의 환경
정부 역할

친노조적인 사민당의 집권과 지 친노조적인 정당의 부재나 혹은
속적인 정치적 영향력.
약한 정치적 영향력.

법적 환경

직업훈련과 같은 노동과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자유
이슈들에서 산업․지역별 노동조 시장 메커니즘의 강조나 노동조
합의 발언권 부재.
합의 발언권 인정.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사용자단체
중소기업이 중요한 산업구조 하 의 발달이 저조함. 대기업 중심의
경제적 환경 에 산업화 초기부터 사용자단체 산업구조도 그런 결과를 낳음. +
가 발달.
한국의 성장제일주의적인 정부 주
도의 산업화로 노조 자체를 부인.
직종별로 분류된 노동시장의 발달
에 따른 직업적 연대의식 형성으
문화․사회적 로 노조 형성의 기초 원칙이 됨.
환경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숙련자격증
이 채용이나 승진 등에 중요한
기준.

노사관계의
역사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직종 연대
보다 기업 소속이 노조 형성의
기초 원칙이 됨. 일본의 강한 기
업 문화와 미국에서 강력한 경영
권을 인정하는 기업가 정신의 강
조.

자유주의나 국가 주도적 이데올
로기(한국과 일본)의 영향 하에
노조의 성장이 효과적으로 억제
강력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됨; 강력한 연대를 지향하는 노조
영향 하에 노조가 형성 및 성장;
운동(미국의 IWW, 일본과 한국
강력한 연대에 기초한 성공적인
의 1940년대 후반의 사회주의 세
노조운동.
력, 한국의 전평)의 좌절; 노조운
동은 차선(second-best)적인 기업
교섭구조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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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평가 기준들

산업별 교섭(독일)
기업별 교섭(미국․일본․한국)
노사정의 행동적 요인들

정부의 인정 하에 산업별 노조가
성장하고 이 노조나 사용자단체
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 상부노조
노사정의 선 나 사용자단체가 하부조직을 규율
택과 세력관 적으로 통제 가능; 정부의 선택과
계
위협적인 노조운동 때문에 사용
자의 인정. 산업별 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solidarity를 유지하는
임금, 경영참여정책 집행.

정부(미․일)은 산업별 노조의 이
념과 활동에 호의적이지 않았음;
대기업 구조하에 사용자단체도
역할을 못함; 사용자는 원할 때
언제든 노조를 밀어붙일 비축된
힘 보유. 기업수준의 정규직 근로
자만 혜택 받는 이기적이고 배타
적인(exclusive) 정책의 수립과
집행.

1840년대와 1950년대부터 산업․지
역별 노조가 형성됐고 1880년대와
1990년대의 비스마르크 정부의 탄압
하에 이런 교섭구조가 심화됨.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집중화된 노조구
조가 재건되고 계속 유지되었고 통
일 후에도 지속됨.; 하지만 기업별
유연화 요구 하에 산업별 노조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는 ‘조정된
분권화(coordinated decentralization)’
의 요구에 직면함.

1860년대 급진적인 노조운동의 실
패 이후 business unionism을 주
창한 AFL이 주도권 가짐(미); 사
회주의적인 노동조합들은 1920년
대와 1940년대 이후 약화되고 어
용적이고 실리적인 기업노조가 강
해짐(일); 전평에 의해 주도된 일
시적인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운동
이 소멸된 후 과격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운동으로 호도됨(한국).

노조운동의
역사

단체교섭안
건과 관심사

노사관계의 성과
산업이나 지역수준의 전체 근로
기업수준의 근로자들의 좁은 경
자의 경제․사회 및 정치적 관심
제적 관심사
사 + 기본적인 임금수준 결정.

노조구조와 조
상부 산업노조가 강력한 영향력
직, 교섭 및
(자금이나 권한에서)을 유지하고
파업의 결정
강력한 결정권 행사
권
기업이나 공장수준에서 타협적인
노사관계
이슈들이 공동결정제로 다루어져
성격
신뢰가 높음.
근로자경영 기업이나 공장수준의 경영참여
참여
발달.
산업․지역수준의 적은 빈도(frequency)
이지만 큰 규모(size)의 파업. 많
파업
은 노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파
업 이슈.

하부 기업노조의 조직, 교섭, 파
업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음.
사용자의 효과적인 노조 통제가
부족한 상황(한국과 미국)에서 노
사간의 단기적 힘 겨루기 지속.
노사간의 단체교섭과 근로자 경
영참여의 혼재.
빈번한 빈도의 적은 규모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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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평가 기준들

산업별 교섭(독일)

기업별 교섭(미국․일본․한국)

교섭 주체의 입장에서 본 장단점
연대를 통한 강한 노조세력 형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나 고용
노조의 입장 불안 등의 큰 이슈를 사용자들에
대한 압박이나 입법 등으로 효과
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함.

유리한 지위의 노동자들(대기업,
공기업)이 선호(한국과 일본); 파
편화되고 약한 노조 세력 유지로
노동자들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제도화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한
효과적이고 전략적 대응 어려움.

노동시장에서 인력확보 경쟁을 회
피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비
사용자의 입 용의 표준화 유도; 기업특수적인
장
유연성 요구에 경직성이 드러남;
산별노조의 위협적인 정치 및 사
회적 영향력.

기업특수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요
구에 유연성 있게 대응함; 노조
어용화나 온건노조 세력을 키우는
여러 대책 수립이 용이함(한국과
일본); 경기활황때 경쟁적인 기업
간 교섭의 임금상 승경쟁의 위험.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은 정치 지향적이고 전국적인 산업별 노조에 대한 억압
적 환경 하에 제한적인 경제조합주의만 허용되었고 대기업구 조하에 사용자단
체의 역할도 약했다. 특히 미국의 비정치적인 실리적 조합주의(apolitical business
unionism)는 이런 노조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또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급진
적인 산별노조운동이 약화된 이후에 일본 기업의 사용자들은 온건한 어용노조
를 키우는 작업에 정진하여서 중요한 노조 사업장에서 그런 노조들이 1950년대
와 1960년대에 과거의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대체하게 되었다(Gordon,
1993). 결국 현재의 일본의 온건한 기업노조 중심의 노조 지형은 채찍과 당근
(sticks and carrots)을 적절히 결합한 일본 정부와 사용자들의 전략의 산물인 셈
이다. 미국도 좀 더 이념적이고 정치 지향적인 노조활동이 좌절되고 미국의 경
제주의적인 노동연맹(AFL)이 주류 운동으로 등장하고 이런 역사적 경로가 미
국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풍토와 결합되면서 기업수준에 머무는 경제조합
주의가 중요해졌다(Katz and Kochan, 2004).
[그림 1]의 분석틀에서 따라 <표 1>에서처럼 노사관계의 환경과 노사정 주체
들의 행동적 변수에 따라 노사간의 세력관계와 갈등 및 합의는 국가별로 달랐
다. 특히 교섭구조의 형성이나 부분적인 변화 시기에도 노사의 선택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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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산업화의 초기인 1840년대부터 강력한 산별․지역별 노조와 교섭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19세기 말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구조가 정
착되었다. 독일통일 이후 1990년대에 분권화의 압박이 거세지만 그런 변화는
집중화된 교섭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낳는 정도는 아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
우 급진적인 노조운동의 실패 이후 실리적 조합주의가 정착되었다. 일본도 1920
년대와 1940년대에 사회주의적인 연대 중심의 노조운동이 생겼다가 약화되었
고 실리적이고 기업수준의 노조가 정착되었다.
끝으로 <표 1>에서 각 교섭구조의 장단점이 열거되었다. 노조의 관점에서 산
업별 교섭의 최대의 장점은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노조세력을 형
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증가나 고용불안
의 큰 이슈를 사용자들에 대한 압박이나 입법 등으로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성이 강한 정치적 성향의 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독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Rasmussen, Lind, and Visser, 2004). 반대로 기업별 교섭의 경우 노
조조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높은 임금이나 좋은 근로조건을 교섭으로 따낼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노조의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다(Jeong. 2007; 정
주연, 2006). 하지만 기업단위의 파편화된 구조로 약한 노조세력화만을 낳아서
노동자들의 공통의 관심사에 제도의 개선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못 가지는 구
조적이고 태생적이며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Jeong, 2003, 2005). 이것이 국내의
노조들이 산업별 교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주요한 이유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비용을 둘러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담이 되는 중
소기업의 경우 산업별 교섭을 통한 노동비용의 표준화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별로 다양해지는 상품 전략이나 기술정책과 이를
위한 임금이나 작업조직의 변화가 필요할 때 산업별 교섭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표준화를 고집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산업별 노조가 기업수준의 노조 지부들
의 힘을 결집한 강력한 세력으로 사회 및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도 사용자
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나 교섭은 경기활황때 경쟁적인 기업간 교섭의 임금상승
경쟁의 위험을 가진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업특수적인 상품 전략, 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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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및 인사 및 작업조직정책의 변화를 위해 기업별 노조는 높은 유연성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 기업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노조의 지도부를 형
성하므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① 노조의 형성 초기의 불법개입이나 영향력 행
사나, ②정기적인 위원장 선거에 대한 직간접 영향이나, ③노조가 교섭이나 파
업전략을 수립할 때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어서 노조 어용화나 온건
노조 세력을 키우는 것이 용이하다(Jeong, 2003, 2005, 2007). 이것들이 국내의
많은 사용자들이 여러 노조가 지향하는 산별 교섭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2. 국내에서 기업별 단체교섭구조의 고착
[그림 1]의 분석틀은 국내에서 왜 기업별 교섭구조가 지배적으로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우선 국내의 노조형성 초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해방 후, 즉 자주독립국가 내에서 본격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용인되던 1940년
대 후반이 국내의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구조의 형성에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
기에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은 이 시기의 기업 경영이
나 국가 운영처럼 후진적이었다. 즉 왜 노동자들이 노조조직을 위해 단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체교섭이나 파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또 왜 그런 노력
이 국가수준에서 경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실하고 충분한 인식을 가진 노조
지도자들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노조활동이 국가의 형성만큼 오랜 역사와 전
통을 자랑하던 영국 혹은 유능한 노조지도자들이 많았던 독일과는 반대로 국내
에서 노조의 형성은 노조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부족 하에 항상 국가의 통
제와 조정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특히 유교적인 문화의 전통 하에 산업화 초기의 노사관계의 틀의 형성에서도
국가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었고 이것은 전국노동조합평의회(이하에서 전평)
의 형성과 소멸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평은 앞의 미국의 IWW나 일본의
1940년대 말의 사회주의 운동과 비교될 수 있는 사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노
동운동이었고, 이 조직의 구성이나 결의문이나 일반행동강령 등에서도 잘 드러
난다(박영기․김정한, 2004). 즉 전평의 지도층의 주류파는 조선공산당 계열이
었고, 주요한 노동정책은 임금노동 폐지, 최저임금제 등을 주장했다. 이것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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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를 부인한 급진적인 노동운동
인 셈이었다. 사용자와의 투쟁에서도 전평은 기업수준을 넘어선 산업이나 전국
수준의 파업을 요구하곤 했다. 전평은 미군정과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탄압
을 받아서 소멸되었지만 그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개발기에 정부정
책에 반대하는 과격한 노동운동은 분단의 현실 하에 사회주의 세력으로 모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1950년대에 권위에 대한 노조의 종속적인 관계는
이승만 정권에서 대한노총의 친정권적인 정치 행태에서 잘 드러난다.
국내에서 노동조합 성장의 초기에 정부에 의해 주도된 전평의 소멸과 대한노
총의 부패는 정부정책에 대해 독자적으로 반대를 제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노
동조합운동의 부진한 발전을 초래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3년에 노동법을 제
정한 후 4․19혁명 이전까지 기간의 기업단위의 주요 노동쟁의의 원인과 진행
과정 및 노사간의 대립의 유형, 최종적인 해결방향 등으로 자세히 정리한 연구
(송종래 외, 2004, pp.360~401)에서 보면 이 시기의 대다수의 쟁의가 기업단위
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일부 노조지도자들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 쟁의들에서 연대와 참여에 기초한 조합원들의 충분한 노조의
식이 부족하고 대한노총이나 산별연맹의 지원도 부족한 상황 하에서 사용자들
의 금권과 경찰력을 동원한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에 노조가 굴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1950년대에 정부는 노동법에 따라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할 권위나 의
지를 보이지 않았다(송종래 외, 2004).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나 검찰의 젊은
일부 검사들만이 노동법의 중요성을 믿고 불공정 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에
대한 처벌할 의지를 보였다. 반대로 노동자나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갈등에 직
접 관여하게 되는 일선 정부기관인 각 지역(부산, 대전이나 충청남도 등)의 지
방노동위원회나 도청 혹은 도나 시 단위의 경찰 등의 경우 공정한 행정권을 행
사하려는 의지가 심각하게 부족했다. 그 대신 이 지방의 정부기관들은 노사 대
립시 회사의 금권에 매수되거나 회사의 사장이 가진 경무대와의 연결 혹은 그
사장이 민의원이라는 정치력 등에 쉽게 굴복하곤 했다.
이렇게 노조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정치 및 사회적 환경 하에 대한노
총과 그 산하의 산별노조연맹들은 대체로 무능하거나 부패한 경우가 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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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1950년대에 수많은 노동쟁의나 분규시 대한노총이나 산별노조연맹이
수세인 기업수준의 노동조합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이나 보호를 못했던 것에서
잘 드러난다. 결국 1950년대에 노사간의 싸움은 막강한 영향력과 자본력을 앞
세운 회사가 지역의 경찰의 비호 속에서 사면초가 상태인 기업단위 민주노조세
력을 분쇄하는 싸움이었다. 대다수의 경우에 이런 노사간의 싸움은 노동법이나
정부 또는 상급노조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노조의 패배로 귀결되었다(송종
래 외, 2004).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런 한심한 국내의 노사관계의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5․16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대한노총과 산하 산별노조
연맹의 해산을 통해서 부패하고 무능한 노조 상층부의 길들이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그 이후도 한국노총과 산별연맹은 무력이나 권력을 가진 정권에 충
성하는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민주노조의 성장은 기대하
기 어려웠고 노조의 제한된 조직이나 교섭 및 파업의 활동도 기업수준에서 크
게 벗어나기 어려웠다. 일부 민주기업노조들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조운
동에 대한 의지나 노력은 있었지만 주위의 다른 노조들의 연대나 지원 혹은 국
가나 산업수준의 노조연맹들의 지원 없이 그런 노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
하고 약화되곤 했다. 또 전평의 해산은 국내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지향적
이고 기업수준을 넘어선 노조활동이 사회주의 세력으로 몰리고 남한 지역에서
용인되지 못한다는 암묵적인 사회 및 정치적 합의를 형성하게도 작용했다.
국내의 산업화 초기의 기업의 지배적인 문화도 제한적인 기업수준의 임금인
상과 관련된 노조활동만을 마지못해 용인(tolerate)할 정도였다. 즉 강력한 산별
노조가 조직되어 산업수준의 교섭을 요구하거나 경영권을 간섭하거나 기업에
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줄 산업재해나 퇴직금 등에 대한 법을 요구한다면 사용
자들은 단호히 거부할 태세였다.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의 일부를 노조는 임금인상이나 상여금 형태로 요구해
서 획득했고 경영성과가 부진한 해에는 그런 임금교섭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
인 상황이었다. 또 독일이나 영국처럼 산업화 초기부터 직종별 노동시장이 발
달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산업화 초기부터 기업별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노동자들이 직종이나 산업수준의 연대감보다 기업에만 높은 소속감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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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만이 성장할 노동시장의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산업화의 초기부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단체교섭은
기업수준에서 허용되었다. 국내에서 급진적이고 정치 지향적인 노동조합세력
이 제거된 것이나, 기업수준의 보수적이고 경제적인 노동조합 활동만이 용인되
게 한 억압적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은 독일과는 아주 대조적이고 미
국이나 일본과 아주 다르지 않다. 결국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국내의 기업별
노조나 교섭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현재의 구조는 상당한 경로의존성을 발휘하
며 이것은 노동조합만의 시도로 크게 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에서 다루는 것처럼 국내의 이런 지배적인 기업별 교섭구
조 하에서도 일부 산업에서는 이런 구조를 이탈하는 교섭구조를 형성해 왔고
이런 상황 역시 위의 제II장의 분석틀로 설명이 가능하다.

Ⅳ. 본 논문의 자료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국내의 산업은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노조가 건재한
산업인 제조부문의 금속과 화학산업, 서비스부문의 자동차 운수, 항만(부두하
역), 금융, 보건의료산업이다. 국내의 단체교섭의 지배적인 수준의 산업별 다양
성과 그 결정요인을 이해하는 데 이 6개 산업의 사례는 중요하다. 보건의료산
업을 제외한 이 5개의 산업들은 1970년대의 경제개발기(1960년대 초~1986년)
에 국내 노조조직의 중요한 본거지였다. 이 중요성은 민주화 이행기(1987~1996
년)와 낮은 경제성장기(1997년~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속과 화학산
업은 기업수준의 교섭이 지배적인 산업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금속산업에서 산
업별 노조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산업별 노조나 교섭에 대한 실험이 진행중이
고 금속의 대기업 노조들이 가입함에 따라 그 산업별 노조의 규모는 커졌다.
같은 제조 부문에서도 금속산업과 대조적으로 화학산업은 기업별 교섭구조가
지배적이다.
국내에서 자동차 운수, 항만 및 금융산업도 오랜 노조활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개발기에도 자동차 운수와 항만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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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준이 아닌 지역수준의 교섭구조를 유지해 왔다. 민주화 이행기에는 이런
지역수준의 교섭 공조(coordination) 체제가 강화되기도 하다가 최근에는 그런
공조가 약화되고 두 산업의 노조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교섭의 균열 조짐마
저 나타나고 있다. 금융산업은 개별 은행 혹은 기업수준의 노조조직이나 교섭
이 지배적이었지만 은행의 특성(시중, 국책, 외국계)별로 교섭이 공조되는 경우
도 많았고 전국수준의 노사협의가 활성화되기도 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화 이행기에 형성된 대학 부설병원들의 기업노조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헌신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보건의료노조가 1998년에 출범하면서 국내에서 산
업별 교섭으로의 전환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 1970년대에 민간제조업 부문에서 노조조직, 단체교섭 및 파업활동
에 관한 자료가 화학노조에서 거의 유일하게 잘 보존되고 정리되어 있다. 이런
자료는 필자가 화학노조 간부와의 인터뷰나 협조를 통해서 1970년대의 연도별
활동보고의 수집과 화학노조 20년사와 40년사(전국화학노동조합 연맹, 1987 &
2004)를 통해 수집했다. 또 금속노조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필자는 현대자동
차나 기아 및 대우자동차 및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부품회사들인 세종공
업이나 경주에 소재한 여러 중소 기업체들의 노조들을 여러 번 방문해서 기업
규모에 따른 노조조직이나 단체교섭의 차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왔다.
특히 2007년 하반기에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의 조직 진단을 통해서 산
업별 노조로서의 이 노조의 현재의 상황과 개선을 위한 진단안을 제시하기 위
한 연구(정주연․반가운, 2007)를 주도하면서 금속노조 본조,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대림자동차의 기업지부와 울산 및 경남지역지부의 여러 간부들을 만나
서 금속노조의 교섭 현황을 자세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필자는 자동차
운수노조의 경우 이 노조의 40년사를 집필(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03)하면
서 이 산업 노조의 조직이나 교섭 및 정책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이 노조에 대한 좀 더 최근의 자료는 이 노조의 간부와의 인터뷰를 통
해서 수집했다.
금융노조의 경우 이 노조 40년사(전국금융노동조합, 2000)와 주요 연도의 활
동보고를 참조했다. 항운노조의 경우 이 노조의 간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항
만 노조조직의 규모와 변화 및 최근의 지역별 교섭에 대한 자료를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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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집했다. 또 항만노조의 최근의 연도별 활동보고도 얻어서 참조했다. 끝으
로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필자는 현재 이 노조의 20년사 집필에 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조가 가지고 있는 노조조직이나 산별 교섭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
을 접할 수 있었다.

V. 국내 산업들의 단체교섭구조의 형성과 최근의 변화

이 장에서는 국내에서 화학, 금속, 항운, 시내버스, 금융과 병원산업에서 각
산업별로 지배적이던 단체교섭구조와 최근의 변화를 다룬다. 우선 이 시기에
국내의 노동조합운동을 주도하던 여러 산업들에서 기업수준과 이 수준을 넘어
서는 지역 혹은 산업수준의 노사관계가 혼재해 있었다. 즉 앞의 제Ⅲ장에서도
논의한 것처럼 국내의 지배적인 교섭구조(prevailing bargaining structure)는 기
업수준의 교섭이지만 이 교섭에서 이탈하는 산업의 사례들이 있었다. 본 연구
가 고려하는 화학산업은 섬유산업과 함께 국내의 제조업에서 1950년대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노조 형성과 교섭 및 파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 조합원의 규모나 파업이나 교섭력에서 가장 중요한 노조세력을 형성
해 왔다. 하지만 이 산업들에서 단체교섭 및 파업이나 노조조직에 대한 문헌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993; 전국섬유연맹 1970년대 주요 연도별 활동보고;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1987; 이옥지, 2001)을 보면 화학의 모든 산업과 섬유
의 면방 부문을 제외한 여러 부문들(합성섬유 등)에서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에
서 기업노조주의가 지배적이었다. 마찬가지로 금속산업도 2000년대 초까지도
기업수준의 교섭구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지배적인 국내의 기업별 교섭구조에서 벗어나게 예외
적으로 국내의 전통 내수 서비스산업에서는 지역이나 산업별 교섭구조가 유지
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동차 운수의 시내버스 부문과 항운산업은
수십년간 지역별 교섭구조를 유지해 왔다. 본 논문이 다루지 않은 어선의 선원
들을 조직한 선원노조와 섬유의 면방 부문도 각각 지역별과 전국단위 산업별
교섭을 유지해 왔다(정주연, 2001). 반면에 금융노조는 기업별 교섭구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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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지만 정부가 권장하는 특성별 은행 간에 임금교섭을 둘러싼 조율이 빈번히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산업은 2000년에 전국금융
산업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산업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
의 경우 노조를 가진 병원은 1987년까지 3개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노조들이
1987년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1998년에는 산별노조로 보건의료노조를 만들고
2004년부터 산업별 교섭을 시도해 왔다.

1. 화학과 금속산업의 기업별 교섭의 형성과 금속의 산별노조의 실험
아래의 <표 2>에서 보면 화학노련의 경우 조합원수가 1970년에서 1980년에
35,000명에서 168,000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화학노련에 의해 1987년에 발
간된『화학노조 20년사』는 국내에서 1970년대에 노동조합 운동이 활발했던
화학산업에서 기업별 노조나 화학연맹의 활동을 자세히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
이다. 화학노조는 연맹주도하에 산별노조단위의 임금투쟁을 전개하여일률임금
인상 투쟁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면 1975년에 본부는 18개 업종별로 분류하여
전체평균 69.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로 16개의 분과(시멘트,
제혁, 제지, 요업, 고무, 비료, 정유, 식품, 식료, 주류음료, 제분, PVC․합성수
지, 합판목재, 화공제품, 의약품, 일반화학관련)에서 임금교섭에서 분과별로 유
사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다(화학노련, 1987: 429~439). 즉 화학산업 전체의
대산별 교섭이 아니고 그 산업의 분과별로 소산별 교섭이 진행된 셈이다. 이렇
게 대산별 교섭이 어려웠던 것은 화학산업의 분과를 구성하는 기업의 규모나
성장률 등이 분과별로 달라서 지불능력이 상이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화학산업의 분과내부의 소산별 교섭도 유사한 임금인상률 요구도 다른 규모의
회사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유사하게 만들자는 강력한 의식에 기반
을 둔 연대임금정책(solidarity wage policy)에 기초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 회사내에서 사무직의 경우 학력간 임금격차나 생산직 노동자들의 기능수준
에 따른 임금격차가 현저했고 분과내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도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또 노사분규의 유형을 보아도 주로 회사별 분규
이고 분과별로 분규는 없었다. 하지만 화학산업에서 분과별로 임금교섭은 비교

국내 단체교섭구조 및 그 결정요인과 산업별 다양성: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고찰(정주연) 

189

적 활성화되어있었고 이것은 특히 중소규모의 기업들로 조직된 분과의 경우에
활발했다.
화학노조의 18개 분과중 대규모의 회사들이 많은 석유화학이나 시멘트 분과
등은 1,000인 이상을 고용한 대규모의 기업이 많았고 이들은 자본집약적인 생
산방식과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부문의 대기업들은
회사측이 기업수준의 단체교섭을 선호했고 더 높은 임금을 얻어낼 수 있기 때
문에 기업노조들도 이런 교섭을 선호했다. 반면에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많은 식품, 제지, 제약부문들의 경우 그 부문단위의 노조나 그 이하의 지역단
위의 교섭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이 부문들에서도
<표 2> 국내 6개 산업과 국내의 총조합원수의 연도별 변화
(단위 : 1,000명)

금속

화학

자동차
운수

1963
1965
1970
1975
1980

9
9
26
53
124

13
16
35
72
168

26
34
63
126
158

1986

119

129

1987

138

1988

6)

7)

항운

금융

보건의료

국내

18

7
7
18
32
64

224
294
469
750
1,049

145(81)1)

92

1,035
(12.3%)2)

199

173(82)

1273)+124)

1,267
(13.8%)

295

192

89

104+20

1,707
(17.8%)

1989

356

214

91

38

112+33

1,932
(18.6%)

1990

3895)

181

85

37

123+47

24

1,886
(17.2%)

1991

312

168

87

37

126+43

26

1,803
(15.8%)

1992

262

161

86

35

138+46

25

1,734
(14.9%)

1996

169

111

88

33

137+67

35

1,59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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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금속

화학

자동차
운수

항운6)

금융

보건의료7)

국내

1,402
(11.5%)
1,550
(10.8%)

1998 124+1908)

88+25

79

32

108+61

35

2003 113+175

64+30

80

26

77+69

39

2007 106+147
2008 107+1529)

51+

79

25
24

86+65

38

주 : 1) 1988년에 자동차운수노련에서 택시노련이 분리됨에 따라 택시노련을 제외한
자동차운수노련의 조합원수를 1986년부터 괄호 안에 나타내고, 1988년부터는
자동차운수노련의 수만을 나타냄.
2) 마지막 열의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의 노조조직률임.
3) 이 열의 1986년까지의 수와 1987년 이후의 +이전의 첫 번째 수는 금융노련의
조합원수임.
4) 이 열의 1987년 이후의 + 이후의 두 번째 수는 보험노련과 사무금융노련(1995
년에 합병하여 1999년에 사무금융노련으로 바뀜)의 조합원수의 합임.
5) 이 표에서 줄쳐진 숫자는 각 산업별 노조연맹의 조합원수가 최고 수준에 이른
수를 나타냄.
6) 항운노조의 경우 1980년에 부두와 육운(부두 부근에서 철도의 하역작업)이 합
쳐져서 이 노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전 연도의 통계는 부두만의 조합원수라서
일관성을 위해서 그 이전 연도의 통계는 적지 않음. 또 1986～88년까지도 이
항운노조에는 조합원수의 통계 자료가 없었음.
7)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노조조직이 1987년부터 본격화되었
고 1989년에 전국수준의 병원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한 이후에 연맹수준의 조합원
수의 집계는 1990년부터 시작됨.
8) 이 표에서 +이전의 숫자는 한국노총 소속의 산별연맹의 조합원의 수이고 +이
후의 숫자는 민주노총 소속의 산별연맹의 수임.
9) 2008년의 한국노총의 금속노조의 조합원수는 11월 통계이고, + 이후의 민주노
총의 금속산업연맹의 조합원수는 9월의 통계임.
자료 : 금속노련(1993), p.637; 화학노련(1987), p.426; 화학노련(2004), p.220; 금융노련
(2000), pp.1097~1118, 한국노총(1979), p.605; 한국노총(2002), p.527 & p.623;
금속노련(각년도 활동보고), 금속산업연맹(각 년도 활동보고). 항운노조(각년도 활동
보고) 관련 페이지.

적은 수의 대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부문에서 집단적으로 합의된 임금인
상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곤 하였다.
아래에서 다루어지는 1987년 이후의 금속 대공장의 선명한 민주노조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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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1986년까지의 화학산업의 대다수의 회사들에서 노조운동은 그런 선명성
이나 민주성이 부족했다. 일부 기업노조들은 회사의 집요한 억압이나 교묘한
회유책에 자주성이나 민주성이 크게 훼손된 어용노조(company union)가 되기
도 했다. 상당수의 화학의 기업노조들은 노조의 임금교섭이나 파업에서 사용자
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요구나 교섭에서도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수세적이고 온건적 노조(defensive and moderate union) 행태를 보였다.
금속산업의 경우 대공장 중심의 노조조직이 활성화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까지도 화학산업보다 노조 조합원수가 더 적었다(표 2 참조). 하지만 이 표
에서 보면 이 투쟁이 전성기를 지나던 1990년에 보면 오히려 18만 1천 명이던
화학산업의 노조 규모의 2배가 넘는 38만 9천 명으로 성장했다. 1986년까지 금
속산업은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화의 영향으로 화학의 일부 산업들(정유나 시
멘트 등)과 함께 종업원수는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 이런 금속산업의 성장에 따
라 1986년까지도 이 산업에서 노사간의 갈등이나 분규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주요한 분규(예를 들면 1974년 현대조선 노동자 투쟁)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회사 측에 유리한 공권력 개입을 통해서 노사갈등의 고민을 대
신 해결해 주곤 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2005). 이런 불공정한 정부의 개입
은 금속 대공장의 사용자들 사이에 민주적인 노조를 용인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자생적인 의식이나 경험이 덜 축적되게 한 원인이었다. 결국 금속산업은 1970
년대 후반과 1986년까지는 종업원 수나 부가가치 등의 기준으로 화학산업보다
더 급속히 성장하면서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크게 억제되어왔다. 하지만 1986
년 이전의 주요 파업들(예를 들면 1985년 대우자동차 노조 파업)을 보면 금속
산업에서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친사용자적인 개입이나 사용자들의 전근대적
인 노조대응으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전
국금속노동조합연맹, 2005).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금속산업의 대기업 노조들은 노조조직이나 교섭
이나 파업에서 전국의 노조운동을 주도하는 선도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것은
이 산업에서 기업 규모도 급속히 성장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수나 노동자
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의 노조의 성장은
아직 후진적인 수준에서 억눌러졌기 때문이다. 다른 제조업인 화학이나 섬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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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비교해서 이 금속산업은 1980년대 후반에 노조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산업이었고 노동자들의 학력도 상대적으로 높고 노조에 대한
관심이나 의식도 높았다. 또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의 개선만을 요구하는 온건
한 경제조합주의(economic unionism)를 지향하는 기업노조의 경우라면 대기업
의 사용자가 그런 노조를 인정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인내심을 가지
고 있었다.
하지만 1987～93년경까지 교섭이나 파업에서 공세적인 입지를 가지던 금속
산업의 대기업 노조들은 그 이후에 수세적인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고용
불안이 중요한 단체교섭의 안건으로 등장하면서 노조는 과거처럼 임금인상이
나 근로조건을 요구하며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산업의 불
황에 따라 대량감원도 빈번해지고 비정규직의 증가도 정규직 중심의 조합원들
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변수로 등장했다. 이런 배경 하에 금속노조의 일부 지
도자들은 현재의 기업노조의 틀을 넘어서는 산업별 노조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
다. 이런 관심이 높아지기 이전에도 1980년대 말부터 기업노조의 한계를 지적
하며 산업별 노조로 나가자는 진보적인 대안은 민주노조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정주연, 1999).
2006년 11월에 금속산업의 경우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조들의 대거 산
별 전환으로 금속연맹 산하 34개 노조(조합원 144,492명)가 금속 산별노조로
출범하였다2). 원래 산별노조는 2001년 2월 중소공장의 노조를 중심으로 4만의
규모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기업이 참여해서 큰 조직이 된 금속노조의 2007
년의 산업별 교섭의 성과는 부진했다. 실제로 타결된 본조의 협약을 보면 10차
의 중앙교섭에서 임금인상을 다루지 못했다. 단지 신기계 및 신기술 도입의 경
우 45일 전 통보, 최저임금의 차등인상, 노사공동 연구팀 구성에 합의하는 잠정
합의안의 도출에 머물렀다.

2) 여기서 금속산업노동조합과 2007년 단체교섭에 대한 논의는 정주연(2008: pp.62~64)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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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운업의 전국수준의 통일교섭과 최근 약화 및 시내버스업의 지역
수준의 교섭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에서 항운노조)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 : 특정
산업의 노조에 가입 후 회사에 취업이 가능함)으로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980년에 18,000여 명의 조합원에서 1989년에 38,000여 명까지 성장했다. 그
러다 다시 조합원수는 2008년에는 23,000여 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이런 조
합원수의 변화는 이 항운산업이 클로즈드숍의 노조조직 형태이므로 이 산업 전
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를 의미한다.
원래 항운 혹은 부두하역은 역사적으로는 1890년대의 노동운동을 통해 국내
의 근대적 노동운동의 선두 주자였다. 1950년대에는 전국자유노동연맹으로 자
동차운수, 부두, 대한항공, 연합노조가 합쳐진 10만 조합원 규모의 최대의 조직
이었다. 1950년대에는 이 연맹은 국내의 노사분규를 주도하는 최대의 노조조직
가운데 하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그 이후에 자동차, 연합이 분리되
고 부두만 남았다가 1980년 신군부 하에 항만관련 육운이 합쳐졌다. 최근에는 항
운노조는 항만－철도(철도로 운송하는 항만물류)－농수산(항만에서 농수산물의
하역작업)－상용(터미널, 대한통운)－기타(보세, 냉동창고)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로 구성되었다. 1970년대 초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수출증대
를 위해 많은 지원을 했고 이것은 항운산업의 성장과 조합원의 증대를 낳았다.
항운노조는 2008년 6월 말 현재 24,17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에
남자가 23,176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428개소의 지부, 연락소, 분회
로 구성되어 있고 40개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다(항운노조, 2008: 103). 상
용 분야의 조합원수가 7,535명(항운노조 전체 조합원 중 31%)로 가장 많고, 항
만 분야의 조합원수가 7,138명(30%)이고 농수산 분야 6,351명(26%)이고, 기타
분야 2,077명(9%), 육운 분야가 1,075명(4%)이다(항운노조, 2008: 144).
항운노조에 의한 전국수준의 통일교섭은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최근의 단체협약을 소개한다. 2008년에 전국
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사단법인) 간의 중앙협약서를 보면 제1
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인사(취업거부-정년-표창), 제4장 근로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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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지방협회와 단위노동조합 간에 별로로 협약한다고 규정-퇴직충당금과 국
민연금도 이렇게 규정-근로시간 및 휴식시간-휴일-동원-작업장 이탈금지-폭행
금지-하역 기계화에 대한 노사합의의 규정), 제5장 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산
업안전 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활동-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측정-안전보호장비
및 작업도구 등 지급-교대근로자 보호-재해시의 보건과 평균임금), 제6장 복지
후생(복지후생-후생협정-건강검진), 제7장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금지-교섭요
구-교섭의무-교섭위원-대표위원 의무참석-자료제출-교섭내용-합의서 작성), 제8장
노사협의회, 제9장 노동쟁의, 제10장 부칙으로 구성된다(항운노조, 2008: 168~177).
이 중앙협약에 기초해서 지역단위의 단위항운노조와 지방항만운송협회 간의
교섭에서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보충협약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2008년
에 인천항만물류협회와 인천항운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서를 보면 총칙-조합
활동-임금 및 퇴직금-노동시간․휴일․휴가-인사․징계 및 고용안정-산업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단체교섭-노동쟁의의 9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각
장의 내용은 인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중앙협약의 장의 내용보다 훨씬
상세하다(항운노조, 2008: 185~205).
하지만 항운노조의 이런 지역별 보충협약의 구조는 일부 지역들에서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2007년에 부산의 항만하역 작업의 상용화에 이어
인천․평택에서 일부 상용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용화된 지역에서 지
역수준의 단체협약 대신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과 기업단위 노조 간의 기업별
단체교섭이 등장했다. 하지만 위의 제10개 장에 이르는 단체교섭의 안건들이
기업수준에서 주로 체결되는 국내의 다른 교섭구조와 달리 항운은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국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국수준의 협약
이 체결된다는 측면에서 특이한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을 보이는 셈이다. 이런
집중화된 교섭구조는 전국수준에서 항운업의 노동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종합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교섭을 체결하는 항운노조는 관련된 정부
부처나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 이해집단의 역할을 해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에서 자동차 운수노조)은 유니온숍(union shop : 특
정 회사에 취업 후 특정 산업의 노조에 가입) 방식으로 노조를 조직해 왔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963년에 26,000여 명에 불과하던 조합원수는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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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89,000여 명에 머물다 다음해인 1989년에 91,000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조합원수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서 79,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국내의 산업화
가 본격화된 1960년대에 육상교통이 중요해지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동
차운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 종업원수의 증대를 낳았고 이것은
노조조합원수의 증가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 종업원수나 조합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지하철이 주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등장하고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조합원수는 줄어들었다. 또
버스운전사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주기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
은 것도 충분한 인력 확보를 어렵게 했다.
자동차운수노조는 2007년에 79,69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다(자동차운수노
조, 2008: 457). 조합원 중 운전기사가 73,62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정비사
가 3,365명이고 그 밖에 세 자리 수의 사무직, 매표원, 영업직, 기술직 노동자들
이 있다. 시내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54,484명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시
외일반은 10,250명이고, 시외고속, 전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 정비, 기타가
네 자리 수의 조합원이고, 화물은 484명이다. 25개의 지역노조로 구성된다.
자동차운수노조에서 지역별 단체교섭이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으므로 그 구
조를 이해하기 위해 대표적인 2007년의 단체협약을 본다.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대전, 광주, 충남, 마산, 청주시내, 울산시내버스노조 등이 임금협약을 체결
했다. 지역별 협약은 11% 내외의 임금인상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 단체협약
의 여러 조항이나 근로시간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항운노
조의 경우처럼 자동차운수노조도 교통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나 사회적으
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이익집단의 역할을 해왔다. 즉 국내의 지배적인 기
업별 교섭구조하에 기업수준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에만 몰두하는 기업
별 노조와는 다른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을 발휘하는 셈이다. 시내버스 노동자들
의 입장에서는 이런 노조의 입지가 그들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고 능
동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왔던 것이다.
앞의 전국수준의 통일교섭을 하는 항운노조와 비교해서 자동차운수노조는
지역수준의 단체교섭이 중심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
하고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국내의 교섭구조에서 벗어난 특이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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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과 병원의 산업별 노조와 산업별 단체교섭의 성장
금융산업은 일정 직위 이하의 근로자들이 모두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온숍의
형태를 취했다. 이 논문에서의 금융산업은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인 보
험이나 증권 및 투자회사 등을 포괄한다. 하지만 1986년까지 금융산업에서 노
조는 주로 제1금융권의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
쟁 이후에 노조조직은 국책은행이나 외국계은행 및 제2금융권으로 크게 확산
되었다. <표 2>에서 보면 은행의 조합원수(1987년 이후에는 +의 앞의 숫자)가
1992년에 13만 8천 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즉 1986년까지의 경제개발기에
금융의 조합원수는 앞의 항운노조나 자동차운수노조처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 셈이다. 이런 은행업의 성장 패턴은 이 기간에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
에 따라 은행서비스의 수요도 안정적으로 증대된 데 기인한다.
1986년까지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별로 은행수준의 임금교섭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은행은 최고의 임금수준을 보이는 산업이었으므로 정부는 항상 이 임금
교섭이 다른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염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간 임금인상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특성별(서울의 시중은행, 지
방은행 등)로 조정된 임금교섭을 종용하곤 했다. 하지만 1997년의 경제위기 이
후에 정부 주도의 금융개혁에 따라 대대적인 감원을 통해 2003년에는 7만 7천
여 명까지 감소했다가 2007년에는 8만 6천 명으로 약간 회복되었다(표 2 참조).
금융산업노조는 2000년 3월 한국노총 산하 연맹 중 최초로 산별 노조로 전환
해서 2007년 현재 은행 및 유관기관의 37개 지부에 소속된 8만여 명을 조직하
였다3). 이처럼 은행의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단결함에 따라 사용자들도
그런 단결을 시도했고 이는 사용자단체의 조직으로 연결되었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진행된 집단 교섭형태의 산별 교섭이 갖는 비효율성이 노사간에
공유되었다.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 교섭부터 산별 교섭에 참가하는
전체 기업으로부터 사용자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에 교섭권, 체결권, 교섭위원
선정권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기존의 간사은행제가 폐지되고 은

3) 여기서 금융산업노조와 2006년까지 단체교섭에 대한 논의는 정주연(2008, pp.46~50)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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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합회사 실직적인 사용자단체로 그리고 연합회 회장이 교섭대표로 역할하
게 되었다. 또 은행연합회 내에 산별 교섭 및 노사관계 사안을 전담할 노사협력
팀이 신설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학병원이나 대병원의 노조를 중심으로 한 병원산업의 산
업별 노조이다. <표 2>의 6개 산업에서 노조의 역사는 가장 짧다. 1987년 노동
자대투쟁 이후 특히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조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노조는 이 시기에 선명한 민주노조의 전통이나 기업노조를 넘어선 노조끼
리의 조직이나 교섭 및 파업 투쟁에서 상호지원과 연대 및 조정의 전통이 가장
잘 정착된 사례가 되었다.
이런 성공적이고 전투적이며 단결된 노동조합 활동의 산물로 1998년에 보건
의료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노조는 2004년에 산업별 교
섭을 시작했다. 여러 기준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산업별 교섭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산별 교섭에 대한 병원의 참여율은 높은 수준이고 2005년과 2006년만 낮
고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과 비교한 임금이
나 처우의 개선에 산업별 교섭은 중요한 공헌을 했다. 또 사용자단체로 보면
2006년과 2007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즉 2006년을 보면 사용자대표단
의 본 교섭단은 14명의 교섭단을 구성하였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7:
382). 반면에 2007년에는 20명의 교섭단으로 증가했다(은수미, 2007: 4). 하지
만 지난 4년 동안 쟁의조정 신청이 있었고 중재가 이루어진 것은 병원의 사용
자들이 산별교섭을 반대하여 상당한 진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Ⅵ. 산업별 단체교섭구조의 형성과 최근의 변화 분석

1. 산업별로 다른 교섭구조의 형성에 대한 분석
위의 [그림 1]의 분석틀에서 보면 세 번째 상자의 단체교섭의 구조는 두 번째
상자의 노사관계 주체들의 구조나 성격이나 태도, 선택 및 세력관계에 의해 결
정된다. 이런 노사관계 주체들의 행동은 첫 번째 상자에서 언급한 국가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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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준의 노사관계의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 이 절에서는 이
분석틀에 기초해서 위의 6개 산업의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의 태도나 선택의
차이를 밝히고 이것이 산업별로 다른 교섭구조의 형성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를 밝힌다.

가. 집중화된 혹은 분권화된 교섭구조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와 선택
자동차운수노조의 시내버스 부문에서 서울의 경우를 보면 한 회사당 평균
1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2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영세한 규모이다.
또 이 서울시내의 버스 회사들은 요금이 동일하고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유사하다. 따라서 회사들은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4). 이러한 회
사의 규모나 임금구조상의 특성 때문에 사용자들은 회사 단위의 교섭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반면, 시 수준의 교섭이 교섭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인식하
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시장상황 하에서 기업수준의 단체교섭을 하면 시내버
스 서비스업이 호황인 경우 기업들끼리 충분한 운전사의 확보를 위하여 임금인
상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림 1]에서 언급된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이러한
국내 시내버스 사용자들끼리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시 수준의
교섭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운수업에서 시 단위의 사용자단체(예를 들면 서울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형성과 성장이 시 수준의 교섭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사용자
단체는 서울시와의 버스 요금 결정의 논의에서 건의안을 내고 서울시와 각 회
사의 노선에 대한 결정권을 협의해 왔다. 이러한 사용자단체의 역할이 회사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단체교섭에서 회사들이 이 단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오맹근, 1999). 이런 국내의 자동차산업에서 사용자단체
의 안정성은 [그림 1]의 선진국의 경우처럼 안정적인 사용자단체가 집중화된
교섭에 유용함을 보여준다.

4) 1959년의 자동차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서울특별시 시내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월급을 6만 환으로 규정한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
맹, 1959: 20). 여기에 근속 연한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으로 총급여가 커지거나 적어지기
는 하지만 근로자들의 급여는 평균적으로 이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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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하역 혹은 항운산업의 경우 하역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불안정한 탓에 임
시직 근로자들이 선호되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20세기 초부터 각 부두에서 강력한 노조를 결성하여 노동공급의 독점권을 유지
하려 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사용자들은 노동수요와 관련하여 사용자단체를 통
해 독점적인 수요자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다. 이는 지역별 항운노조에 대항
하는 지역별 사용자협회인 항운물류협회의 발달을 촉진했다. 이에 따라 [그림
1]의 선진국의 경우처럼 혹은 앞의 국내 자동차운수처럼 항운서비스의 요금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 지역 내에서 회사간 비슷한 임
금을 지불하게 하는 지역별 교섭에 쉽게 동의할 동기를 가졌다.
금융산업의 경우도 은행의 경우 정부가 이자율이나 임금인상, 최고경영자의
임명 등에 관여하는 각종 금융정책을 통해 규제하는 준공공산업에 속한다. 이
에 따라 은행간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시중은
행 간에 통일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더욱이 은행의 최고경영
자들은 대다수의 경우 그 은행의 설립자가 아닌 임명직이므로 산별 노조나 산
별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순응하여 임기를 잘 마무리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이런 은행산업의 규제의 특성이나 최고경영진의 지배구조 때문
에 1970년대에도 특성별 은행(시중, 국책, 지방은행) 간에 임금인상이나 근로조
건의 동일화의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이런 과거의 교섭 경험 때문에 1998년부
터 고용안정의 위협에 직면한 노조의 공세적 요구로 산업별 교섭이 정착될 때
사용자들도 큰 거부감 없이 산업별 교섭을 수용한 셈이다. 금융산업의 산업별
교섭의 사례도 [그림 1]의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언급한 이 산업의 사용자의 특
성이나 이 산업의 공공성 및 노사간의 세력관계에 기초한 이 산업의 특수한 노
사관계의 역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병원산업에서도 이 산업이 가진 독특한 경영환경과 병원의 지배구조에 기인
하는 사용자의 태도가 산업별 교섭의 시작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5). 첫째, 국
내의 병원산업은 정부의 규제나 병원서비스의 성격이나 병원의 경영 등에서 준
공공산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는 이 산업의 공공성 때문에 보건복지
부 등을 통해서 각종 의료비의 결정이나 건강보험의 집행 등을 통해서 개입하
5) 여기서 보건의료산업의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정주연(2008, pp.89~90)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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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중소병원들도 많이 있지만 국립대학
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 등은 안정적인 시장기반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한다. 이
런 여러 경영환경 때문에 병원들에서 이윤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노동비용 절
감의 시도가 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임명제나 선거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최고경영을 맡은 병
원장의 노조나 단체교섭에 대한 태도는 최고경영권이 지속적으로 한 소유경영자
가 운영하는 민간 기업과는 다르다. 이러한 독특한 병원의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 하에서 병원장들은 과감한 경영혁신보다 현재의 노조나 교섭의 인정
하는 수준에서 안주하기 쉽다. 특히 노조 측에서 산별수준의 조직화를 통해 산
별 교섭을 압박해 올 때 쉽게 굴복하고 받아들이기 쉽다. 즉 병원 경영을 평생
혹은 장기간 책임져야 한다는 소유주의 입장이 아닌 병원장의 경우 노조가 강
력한 파업력으로 투쟁하려 할 때 그 요구에 굴복하기 쉽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에 가입한 노조들이 주로 대학병원이나 대규모 병원이 많고 이 기업들이 이런
지배구조를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병원장의 임기나 특성이 중요한 변수임
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을 통해서 규
제되는 의료산업의 특성상 최근까지도 병원들간의 경쟁이 격화되거나 기업별
로 차별화된 상품 전략이나 기술, 인사, 작업조직정책을 추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렇게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의료서비스 시장의 조건 하에서 만성적자
를 감수하는 병원 경영이 가능한 경우도 흔하고 해서 의료 공공성이나 노동자
들의 권리보호를 강조하는 노동조합의 논리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병원산업
의 경영환경과 지배구조에 기인하는 사용자의 태도 하에 노동조합이 강한 단결
력을 과시한다면 산별 교섭의 달성이 가능한 유리한 환경이다. 결국 [그림 1]에
서 나타난 선진국들의 경험처럼 병원산업의 준공공적 성격, 병원 경영구조의
특수성과 이에 영향을 받는 노사관계의 역사 등이 산업별 교섭구조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금속산업이나 화학산업의 기업간 경쟁의 환경이나 기업의 지배구조
는 앞의 네 개의 공익성이 강한 산업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금속산업은 대기
업이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중심적 기업이고 중소기업은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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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협력기업의 이중적인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6). 이런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충분한 지불능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달리 기업수준의 단일사용자
교섭을 선호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의 금속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별 노조들은
상이한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결국 노조 형성의 초기부터 기업수준을 넘
어서는 포괄적인 노동자 이해의 대변과 같은 연대적인 노동조합 조직의 의식은
형성되지 않았다. 또 기업수준의 노조들이 처한 환경적 상황이 다양하므로 분
권화된 기업수준의 교섭에 머물러 왔다. <표 3>에서처럼 금속부문의 세 개 산
업인 자동차 조립, 조선, 자동차 부품산업에서도 대기업이 전부인 자동차 조립
은 추정된 노조조직률이 아주 높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해 있는 조
선산업의 경우 중간 정도의 조직률을 보인다. 끝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자
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낮은 노조조직률을 보인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자동차 조립산업의 대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소
기업의 차이는 매출액이나 종업원수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2001년에 현대
자동차의 매출액은 22조 5천억 원인 반면에 부품업체는 1,057개 전문업체와 비
전문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223억 원의 규모이다. 또 같은 해에 종업원수
로 보아도 현대자동차는 18만 3천 명의 규모이지만 부품업체들의 평균 종업원
수는 251명에 머물고 있다(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2002: 13, 28～29). 이런
이중적인 산업구조 하에서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에서 노조조직이나 단체교
섭을 용인할 수 있는 경영자의 충분한 경제적 지불능력이나 여유 있는 사회적
인내심이 존재하는 차이가 있다. 이는 대기업의 높은 시장점유율이나 최대 규
모의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통제기구로서 노조를 만드는 것이 기업 경영에도 도
움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산업 내부에서도 기업들 간의 경영성과나 상품
전략이나 인력정책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자동차가 각각
르노와 GM사에 인수되면서 각 회사들의 경영 전략은 상이한 방향으로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별 채용, 임금정책 및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전략 등도
더욱 다양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에 따라 노조가 없는 르노삼성자
6) 여기서 금속산업의 사용자들에 대한 논의는 정주연(2008, pp.64~66)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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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와 노조조직이 인수 과정에서 노사간 충돌로 붕괴된 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GM대우자동차의 상황은 현대자동차의 노조와 사뭇 다르다. 이것은 산별
교섭구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조립과 같은 소산업 분류에서조차 소산
별 교섭구조로의 전환마저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다. 현재는 금속산업에서 산
별 교섭을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
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준비가 상당히 진전되어 금속노조가
실질적인 산업수준의 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들의 산별교섭에 대한 이렇게 소
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금속산업의 독
특한 산업구조 및 최근에 기업별 노사관계의 역사는 최근에 금속산업노조의 등
장과 확대에 따른 많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교섭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근거(정주연․반가운: 2007)이고 이것은 [그림
1]에서 언급한 선진국들의 경험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들을 보인다.
화학산업의 경우도 기업별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편차가 크고 이 때문에 사용
자들은 산업별 교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쟁의 형태를 보면 화학산업의 경우 기업단위의 쟁의가 주로 발생했다(전국화학
노동조합연맹, 1987; 1편 4장)7). 그 이유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화학산업의
<표 3> 금속부문의 3개 산업의 노조조직률의 추정치(2001)
자동차 조립
74% (72,879/97,689)1)
<5-4>2)

조선
54% (34,561/63,950)
<10-7>

자동차 부품
19% (51,610/270,496)
<1,075-148>

주 : 1) 이 괄호 안의 첫 번째 수는 관련된 산업의 조합원 총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수는 근로자 총수를 나타냄.
2) 이 괄호 안의 첫 번째 수는 관련된 산업의 기업의 총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수는 그 산업의 노조가 조직된 기업의 수를 나타냄.
자료 : 韓國自動車工業協同組合(1999, 2002)의 관련된 페이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2002)
의 p.27; 한국조선공업협회(2002)의 p.9; 노동부(1998, 1999, 2002)의 관련된 페
이지.
7) 교섭구조가 이러한 쟁의구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산업이나 지역수준에서 유사할수록 이 수준에서 노조들은 사용자
와의 교섭 및 쟁의에서 공조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화학산업의 경우 기업단위의 쟁
의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은 이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이나 전국단위의 노조조직이나 교섭
및 쟁의활동이 거의 부재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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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내에서 혹은 부문 간의 임금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960년에
화학노동조합과 관련된 8개 부문에서 평균적으로 5～29인을 고용한 회사의 임
금은 21,350환인 반면 200인 이상을 고용한 회사의 임금은 33,380환이었다(전
국화학노동조합연맹, 1987: 39). 이러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지류 부문
에서 가장 커서 위의 두 규모의 기업들 사이에 4배 이상의 격차가 확인된다.
이러한 기업들끼리의 현저한 임금격차는 기업 이상의 단위에서의 유사한 임금
수준을 타결하는 임금교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결국 화학산업의 경우도
[그림 1]의 선진국들의 경험처럼 기업간 격차가 큰 산업구조와 노사관계의 역
사가 산업별 교섭의 형성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도 사용자들이 직면한 상품이나 서비스시장에 대한 정
부의 규제가 많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유사할수록 집중화된 지역이나 산
업별 교섭을 통한 임금결정에 대해 사용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반대
의 상황인 경쟁적인 상품시장 하에서 기업별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확연히 다
르므로 사용자들은 집중화된 교섭구조보다 분권화된 교섭구조를 선호하게 된
다. 즉 [그림 1]의 분석틀이 보이는 것처럼 산업의 구조나 경쟁의 정도 및 성장
단계와 이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의 단체교섭에 대한 선호도나 태도 및 그 역
사적 진화는 국내에서도 교섭구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나. 노조나 단체교섭에 대한 근로자들의 연대의식
국내에서 섬유산업 면방, 선원, 부두하역의 경우 일제하에서 활발한 노조활
동(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을 보였는데 이 시기에 정치적인 환경은 근로자
들이 지역단위나 전국단위에서 근로자의 연대의식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였
다(정주연, 2001). 즉 일본인 사용자들이 대다수를 점하는 기업 소유구조 하에
서 근로자들은 외국 침략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착취에
저항하려는 민족적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시대에 이 부문의 노
조들이 전국의 노조활동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들의 파업은 주
로 지역단위에서 발생하였다8).
8) 일제시대하의 이 부문들에서 주요 노동쟁의를 보면 기업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같은 업
종의 근로자들에 의한 형태가 주로 관찰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이는 현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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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의 경우 버스 회사들의 유사한 근로조건이나 임금지불능력 등으
로 근로자들은 특정 회사의 사원이라기보다 회사가 속한 특정한 시의 운전기사
라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이 업종의 노조활동의 형성기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부분의 파업이 시 단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한
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또한 부두하역 혹은 항운의 경우 하역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사용자들은 해고가 용이한 임시직 근로자들을 활용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절감
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해서 강력한 노동조합을 조직하였
다. 또 클로즈드숍 방식의 노조조직은 채용에 앞서서 노조 가입이 우선시되므
로 노동자들 사이에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직종별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
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운수산업과 항운산업의 경우 독특한 산업의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노동공급이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의식이나 선택에
영향을 주어 기업수준을 넘어선 교섭구조의 형성에 공헌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림 1]에서 두 번째 줄의 오른쪽 상자에서 언급된 노동조합의 전략, 목표와
선택은 이 두 산업에서도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노동자들은 위의 두 산업처럼 기업을 넘어서는 은행 노동자간의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에 따라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유사하다는 특징이 노동자들과 은행들의 노동조합간에 교섭을 둘러싼
공조나 협조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게 했다. 이 산업의 사례 역시 [그림
1]의 두 번째 줄의 오른쪽 상자에서 언급된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 노동
조합의 전략과 목표와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의료산업 사용자들의 특성과 함께 노동자들의 특성이나 태도도 산별교섭으
로 전환하는 데 유리하게 작동하는 변수이다9). 이 산업의 경우 조합원 중 여성
이 80% 정도로 비중이 높고 직종에서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면 60%
로 추정된다. 이렇게 절대적인 비중이 높은 성이나 직종이 지배적일수록 이들
은 그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유사한 관심이나 요구를 보이게 되고 이
것은 산업별 교섭과 같은 포괄적인 교섭을 하기에 유리한 노동력 구성이다. 또
형태의 잘 조직되고 정의될 수 있는 쟁의는 아니지만 이 시기에 노조조직이나 단체교섭에
서 노조간의 지역적인 유대나 교류가 빈번하였음을 입증한다.
9) 보건의료산업의 노동자들의 속성이나 의식에 대한 논의는 정주연(2008, pp.90~91)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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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들은 남성들이 일차적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구조하에서 준전문직
종의 종사자로서 임금인상에 몰두하기보다 의료산업의 공공성이나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및 연대임금을 강조하는 산별노조의 논리에 대해 더욱 높은 호응
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숙련과 의식의 동질성은 내부의 높은 결속력을 통해 같
은 숙련의 간호직의 근로자들끼리 전국단위에서 뭉치는 산별 교섭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은 1988년 노동조합의 형성의 초기부터 노조
간 협조와 연대를 지향해 왔다. 그래서 여러 번의 공동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의 가치나 노사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높은 공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사관계 초기의 역사는 노동자들 간에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
했다. 또 이런 성별 혹은 직종별 구성 때문에 병원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유사성도 아주 높다. 즉 한 통계(2007년 8월 10일 보건의료노조 보
도자료)에 따르면 공공이나 민간 혹은 병원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 임금
총액이나 근로시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병원 간의 경쟁이 적고
공익이 강조되는 병원 경영의 환경, 즉 준공공산업이라는 특성과 연관성이 높
다. 이런 유사한 병원들 간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때문에 병원장의 입장에서 산
별 교섭을 통해 유사한 협약안을 만드는 것은 병원 경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 병원들간에 상품 전략, 인사정책, 작업조
직정책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들 간의 비슷한 정책을 유도하는 교섭구조
의 집중화가 용이하게 유지될 수 있다. 결국 [그림 1]에서 선진국들의 경험처럼
이런 보건의료산업의 특수한 구조 및 성장 과정과 이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성
장의 독특한 역사적 전통은 이 산업에서 늦게나마 안정적인 산업별 교섭구조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위의 4개의 산업들과 달리 금속산업의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이나 의식은 기업단위로 나누어진다.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
는 금속산업의 이중적인 산업구조는 노동자들의 교섭구조에 대한 의식에도 중
요한 영향을 준다. 기업들의 규모가 작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유사할수록 노
조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동 운명체라는 동지 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또 기업 규모의 유사성 때문에 이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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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사하므로 산업별 교섭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간 규모의 격차가 크고 이것이 기업들 간에 상이한 인사 및 노동조합정책
을 낳을수록 그런 동지 의식이 약해질 것이고 유사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낳
을 산업별 교섭의 장점도 살리기 어렵다.
또 노조의 형성이나 발전의 역사도 중요하다. 금속산업의 기업 노조들끼리
제한적인 시기에 공동 투쟁을 통해서 노조간 연대를 다지기도 하였지만 노조조
직률이나 교섭력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다.
뿌리깊은 기업별 노조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즉 어떤 기업에서 노조가 조직되
었을 때 그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이 주요한 목표
라고 간주하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이보다 기업수준을 넘어선 노동자들의 공통
적인 관심사나 고민에 대한 공통의 대처는 노조의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지 않
는 현실이다.
화학산업의 경우도 금속산업과 유사하게 18개 분과별로 판이하게 다른 임금
이나 근로조건 및 노동자들의 의식이 상존해 왔다. 또 분과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이런 조건들은 상당히 달랐다. 이것은 금속노조의 경우처럼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이다. 결국 국내의 화학이나
금속산업의 경우 [그림 1]에서 언급된 변수들인 기업수준의 노동시장이 발달되
어 있었고 이 산업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하는 산업구조하에 기업의
틀에 갇힌 노동자들의 의식이 형성되면서 이것은 기업수준을 넘어선 교섭구조
의 형성을 막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도 직종별 노동시장이 발전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유사하며 노조활동에서 연대의 경험이 있을수록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 용이
하다. 반대로 기업별 노동시장이 지배적이고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이 기업수준
에서 결정되고 고립된 기업별 노조활동의 경험이 지배적일수록 이런 노동자들
의 의식은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막는다. 즉 [그림 1]의 분석틀에서 보인 산
업별 노동시장의 성격이나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의 차이
도 국내에서 교섭구조의 차이를 낳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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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화된 혹은 분권화된 교섭에 대한 정부의 태도
한국의 근대적인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여
러 전통 부문은 제조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에서 핵심적인 산업이었다. 따
라서 산업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문에서 갈등
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생산활동의 중단을 원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 시기에
부두하역을 통한 수출품이 폭증하면서 부두하역업 업무의 중단은 수출 업무의
마비를 의미하였다. 또 자동차운수 부문의 경우 그 서비스의 성격이 주요 도시
의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적 성격이어서 이 부문의 파업 등은 상당한 경
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낳곤 했다(오맹근, 1999).
또한 정부가 이 부문에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지역단위의 교섭활동이나 이
와 관련된 사용자단체들의 법적․정치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이들이 주도하
는 지역이나 전국수준의 교섭구조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즉 위 두 산업의 사용
자단체인 시내버스 사업조합이나 항만협회의 대표와 교섭 주체로서의 권위와
법적 지위는 정부에 의해 규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
체가 지역이나 전국단위의 교섭활동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정치․법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 정부가 위의 여러 산업들에서 어떤 관련 정책을 택하는가도 이 산업의 산
업구조나 구조조정이나 노조의 조직 규모나 교섭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시내버스 운수업의 경우 아직도 정부가 심각한 탈규제화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영성이 유지되고 공익을 앞세운 지역별 교섭구조의 유지의 논리가 설
득력을 가진다. 금융산업에서 정부 주도의 2번의 금융개혁은 은행노조들이 고
용불안을 실감하고 산별노조나 교섭을 선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의료산업의
경우 정부가 의료보험제를 포기하고 급격한 민간보험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려
한다거나 외국병원의 지부들의 유치를 권장한다면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산업별 교섭에 대해 병원 사용자들의 저항이나
반대가 심해질 수 있다. 결국 시내버스산업, 항운업, 금융산업 및 병원산업의
경우 이 산업들의 성장에서 보여준 정부의 산업 특수적인 개입이나 교섭에 대
한 태도 등은 교섭구조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런 관계 역시 [그림
1]의 선진국들의 경험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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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다루는 항운산업의 사례는 정부의 상용화 정책이 이 산업의 전국수
준의 통일 교섭구조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산업 혹은 기업별 교섭구조의 최근 변화에 대한 분석

가. 금융, 금속, 보건의료노조에서 완전한 산업별 교섭의 장애물들
또 금융, 금속, 보건의료노조에서 최근에 산업별 노조가 형성되고 산업별 교
섭이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산업의 사례처럼 안정적인 산별 교
섭으로 진전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위의 [그림 1]의 노사간의 세력관계와 갈등
및 합의 혹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위 두 사례에서 보면 안
정적인 집중화된 교섭의 정착이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의 변화를 필요로 한
다. 그 단계는 (1) 기업노조와 조합원들 간에 산업별 노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교섭권을 기업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이양하려는 동의와 산업별
노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 (2) 산업별 노조의 대표성이나 교섭권을 인
정하고 사용자가 교섭을 하려는 용의와 이에 따른 사용자협회의 등장, (3) 노사
간의 합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정부의 동의와 협조 등의 조건이다. 성공적
이고 안정적인 산업별 교섭을 위한 이런 3개의 전제조건은 [그림 1]의 선진국
의 경험에서도 중요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1) 단계가 1998년에 기업별 병원노조의 느슨한 연맹체
였던 병원노조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산별 교섭권을 가진 보건의료노조의 출범
으로 달성되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사용자들이 아직 산업별 노조의
대표성이나 교섭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용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2004년부터 2007년에 참여정부의 약간 진보적인 정치적 환경
때문에 마지못해 산업별 교섭에 동조했던 여러 병원들이 최근에 정치적 분위기
의 보수화에 따라 집단적인 거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보건의료노조
의 최근까지의 산업별 노조의 진전은 위의 (1) 단계만이 달성되었을 뿐 (2)와
(3)단계로의 진입은 진전되지 않은 셈이다.
금융노조의 경우 정부 주도의 금융개혁이라는 상황에 따라 급조된 산업별 노
조가 1998년에 금융노조로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만큼 과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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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병원노조끼리 오랜 기간에 교섭이나 파업에서 공조해 본 경험도 없다. 오히
려 금융개혁이라는 충격에 대해 총파업을 통해서 은행노조 간에 단결과 산업별
노조의 필요성이 공감되었다. 이런 차이가 금융노조의 구성원인 은행노조들이
얼마나 충분히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교섭권을 일사분란하게 산별 노조에 이양
하고 산별 노조의 권위를 존중할 것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은
행의 사용자들은 과거부터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은행 간에 통일해 왔던 은행산
업의 과거부터 유지된 오랜 전통 때문에 (2) 단계로의 진입이 용이했다. 결국
금융노조의 미래의 성과는 얼마나 개별 은행노조가 산별노조에 동의하고 그 산
업별 교섭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금융노조의 최근의 상
황을 보면 산별 노조에 걸맞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집중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고 산별노조가 통제 못하는 기업 보충협약이 오히려 증대되는 추세이다(정
주연, 2008)
반대로 금속노조의 상황은 위의 3개의 조건, 즉 (1), (2), (3)단계가 모두 달성
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에 15만 명으로 성장한 금속노조의 경우 그것을 구성
하는 기업별 노조들이 교섭권을 이양하거나 혹은 산업별 노조의 필요성에 충분
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즉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의 조직 및 교섭상
의 한계는 기업규모별 인사 및 노조 정책과 노조 발전 역사의 현저한 차이, 노
동자들의 뿌리깊은 기업별 노조의식, 금속노조 본조에 대한 재정과 인력의 집
중화의 미비, 금속노조 본조의 정파 구조의 한계, 금속노조 본조의 의사결정기
구의 한계,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약한 역량 등의 장애물이 있다(정주연, 2008).
이런 장애물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별 교섭권을 금속노조가 사용자로
부터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금속노조의 권위마저 가입한 기업별 노조가
충분히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 항운노조의 상용화에 따른 지역별 교섭구조의 붕괴
최근에 항운노조의 노조 조합원 규모나 전국단위의 통일교섭구조는 최근에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노조의 조직력은 크게 약화되어 2008년 현재
조합원수는 26,000여 명으로 감소하였다10). 2007년에 항운노조의 조직력의 약
화나 교섭구조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는 상용화이다. 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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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한 하역작업에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항운노조가 그 인원을
숙련된 조합원으로 공급하는 도급 시스템이었다. 즉 항만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은 항만노조에 이미 가입하여 어느 정도의 숙련을 가져야 하는 클로즈드숍
(closed shop) 방식이었다. 이런 클로즈드숍 방식은 노동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보다 노조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항만노조의 조합원들의 강한
결속력과 노조에 대한 높은 귀속감을 보이는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상용화 이후 이런 하역작업의 인력수요를 숙련인력을 고용한 민간 회
사가 직접 담당하며 하역을 위한 터미널을 작동하는 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의 역할을 맡았다. 이 상용화는 정부가 10년 동안 유효하도록 만들어
놓은 한시법에 근거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부산의 5개 부두에서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는 상용화를 인천과 평택항으로 확대했다. 상용화는
우선 기존 인력을 터미널을 작동하는 민간 회사가 모두 고용 승계를 하는 방식
이 아니었다. 상용화를 하면서 민간 회사는 평균적으로 40%의 인력을 퇴출시
키면서 채용을 했다. 예를 들면 인천부두항의 경우 약 1,400여 명의 노조원 중
에 600명을 해고시켰다. 결국 상용화된 부두들에서 항운노조는 독점 노무공급
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하지만 이 상용화 과정에서 노조가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은 회사가 원하는 인력을 추천하는 추천권의 확보였다. 이를
통해 항만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민간 회사에 취업한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 내
에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유니온숍(union shop) 제도는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용화 이후 상용화 당시 퇴출된 인원 외에도 노조의 조직 기
반의 약화는 심각했다. 우선 회사가 신규로 채용하는 각종 인력에서 노조에 가
입하지 않는 조합원의 비중이 증가했다. 앞에서 언급한 인천항의 경우 530명의
비노조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했다. 상용직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들이 평균적으로 390만 원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200만~250만 원의 임금을
10) 이런 노조 조직력의 절대적인 약화는 기계화 혹은 자동화(항만산업에서는 이 산업의 오
랜 역사 때문에 기력화라는 용어를 씀)에 기인한다. 항만의 하역작업에서 기계화는 오랜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초부터 25~30톤 규모의 컨테이너의 등장과 이 컨
테이너를 운반하는 자동화 기계가 도입되었고 후자의 경우 시간당 36개의 컨테이너를 평
균적으로 처리해서 10,000명분의 일을 담당하는 인력절감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항만
하역작업의 변화는 이 시기부터 수출증대를 지향하면서 정부가 항만 물류작업의 비용절
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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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또 상용화된 부두에서 이런 노조에 가입 안하고 항만터미널을 운용하
는 민간 회사에 채용된 비정규직이나 작업감독자의 경우는 물론이고 노조에 가
입되어 있는 상용직의 경우도 노조에 대한 귀속감이 크게 약화되었다. 즉 상용
화 이전에 항만노조는 노조조합원들에게 노무 독점공급권을 통해 일자리를 제
공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확실한 보호권을 발휘해 주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상용화 이후 채용, 임금결정, 승진, 부서이동 등의 인사권한을 회사가 가지게
되면서 항만노조의 그런 권위는 많이 약화되었다.
특히 상용화된 부두에서는 단체협약이 과거처럼 한국항만물류협회와 항운노
조 간의 중앙단체협약 이후 항구마다 지역별로 특수성을 고려한 보충협약의 교
섭구조를 탈피하게 되었다. 그 대신 이 부두에서는 회사별로 기업별 교섭을 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지급 방식은 월급제로 고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항만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상용화를 현재의 몇 개의 항구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에 대한 한시법의 적용 기한을 늘려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림 1]에서처럼 항운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의 항운산업에 대한 정책이 상용화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잡히는 한 이것은 기존의 통일교섭구조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다. 자동차운수업의 지역별 교섭구조의 약화의 조짐들
자동차운수노조의 시내버스 분과의 경우 1987년 이후에는 6대 도시 혹은 7
대 도시의 공동교섭을 통해서 여러 도시의 지역노조들 간에 임금이나 교섭조건
을 통일하는 시도가 성공했었다. 즉 이 도시의 교섭들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
었고 한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을 담은 임금협약안이 타결되면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통일된 지역별
교섭구조는 지방분권화와 도시의 경제 사정이나 지하철의 건설 상황 등이 서로
달라지면서, 버스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면서 그 유지가 어려워졌다.
또 IMF 경제위기 이후에 어려운 경영상의 이유를 들면서 여러 도시의 회사
들이 지역수준의 교섭을 거부하였다(자동차운수노조, 2003). 1999년 인천과 대
전에서 2002년은 광주에서 그런 교섭 거부가 도시 수준의 교섭을 거부하며 버
스사업조합에서 탈퇴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동차운수노조의 본조와 지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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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그런 사용자의 시 단위 교섭 거부는 철회되고 교섭구조가 유지되었다. 하
지만 이런 사용자들의 공세는 미래에 다시 재연되어 지역수준의 교섭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림 1]에서 언급된 선진국들의 경험처럼 비슷한 경쟁시
장을 공유한 중소기업들이 지배적일 때 시내버스와 같은 지역적인 교섭구조가
형성되는데 최근에 이 산업에서의 변화는 기 교섭구조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Ⅶ.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 드러난 국내의 산업별 단체교섭구조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표 4>에서처럼 요약될 수 있다. 이 표에서 6개 산업의 교섭구조 및 그
변화를 경제개발기, 민주화 이행기 및 저경제 성장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그
특색을 서술하고 그런 구조나 변화를 일으킨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다. 시기별
산업별 교섭구조의 특징이나 그 촉진 및 저해요인은 이미 본문에서 자세히 언
급이 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 6개 산업의 단체교섭구조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또 그 차이는 [그림 1]의 분석틀에 의해 설명됨을 확인했다. 즉 그 교섭구조가 전
국수준의 산업별이든 지역수준이든 기업별이든 간에 그런 구조의 형성은 그 산업
의 독특한 산업구조나 규제의 정도나 정부의 역할 등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
런 산업 특수적 환경 하에 형성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특정한 단체교섭구조
에 대한 선호와 정부의 개입은 교섭구조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본 논문은 <표 4>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선진국의 경험에서 도출된 [그림 1]
의 분석틀이 6개 산업에서 형성된 교섭구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선 지난 194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룬 현대적인 제조업
(modern manufacturing industry)인 금속산업과 화학산업의 최근까지의 기업별
교섭은 국내의 지배적인 교섭구조를 나타낸다. 이 교섭구조는 1970년대와 1980
년대에 집중적으로 형성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산업구조와 특히 전
자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수준의 독립적인 교섭을 원하는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
이었다.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업 및 수출의 성장만을 지향하면서 기업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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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성과에 따라 제한적인 경제조합주의만을 할 수 있는 기업노조가 차선적
인 노조 구조로 이해했다.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의식도 이런 기업수준을 넘
어서지 못해서 기업수준의 교섭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를 하였다.
<표 4> 국내 산업들의 단체교섭구조와 그 촉진 혹은 저해요인들의 역사적인 변천
1987~1990 년대
1997 년 금융위기 전후의
초의 민주화
저경제성장기
이행기
기업 노조의 수와
기업별 노조발전의
제한된 기업별 노
조합원의 급속한 금속산업노조의 역사; 뿌리깊은 기
금속 민 간 산 업 조 및 교섭의 허
성장; 기업노조간 형성과 대기업 업별 노조의식; 금
속산업노조 자체의
직종별보다 기업 제한적인 연대 시 노조 참여
들로 대기 용
여러 한계의 노출
별 노동시장의 발 도
업과 중소
달, 대기업의 기 1987 년 노동자대
기업 공존
하는 산업 기업별 노조의 지 업별 교섭 선호 투쟁이후 단기적
조합원의 심각한 감소추세가 나타
속적인 성장; 업
화학 구조
인 노조조합원의
종분과별 교섭의
남.
성장이후 감소추
제한된 사례
세 지속됨.
산업

산업의
소유나
구조

1970 년대 초부터 1987 년까지의
경제개발기

통일교섭의
시내버스업종의 적은 규모의 시
자동
;
조합원수의
유지
약화와 지역별 지방분권화와 지역별
지역별 교섭과 다 내버스나 부두하
혹은
7
대
도시
차 운 오랜 노조
6
교섭의 장애요 버스업의 경영성과의
른 업종의 기업별 역회사가 지역별
통일교섭
수 운동의 역
인이 커지고 다양화
;
지역별
교섭선호
사; 민간기 교섭
있음.
집중화; 이 산업
업으로 구
들에 대한 정부
성된 준공
규제와 이에 따
공적인 성
른 사용자단체의 지역별 교섭의 연 통일교섭 및 지 정부 주도의 부두하
전국수준의
통일
항운 격의 서비
역별 교섭 자체
및 지역별 교섭 형성; 항운노조 대 강화
역작업의 상용화
스산업
의 약화
의 노무독점권의
확보
민간기업
이 주축으
연대가 시도된
금융 로 구성된
준 공 공 적 기업별 교섭

정부의 규제가 심
2 0 0 0 년부터
한 준공공산업과
조합원수의 유지;
정부의 금융개혁 이후
산업별 노조의
은행별로 유사한
제2 금융산업에서
조합원 대량감원에 따
형성과 제한된
임금 및 근로조
기업별 노조의 형
른 위기감 고조; 과거
형태의 산업별
건 때문; 정부의
부터 연대의 경험축적
성
획일적인 임금규
교섭진행
제정책 때문

인 성격의
서비스산
업, 강력한
병원간 경쟁이 약하
소유권이
민주 기업노조의 2 0 0 4 년부터
고 임금이나 근로조
보 건 미약한 기 아주 제한된 수의 기업노조의 형 급속한 성장과 제한된 산업
건 차이가 적음; 산
의료 업 지배구 성
노조끼리의 연대 별 교섭의 진
별노조의 전략적 지
조
시도
행
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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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가 다룬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부터 성장한 전통서비스업
(traditional service industry)인 시내버스업과 항운산업의 경우 지배적인 교섭구
조는 각각 지역별 교섭과 전국 교섭과 혼합된 보충 지역별 교섭이다. 이 기업별
수준을 벗어난 교섭구조의 형성은 1950년대로 거슬러올라간다. 이 시기에 정부
는 이 산업들의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파업을 최소화하는 교섭구조를 선호했
다. 또 이 산업에 대한 준공공적 성격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기업 간의 경쟁은 효과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노동자
들에게 유사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공할 능력을 가졌고 지역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교섭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 기업을 넘어선 지역이나 전국수준의 노동
시장에서 취업을 하는 노동자들도 이 수준에서 상호 연대감을 가지고 교섭에
동참하였다.
또 본 연구가 고려하는 현대 서비스업(modern service industry)인 은행과 병
원산업은 위의 전통서비스업과 달리 짧은 노동조합의 성장의 역사를 보였다.
은행업에서는 이 산업의 준공공적 성격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면
서 은행간에 비슷한 임금구조나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나 은행간 유사한 조건은 특성별 은행간 임
금교섭의 공조를 가능하게 했다. 또 그런 은행간의 유사한 상황 때문에 노동자
들도 은행간 공조된 임금교섭을 동의했다.
또 동시에 본 논문은 산업별로 노사관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노사간의 선
호나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분석틀이 위의 6개 산업의 교섭구조의 최근 변화
와 어느 정도로 산업별 교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교섭구조의 동태
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설명력을 보임을 확인했다. 특히 항운노조의 일부
항구에서 전국 교섭 후 보충 지역별 교섭의 구조의 붕괴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
항구에 대한 상용화가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다. 자동차 운수노조에서 일부 도
시에서 시 단위 교섭을 이탈하려는 사용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 금융노조와 보건의료노조에서 산업별 노조가 만들어지고 산업별 교섭이
시도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노사간의 선택에 의해
설명이 되었다. 금융노조의 경우 산업별 노조를 진정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기업별 노조들의 태도가 중요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산업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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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을 하려는 산업별 노조에 대응하여 사용자단체를 만들려는 사용자들의 구체
적인 움직임이 부족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끝으로 금속노조의 경우 산업
별 노조로 인정하려는 기업별 노조의 태도도 불충분하고 회사들도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사용자단체 등을 준비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본 논문은 한 산업이나 국가수준의 지배적인 교섭구조가 여러 복잡한 요인들
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이나 기업수준의 자료를 기초로 한
분석틀과 국제비교적 시각이 유용함을 보여준다. 또 한 산업별 노동조합이 특
정한 교섭구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 산업을 둘러
싼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적 환경이나 노사관계를 둘러싼 정부의 역할이나
사용자의 역할 등이 아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변화는 달성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국내에서 국가수준의 지배적인 기업별 교섭구조는 여
러 환경적 영향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므로 그 환경에 커다란 변
환이 없는 한 이 교섭구조에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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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 and
Its Determinants and Their Diversities across Industries :
An Analysis from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Jooyeon Jeong
This paper builds a theoretical framework on similarities and diversities
in prevailing bargaining levels across some advanced nations and their
industries through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in English. This theoretical
framework turns out to be useful to understand the establishment of
enterprise bargaining currently prevailing in Korea. Despite the prevailing
enterprise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 this paper also illuminates and
analyzes industrial diversities in prevailing bargaining levels: centralized
bargainings in port service and city bus industries at nation- and
region-levels respectively as well as recent emergence of industry
bargaining in banking and health care industries in contrast

to

predominance of enterprise bargaining in chemical and metal industries.
In addition, that theoretical framework could also explain the recent
decentralization of the centralized bargaining structure in port services
and city bus industries. Findings of this paper imply that the fundamental
shift could not be made only by preferences and choices of unions
without similar preferences and choices of employers in association with
their nation- and industry-specific industrial relations environments.
Keywords : prevailing bargaining levels, industry-level or industry bargaining,
enterprise-level or enterprise bargaining,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bargaiing structure, nation-level and industry-level bargaining
structur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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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 이후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상용직과 임
시일용직의 순환변동 행태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임시일용직 순환은 상용직 순환보다 변동폭이 크다. 둘째,
임시일용직 순환은 실질 GDP를 1분기 선행하지만 상용직 순환은 실질 GDP
에 2분기 후행한다. 셋째,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저점이 정점보다 평균으로
부터 더 멀리 떨어진 진폭의 비대칭성이 관찰되지만 조정 속도는 대칭적이
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진폭은 대칭적이지만 수축이 확장보다 빠르게 진행된
다. 넷째, 임시일용직 순환은 시간가역적인 반면, 상용직 순환은 시간비가역
적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고용조정이 종사상 지위 간에 매우
이질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용어 : 임시일용직, 상용직, 비대칭성, 시간(비)가역성, 조정비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1982년 32.1%에서 2007년 45.9%로 급속히
논문접수일: 2008년 11월 14일, 심사의뢰일: 2008년 11월 24일, 심사완료일: 2009년 3월 22일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8년 외부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유익한 의
견을 주신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 연세대 경제학부 BK21사업단 박사후 연구원(ilyi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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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다.1) 이와 함께 그러한 변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대되었다.2) 하지만,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고용의 순환변동(cycle) 행태
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들
두 고용형태의 순환변동 특징에 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질적 동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이다. 그에 따르면 상용직(regular worker)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이거나 특별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로 정의된
다. 임시직(temporary worker)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 1개월 이상인 노동
자로, 일용직(daily worker)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동자로 정의된
다. 표본 기간은 1980년 1분기부터 2008년 2분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한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고용순환의 특징은 변동성, 시차구조, 비대칭성, 시간가
역성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Christiano & Fitzerald(2003)의 일반화 광역대역
필터(generalized band-pass filter)를 이용하여 임시일용직 고용과 상용직 고용
의 순환요인을 추출한 후, 두 고용순환의 변동성과 시차구조에서 나타나는 특
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Randles et al.(1980)이 제안한 트리플 검정(triple test)
을 이용하여 진폭 및 조정 속도의 비대칭성을 분석한다. 끝으로, 두 고용형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를 대상으로 Ramsey & Rothman(1996)의 시간가역
성 검정을 수행하여 각각의 고용순환에서 관찰된 비대칭성이 어떠한 유형에 속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와 같은 분석 기법들은 경기변동 실증 분야에서 자주 이용되는 것들이다.
고용총량과 실업률의 순환변동에서 앞서 언급한 특성들이 나타나는지를 분석
한 연구도 많다(Nefçi, 1984; Sichel, 1993; Ramsey & Rothman, 1996). 하지만,
아직까지 상술한 기법을 적용하여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비대칭적 순환변동
행태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임시일용직은 확장기와 수축기에 동일한 속도로 조정되는가? 임시일
1)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
2)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동학의 구조변화에 관한 실증연구로는 황선웅(2007)을 참조하라. 임
시일용직의 증가 원인에 관한 연구로는 김용성(2008)을 참조하라. 임시일용직 증가의 사
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황선웅(2009)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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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직의 비대칭적 조정 양상을 상용직의 경우와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가 관찰되
는가? 이 글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의 편의상 이 글의 구성은 주제별 전개 방식을 따른다. 제Ⅱ장에서는 종
사상 지위별 고용순환의 변동성과 시차구조의 문제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진폭 및 조정 속도의 비대칭성에 관한 선행 논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시간가역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분석 결과를 제
시한다.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변동성과 시차구조

1. 선행 논의 개관

가. 변동성
Doeringer & Piore(1971)의 연구를 필두로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하나의 기업 내에 상이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
해 노력해 왔다. Atkinson(1984)은 그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유연성 확
보를 위한 기업의 두 가지 전략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
면, 기업은 노동력 구성을 핵심(core)과 주변(periphery)으로 이원화하고 전자
에게는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을, 후자에게는 수량적 유연성
(numerical flexibility)을 추구한다.3) 핵심 노동력은 남성, 상용직, 전일제 노동
자로 구성된다. 이들에게는 숙련향상과 다기능화를 위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고
용관계가 보장된다. 주변부 노동력은 여성, 임시일용직, 시간제근로 등으로 구
성되며, 이들은 주로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주변 모형의 설명에 의하면, 상용직 고용의 변동폭은 산출
3) 기능적 유연성은 조직 개편과 인력재배치 등의 방법으로 주어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
하는 능력을 나타내며, 수량적 유연성은 산출 변화에 따라 노동투입 총량을 신속하게 조
정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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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핵심-주변 모형의 고용순환 패턴

임시일용직 순환
산출 순환
상용직 순환

변동폭보다 작고 임시일용직 고용의 변동폭은 산출 변동폭을 상회하는 양상이
관찰되어야 한다. [그림 1]은 그와 같은 핵심-주변 모형의 고용순환 패턴을 보여
준다.
물론, 고용형태별 변동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핵심-주변 모형에만 의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더 많은 연구자들은 고용형태별 조정비용의 차이
에 주목하고 있다. 채용과 해고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채용비용의 예로는 구인
광고비용, 선별비용, 훈련비용 등을 들 수 있다. 해고비용에는 계약해지 비용
(severance payment), 의무 대기기간(mandatory waiting period) 동안의 임금 지
급, 이직지원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용조정은 이와 같은 명시적․외부적
비용뿐만 아니라 산출량과 효율성의 감소라는 암묵적․내부적 비용도 발생시
킨다(Treadway, 1971).
이와 같은 조정비용을 고려하면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변화하더
라도 기업들이 고용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고용조정에 따른 비
용절감 효과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용직의 조정은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임시일용직의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Bentolila & Saint-Paul, 1992; Goux et al., 2001; Abowd &
Kramarz, 2003; Alonso-Borrego et al., 2005). 따라서 이와 같은 조정비용 모형
에서도 상용직 고용보다 임시일용직 고용이 더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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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이 상용직보다 산출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
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예컨대, Bentolila & Saint-Paul(1992)은 스페인에서 신
축적 고용계약의 도입이 산출 변화에 대한 고용 총량의 반응을 증대시켰다는
이론적․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Jin et al.(2007)은 미국의 도시패
널자료를 분석하여 임시직 고용증가율의 표준편차가 상용직 고용증가율의 표
준편차를 10배 가량 상회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황선웅(2007)
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출 교란에 대한 임시일용직의 조정이 상용직 조정보다 훨
씬 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와 같은 경향이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전
보다 심화되었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4)

나. 시차구조
[그림 1]을 보면 산출량과 상용직 고용, 임시일용직 고용이 모두 같은 시점에
조정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 세 변수의 전환점
(turning point)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Segal & Sullivan(1995)은 미국의 CES 자료를 분석하여 임시직 파견업종
(temporary help industry)의 고용증가율이 전산업 고용증가율을 1-2분기 정도
선행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Jin et al.(2007) 또한 미국의 BLS 자료
를 분석하여 임시직 파견업종의 고용증가율이 전산업 고용증가율을 4.5개월 선
행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Jin et al.(2007)은 임시직 고용과 상용직 고용의 조정 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정비용의 차이와 생산물 수요 교란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상용직 고용의 조정비용이 임시직 고용의 조정비용을 상회
하는 상황에서 생산물 수요 교란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면 기업들이 일단은 임시
직을 중심으로 고용을 조정하다가 경제상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상용직 고용도 조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Jin et al.(2007)은 일시적

4) 윤윤규(2007)는 1997～2004년 동안의 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의 고용
이, 중고령층보다는 청년층의 고용이 매출액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실증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여성과 청년층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남성과 중장년층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는 본 연구와 어느 정도 관련을 갖지만,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226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1호

수요 교란의 분산이 증대될수록 고용형태간 조정 시차가 확대된다는 실증 결과
를 제시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2. 분석 결과
<표 1>은 종사상 지위별 고용순환의 변동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변동성은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괄호 안의 수치는 각 고용순환의 표준편차를
실질 GDP 순환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5) 순환요인은 Christiano & Fitzerald
(2003)의 일반화 광역대역 필터(generalized band-pass filter)를 이용하여 추출
하였다. 광역대역 필터는 경제시계열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순환 성분
중에서 순환 주기가 일정한 범위(band)에 속하는 성분들은 허용(pass)하고 그
외의 범위에 속하는 성분들은 제거(filtering out)함으로써 실제 경기변동의 주
기에 해당하는 순환 성분만을 추출하는 방법이다.6) 이 글에서는 순환 주기의
하한과 상한을 6분기와 21분기로, 이동평균 시차를 12분기로 설정하였다.
<표 1>에서 ‘전기간’은 전체 표본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외환위기 제외’는
1996년 1분기부터 2000년 3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외시킨 결과를 나타낸다.
<표 1> 종사상 지위별 고용순환의 변동성
전기간

외환위기 제외

임금
근로자

임시
일용직

상용직

표준편차

1.65

3.28

2.20

(산출대비)

(1.00)

(2.00)

(1.34)

임금
근로자

1.30
(1.18)

임시
일용직

상용직

3.11

2.17

(2.82)

(1.97)

주 : 이 표의 수치는 고용형태별 순환요인들의 표준편차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수치는 그
것을 실질 GDP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임.
5) 실질 GDP 순환의 표준편차는 전기간의 경우에는 1.65,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할 경우에는
1.10으로 계산되었다.
6) 따라서 이 기법에 의하면 추세적 성분뿐만 아니라 계절 요인 및 불규칙 요인과 같은 단기
적 성분도 제거된다.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의
중요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경기변동 주기에서 나타나
는 고용순환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의 효과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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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질 GDP와의 교차상관계수
시차(  )

-8분기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0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8분기

임금
근로자
-0.51
-0.17
0.17
0.53
0.81
0.92
0.82
0.54
0.17
-0.18
-0.50

비고

동행

전기간
임시
일용직
-0.22
0.01
0.24
0.47
0.62
0.62
0.43
0.12
-0.24
-0.50
-0.16
1분기
선행

상용직

-0.41
-0.30
-0.12
0.08
0.29
0.47
0.58
0.62
0.57
0.43
-0.48
2분기
후행

외환위기 제외
임금
임시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0.62
-0.12
-0.54
0.17
0.19
-0.11
0.42
0.32
0.02
0.66
0.44
0.15
0.82
0.50
0.27
0.85
0.45
0.41
0.74
0.28
0.51
0.51
0.03
0.56
0.24
-0.24
0.56
-0.04
-0.44
0.47
-0.67
-0.21
-0.42
1분기
2분기
동행
선행
후행

주 : 이 표의 수치는    시점 고용순환과  시점 산출순환 간의 교차상관계수를 나타냄.
음영은 교차상관계수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나타냄.

통계청의 기준순환일에 따르면 1996년 1분기와 2000년 3분기는 제6순환기
와 제7순환기의 정점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은 급격한 하
락과 상승을 연이어 경험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외하여 분
석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전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한 표준편차를 보면, 임시일용직이 3.28%, 상
용직이 2.2%로서 임시일용직의 변동성이 상용직의 변동성을 1.5배 정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주변 모형과 조정비용 모형의 가설에 부합하
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순환변동이 개별 고용형태의 순
환변동보다 진폭이 작았다는 것이다. 이는 상용직 조정과 임시일용직 조정이 어
느 정도 시차를 두고 진행될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한 가지 더 주목
할 만한 결과는 상용직 순환의 변동성이 비록 임시일용직의 경우보다는 작았지
만 산출순환의 경우보다는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핵심-주변 모
형의 설명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용직 또한 생산물시장
의 변화로부터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이상의 모든 결
과는 외환위기 기간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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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종사상 지위별 고용순환의 시차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의 수치는    시점 고용순환과  시점 산출순환 간의 교차상관계수(cro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나타낸다. 음영은 그와 같은 교차상관계수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추정 결과,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전체 임금근로자 모두 경기순응적인 특징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차구조 면에서는 세 변수 간에 상당한 차
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임시일용직은 산출을 1분기 선행하는 반면, 상용직은
그에 2분기 후행하고, 전체 임금근로자는 산출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와 같은 고용형태별 시차구조는 Segal & Sullivan(1995)과 Jin et al.(2007)이
밝힌 미국의 경험과 유사하다. 따라서 Jin et al.(2007)의 해석을 적용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일단은 임시일용직에 의존해 생산물 수요 변동에 대
응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경제상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상
용직을 조정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는 그동안 경기 정점과 경기 저점을 전후하여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의 순환요인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8) 이 그림에서도
임시일용직이 상용직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별
시차구조도 앞서 살펴본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이 그림에서도 외환위기 기간
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결론이 달라질 정도는 아
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특징은 진폭과 조정 속도에 대한 것이다. 우선 임시일
용직의 경우에는 b) 그림의 저점이 a) 그림의 정점보다 평균(0)으로부터 더 멀
리 떨어져 있지만, b) 그림의 저점 이후 상승 속도와 a) 그림의 정점 이후 하강
속도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용직의 경우에는 b) 그림의
저점 이후 상승 속도가 a) 그림의 정점 이후 하강 속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대신, 이 경우에는 b) 그림의 평균에서 저점까지의 거리와 a) 그림의 평균
7) 전체 임금근로자의 순환변동이 산출변동과 동행한다는 결과는 기존의 국내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는 고용변동이 산출변동에 1분기 정도 후행하는 미국의 경험과 대조된다. 자
세한 내용은 조하현․황선웅(2008)을 참조하라.
8) 그림의 실선은 경기 정점 또는 경기 저점을 시점으로 정의하고    (     ⋯  )
시점의 임시일용직 순환과 상용직 순환을 계산한 후 이를 1980년 이후 7번의 소순환에
대하여 단순평균한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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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점까지의 거리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 이제 고용순환의 비대칭성에 관한 다음 논의로 넘어가자.
[그림 2] 경기 전환점을 전후한 고용순환 패턴
a) 경기 정점을 전후한 고용순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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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대칭성

1. 선행 논의 개관
앞서 제시한 [그림 1]은 고용조정의 과정을 대칭적인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대칭적(symmetric)이라는 말은 평균을 중심으로 보면 윗부분과 아랫부
분의 모습이 같고, 경기 전환점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과 왼쪽의 모습이 마치
거울에 비친 상과 같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용총량의 움직임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고용 모두 그처럼 대칭적인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고용
총량과 실업률 순환의 비대칭성을 지지하는 실증연구 결과는 매우 많다(예를
들어, Nefçi, 1984; Sichel, 1993; Pfann, 2001; McKay & Reis, 2008). 이들이
고용순환의 특징에 대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첫째, 저점이 정점보다 평
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고(deep), 둘째, 수축이 확장보다 더 빠르게 진행
된다(steep)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치호(1999)와 조하현․황선웅
(2008)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취업자수와 실업률의 순환
요인에서 진폭 및 조정 속도의 비대칭성이 관찰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고용조정이 비대칭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명이 제
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명에 주목한다.9)
첫 번째 설명은 채용비용과 해고비용이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Hamermesh & Pfann, 1996). 만약, 고용조정비용이 대칭적 볼록함수
(symmetric convex)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고용순환의 변동성 자체는 조정비
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축소되지만, 고용순환의 진폭과
조정 속도는 대칭적인 모습을 갖는다. 반면, 고용조정비용이 비대칭적 볼록함
수(asymmetric convex) 구조를 갖거나 구간별 선형 분절(piecewise linear) 구조
9) 여타의 설명에 대해서는 McKay & Reis(2008)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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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질 경우에는 고용순환 과정에서 진폭 및 조정 속도의 비대칭성이 나타난
다. 한편, 채용비용과 해고비용이 고용조정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된 값으로 주
어지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lumpy and asymmetric)에는 진폭의 비대칭성
은 나타나지만 조정 속도의 비대칭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채용비용과 해고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조정비용의 구조도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고용순환의 비대칭
적 특징도 상당히 다르게 관찰될 것이다. 기존의 미시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고용조정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상용직이 임시직보다 크며, 상용직의 경우에
는 해고비용이 채용비용을 상회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Goux et al., 2001;
Kramaz & Michaud, 2002; Abowd & Kramaz, 2003, Alonso-Borrego et al.,
2005). 이는 상술한 조정비용 모형의 설명에 의하면 상용직의 경우 고용 확대
가 고용 축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상용직 순환
의 특징에 대한 이와 같은 예상은, 앞서 언급한 고용총량의 특징에 관한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울러, 상술한 미시적 연구들은 임시일
용직 조정에 수반되는 채용비용과 해고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순환의 비대칭성에 관한 두 번째 설명은 고용조정에 필요한 정보가 비대
칭적 특징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ortensen & Pissarides, 1994). 그에 따
르면, 일자리창출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느린 속도로 진행되지만 일
자리 파괴는 그러한 정보적 마찰을 겪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채
용 대상자의 인적 속성은 감추어진 특성인 반면, 기존 고용인원의 인적 속성은
이미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이다. Smith(2007)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안정적
인 계약관계를 원하지만 그와 같은 매칭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시직 계약을 체결할 유인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상용직의
경우에는 고용 축소가 고용 확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만, 임시일용직
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정 속도의 비대칭성이 관찰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
다. 특히, 상용직의 순환 패턴에 관한 이와 같은 예상은 고용총량의 특징에 대
한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마지막 세 번째 설명은 내부자-외부자 모형(insider-outsider model)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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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내부자들의 존재 그 자체가 고용순환의 비대칭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
니다. 내부자들이 임금수준보다 고용안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진폭만 작은 대칭적 순환 패턴도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하지만, Begg et
al.(1989)이 지적하는 것처럼 만약 내부자들이 긍정적 노동수요 교란에 대해서
는 임금을 상승시키고 부정적 노동수요 교란에 대해서는 임금 하락을 방지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고용 축소가 고용 확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정성미(2008)는 2008년 8월「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정규
직의 노조가입률은 17.0%인 반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4.4%에 그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간제의 노조가입률은 6.9%로 집계되었다. 정규
직과 비정규직 간 노조가입률 격차는 주로 비정규직 사업장에 노조가 없기 때
문이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상술한 내부자-외부자 모형에
비춰보더라도 임시일용직보다 상용직에서 조정 속도의 비대칭성이 강하게 관
찰될 것이며, 상용직의 경우에는 고용의 축소가 확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 검정방법
이 글은 Sichel(1993)이 제기한 진폭의 비대칭성(deepness)과 조정 속도의 비
대칭성(steepness)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비대칭성을 고려한다. 각각의 특징은
수준변수와 차분변수의 분포 형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선, 진폭의 비대칭
성과 관련하여 어떤 정상시계열의 움직임에서 평균에서 저점까지의 거리가 평
균에서 정점까지의 거리보다 크다(작다)는 것은 해당 시계열의 수준변수가 왼
쪽(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의 분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2) 한편, 조정
속도의 경우에는 수축이 확장보다 빠르게(느리게) 진행되면 차분변수가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의 분포를 가져야 한다.13)
10)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11) 불안정한 고용조건도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다. 이는 또한 정규직
사업장보다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조결성 비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12) 전체 자료를 평균을 중심으로 둘로 나누었을 때 평균 이하 집단이 평균 이상 집단보다
관측치의 수는 적지만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는 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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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Randles et al.(1980)이 제안한 트리플 검정(triple test)을 이용하여 고
용순환의 수준변수와 차분변수의 분포 함수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검
정한다.      를 분석 대상 정상시계열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로부터 시점을
달리하는 세 값을 추출해 모든 가능한 트리플           ,  ≤      ≤ 
를 구성한다고 하자. 만약 특정 트리플에서 가운데 관측치가 최소 관측치보다
최대 관측치에 더 가깝게 위치하면 해당 트리플이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갖
는다고 판정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트리플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갖는다고 판정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트리플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갖는다면      에 대한 기저의 분포 또한 그러하다고 판단한다.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래와 같은 함수를 고려한다.

 ∗                     

                    

여기서,   은 괄호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면 -1, 0이면 0, 0보다 크면 1의
값을 부여하는 함수이다. 위의 식에 따르면           가 왼쪽으로 치우친 형
태를 가질 경우에는  ∗             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바란다.
반대의 경우에는  ∗            이 된다.           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면  ∗            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트리플 검정 통계량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는 
 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며,14)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3) 시간에 대한 차분값은 변화의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14) 계산방법은 Randles et al.(198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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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무가설은      의 분포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명제로서,
위의 식에서는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귀무가설하에서  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가 0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수준변수에 대한 트리플 검정에
대립가설은 

서 검정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수(-)로 추정되면 진폭이 대칭적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저점이 정점보다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대
립가설이 지지된다. 반대로, 수준변수에 대한 트리플 통계량이 양수(+)라는 것
은 정점이 저점보다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조정 속도
의 경우에는 차분변수에 대해 트리플 검정을 수행하여 검정통계량이 유의한 음
수(-)로 추정되면 조정 속도가 대칭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수축이 확장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확장이 수
축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해석한다.

3. 검정 결과
<표 3>은 고용순환의 비대칭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
용형태별 순환요인의 왜도통계량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각의 순환요인
은 앞 장과 마찬가지로 일반화 광역대역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우선, 수
준변수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상용직 모두 왜도통
계량이 음수(-)로 추정되었다. 이는 세 변수 모두 저점이 정점보다 평균으로부
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절댓값의 크기는 임시일용직이 상용직보
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차분변수에 대한 왜도통계량을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와 상용직은
음수(-)로, 임시일용직은 양수(+)로 추정되었다. 단, 추정치의 크기가 상용직과
<표 3> 종사상 지위별 고용순환의 왜도통계량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상용직

수준변수
-0.400
-0.591
-0.229

차분변수
-0.486
0.076
-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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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0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0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상용직과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축이
확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임시일용직의 경우
에는 조정 속도의 비대칭성이 뚜렷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표 4>에서 제시되는 트리플 검정 결과는 이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먼
저,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진폭 및 조정 속도가 대칭적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진폭이 대칭적이라는 귀무가설은 5%
수준에서 기각되었지만 조정 속도가 대칭적이라는 귀무가설은 10% 수준에서도
기각되지 않았다. 반면, 상용직의 경우에는 진폭이 대칭적이라는 귀무가설은 기
각되지 않았고 조정 속도가 대칭적이라는 가설이 5%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순환 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김치호(1999),
조하현․황선웅(2008)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에
대한 실증 결과는 이 글에서 처음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저점이 정점보다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지
만 조정 속도는 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비용과 해고비용이 고용
조정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된 값으로 주어지며 절대적인 크기는 채용비용이 해
고비용을 상회할 때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이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진폭의 비대
칭성은 불분명하지만 수축이 확장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문헌에서 제시되었던 고용총량의 비대칭적 조정속도에 관한 분석 결과
가 주로 상용직 조정의 특징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매우 흥미롭고 여러 가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에 비추어 그러한 거시적 현상의 미
시적 배경을 밝히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이다. 단지, 앞서 언급
한 대로 고용조정비용의 구조와 일자리 매칭 과정의 특징, 교섭구조의 특징 등
이 본 연구 결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임시일용직이 상용직보다 일자리 탐색 기간이 짧고 노동조합 가입률도 낮다
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일자리 매칭 모형 및 내부자-외부자 모형의 예상과
일치한다. 반면, 조정비용 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예상 밖의 결과일 수 있다. 법
적․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용직에 대한 해고비용이 높다는 인식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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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대칭성 검정 결과
진폭의 비대칭성







조정속도의 비대칭성







임금근로자

-0.003

-0.163

-0.014

-0.730

임시일용직

-0.033

-2.015**

0.012

0.660

상용직

-0.007

-0.481

-0.033

-2.094**

주 : **는 검정 결과가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 그 자체가 아니
라 고용조정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상대적인 크기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
면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절대적인 크기 자체는 해고비용이 채용비용을 상회
하더라도, 상용직을 채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순이익보다 그들을 해고함으로써
(나아가 이를 임시일용직으로 대체함으로써) 얻게 되는 순이익이 더 큰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생산성을 감안한 상용직과 임
시일용직의 임금격차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튼 본 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국내 노동시장의 미시적 특징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후속 연구의 몫
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대신, 다음 장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고용형태별 순환변동의 특징을 밝힌다
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포괄하는 시간가역성의 문
제를 논의한다.

Ⅳ. 시간가역성

1. 선행 논의 개관
Ramsey & Rothman(1996)은 시간가역성(time reversibility)과 시간비가역성
(time irreversibi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순환변동에서 관찰되는 비대칭적
특징을 유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통계학의 관점에서 시간가역성은 다음과
같이 시간의 순서로 반대로 하더라도 주어진 시계열의 결합확률분포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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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지되는 특성을 말한다.
               

∀      ∈

여기서,      는 평균이 0인 임의의 정상시계열을 나타내며,    는 기대
연산자(expectation operator)를,  은 자연수 집합을 나타낸다.
어떤 시계열이 시간가역적인 경우에 속하더라도 진폭은 비대칭적일 수 있다.
반면, 조정 속도가 비대칭적인 시계열은 언제나 시간비가역적이다. 예컨대, 저
점이 정점보다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축 속도와 확장 속도는
동일한 자료를 생각해 보자. 그와 같은 자료는 시간의 순서를 반대로 하여 배열
하더라도 진폭의 비대칭성에 대한 특징이 동일하게 관찰될 것이다. 하지만, 수
축이 확장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자료는 시간의 순서를 반대로 하여 배열하면
원래의 경우와는 반대로 확장이 수축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전자는 시간가역적인 반면, 후자는 시간비가역적이다.
그런데 시계열 분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계열이 시간가역적인 특징을 갖
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교란항의
분포가 가우시안(Gaussian)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충격의 전
파 과정이 선형 모형으로 근사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 절에서 논의한 고용조정비용, 일자리매칭 구조, 교섭전략의 비대칭적 특
징은 모두 충격의 전파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상용직 순환은
시간비가역적인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임시일용직의 순환요인이
시간가역적인 특징을 가질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충격의
전파 과정이 선형 모형으로 근사화된다는 조건뿐만 아니라 교란항의 분포가 가
우시안 특징을 갖는다는 조건도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검정 방법
이 글에서는 Ramsey & Rothman(1996)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용순환
의 시간가역성 여부를 검정한다. 그에 따라      가 시간가역적이라는 귀무
가설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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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의 식에서  










     
     

 은 분산을,15)     는 임의의 자연수를 나타낸

다. 앞 절의 정의에 의하면      가 시간가역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모
든  ≤  ∈  에 대하여 
    과 
    가 일치함을, 즉      임을 뜻
한다.16) 이와 같은 귀무가설하에서   통계량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

3. 검정 결과
<표 5>는 고용형태별 순환 요인에 대하여 시간가역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17)    는 각각의     ⋯   에 대하여 구한   통계량
중에서 절댓값이 가장 큰 경우를 나타낸다. 이 글에서는 분기별 자료가 이용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으로 설정하였다.
검정 결과를 보면,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어떠한 시차에 대해서도 검정통계
량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전체 임금근로자와 상용직은 상당수 시차에

 의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Ramsey & Rothman(1996)을 참조하라.
15) 
16) 단, 이 글에서는 Ramsey & Rothman(1996)과 마찬가지로     인 경우로 논의를
한정한다.
17) 단, 이 절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순환 요인으로 이용했다. 고용순환에 자기상관
  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환 요인의 ARMA 모형
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을 추정해야 하는데, 확정적 주기함수의 특징을 갖는 광역대역 필터의 순환 요인을 이용
하면 ARMA 모형의 자기회귀계수가 4를 초과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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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검정통계량이 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통계량 역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시일용직 순환은 시간가역적(time
reversible)인 반면, 상용직과 전체 임금근로자 순환은 시간비가역적(time
irreversible)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시간가역성 검정 결과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상용직

1

-0.821

-0.240

-0.214

2

-1.486

-0.055

-0.649

3

-2.636***

0.087

-1.072

4

-4.482***

-0.172

-1.992 **

5

-4.971***

-0.109

-3.411 ***

6

-3.849***

-0.038

-3.700 ***

7

-2.593***

0.015

-3.230 ***

8

-1.164

-0.124

-2.903 ***

9

1.180

0.015

-2.020 **

10

1.979**

-0.038

-1.921 *

11

2.501***

-0.175

-2.659 ***

12

2.643***

-0.439

-2.619 ***

13

0.858

-0.237

-2.808 ***

14

0.149

-0.078

-2.511 ***

15

-0.309

-0.124

-2.659 ***

16

-0.592

-0.059

-2.064 **

17

-0.275

-0.149

-1.984 **

18

-0.757

-0.299

-2.990 ***

19

-0.935

-0.079

-3.016 ***

20

-1.571

0.065

-2.855 ***

-0.439

-3.700 ***

 

-4.971***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는
  통계량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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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순환이 시간비가역적이라는 것은 해당 고용형태에서 수축이 확장보
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앞 장의 논의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오히려 이 장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임시일용직 순환이 시간가역적이라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외부적 교란에 대한 임시일용직의 반응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을
추동하는 외부적 교란의 성격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임시일용직 순환
이 시간가역적이라는 결과는 외부적 교란에 대한 해당 고용형태의 반응이 선형
모형으로 근사화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들이 직면하는 외부적 교란이 가우
시안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Saint-Paul(1996)은 동태적 효율임금 모형을 이용하여 일시적 교란(transitory
shock)에 대해서는 임시직이, 지속적 교란(persistent shock)에 대해서는 상용직
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Hwang & Park(2008)은
우리나라의 자료를 분석하여 상용직 순환의 대부분은 영구적 교란에 의해 설명
되지만 임시일용직 순환의 대부분은 일시적 수요교란에 의해 설명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거시경제학의 표준적인 해석에 따르면 산출 변동에 대
한 총 공급교란은 긍정적인 교란이 부정적인 교란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며
실질 변수의 움직임에 지속적인 효과를 미친다. 반면, 총 수요교란은 긍정적인
교란과 부정적인 교란이 비교적 대칭적인 형태로 분포하며 실질 변수의 움직임
에 대한 효과가 일시적이다. 따라서 임시일용직의 순환 요인이 시간가역적이라
는, 즉 그들에 대한 외부적 교란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산출교란의 지속성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 대한 기업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Saint-Paul(1996)과 Hwang & Park(2008)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
한다.

Ⅴ. 맺음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일용직 순환은 상용
직 순환보다 변동폭이 크다. 둘째, 임시일용직 순환은 실질 GDP를 1분기 선행
하지만 상용직 순환은 실질 GDP에 2분기 후행한다. 셋째, 임시일용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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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저점이 정점보다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진폭의 비대칭성이 관찰되
지만 조정 속도는 대칭적이다. 그와 달리 상용직의 경우에는 진폭은 대칭적이
지만 수축이 확장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넷째, 임시일용직 순환은 시간가역적
인 반면, 상용직 순환은 시간비가역적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조정비용의 구조, 탐색 과정의 특징, 법
적․제도적 보호수준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고용조정이 종사상 지위 간
에 매우 이질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
를 고려하지 않고 고용 총량의 움직임에만 주목하는 이론적․실증적 접근법은
경제현상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도출할 위험이 높다. 아울러, 경기안정화 정책
을 수립할 때에도 정책의 효과가 두 집단 간에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용형태별 조정 과정의 이질성을 분석했다. 본문에서
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노동시장의 미시적 특징을 재검토
하는 작업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형태별 조정 과정이 성별․산업
별․기업규모별로는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비모수적 방법 대신 고용형태별 조정 과정의 구체적인 함
수형태를 가정하는 모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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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ng Cyclical Behaviors of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ment
Sun-Oong Hwang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yclical behaviors of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ment using the Korean quarterly time series data
from 1980:Q1 to 2008:Q2. Ou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yclical behavior of temporary employment is more volatile
than that of permanent employment. (2) Temporary employment leads
output by one quarter, whereas permanent employment lags output by
two

quarters.

(3) Evidence

of

deepness

is

found

for

temporary

employment, while the evidence for permanent employment is weaker.
Permanent employment, however, exhibits steepness that temporary
employment does not have. (4) Temporary employment series is
time-reversible; in contrast, permanent employment series is timeirreversible. After all, these results show that the two types of
employment,

temporary

and

permanent

one,

are

adjusted

highly

heterogeneously over a course of a business cycle.
Keywords : temporary employment, permanent employment, cyclical asymmetry,
time (ir)reversibility, labor adjust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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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엄동욱)

영향(김동배․김기태)
▪ 특수형태근로부문의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조선주․최윤영)
▪ 회생․파산절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
협약에 미치는 영향(양형우)
▪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 도시 임금소득
자 가구를 중심으로(이성균)
▪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상호)
▪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이민우․이영진․한
재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