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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
**

조동훈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하여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크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개인의 관측
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한 고정효과모델(Fixed-Effect Models)을 통하여 횡
단면 분석의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고정효과모델에서 추정한 기업규모간 임
금격차는 횡단면 분석과 비교하여 적게는 20%에서 크게는 70%까지 감소하
여 횡단면 분석의 추정 결과는 상당 부분 상향 편의되었음을 입증하나 여전
히 어느 정도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면 분석 결과와 고정효과모델의 추정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관측되지
않는 능력 혹은 생산성이 높은 개인이 상당 부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많이 선택하였고 이를 실증분석에서 적절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핵심용어 : 고정효과모델,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논문접수일: 2009년 4월 9일, 심사의뢰일: 2009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2009년 8월 17일
* 본 논문은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의「한국의 임금격차」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
다.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 한림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과 교수(hooncho@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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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과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산업구조
는 저비용 구조에서 임금의 고비용 구조로 급속도로 전환되었다. 기업체 규모
별 임금격차를 기업체 종사근로자 수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자 수 10～299인)과
대기업(근로자 수 3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1986년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명목임금 기준)는 9% 수준이었으
나 그 이후로 임금격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49%까지 증가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말에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급격히 증가한 후에
1990년대 말까지는 완만한 증가를 보여 왔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 활
동과 급속한 기술진보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임금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서 임금격차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의 임금불균등 정도를 심화시키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산하는 순부가가치 혹은 노동
생산성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규모간 임
금격차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본축적이나 기술수준에 있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우월
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동일 노동투입량에 대해서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높을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실증분석에서 근로자 각 개인의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측되는 근로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실제로 ‘동일한’ 수준의 인적자본을 소유한 근로자의 임금이 기업규모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관찰할 수 있는 근로자의
특성은 대개 개인의 교육수준, 근속연수, 노동조합 가입 여부, 근로자가 속한
직종 및 산업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물론 이런 변수들이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이기는 하나 이외에도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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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관측되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과
기업체 선택과의 상관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보이지 않은 능력이나 생산
성이 높은 근로자가 만일 체계적으로 대기업에 종사한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과대 추정하는 편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면
패널자료를 통해서 기업규모간 직장을 이동한 표본을 분석하는 고정효과모델
을 통해서 횡단면 분석이 초래하는 내생성 문제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고정
효과모델을 통해서 추정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횡단면 분석과 비교해서 그
크기가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70%까지 감소하여 횡단면 분석의 추정 결과는
상당 부분 상향 편의(upward bias)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Ⅱ. 기존 연구

먼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앞서 기업체 규모간 임금격차에 대한 기존의 국
내외 연구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다양한 가
설을 요약한 Brown & Medoff(1989)와 Oi & Idson(1999)의 경우를 참고로 하
여 정리해 본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원인에 대해 고전주의 경제학파에서 제
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질
이 다르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사전적으로 능력이나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직장 내 직업훈련을 통해
서 사후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대기업이 능력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원인에 대해서 Hamermesh
(1980)는 자본과 노동의 보완성 관계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자본이 집
중되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자본과 노동력 사이에 양(+)의 보완성이 존재한다
면 능력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고전주의 경제학파에서 제시하는 대기업이 고능력 근로자를 고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기업의 높은 감시비용(monitoring cost)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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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1983)의 연구에서 대기업인 경우 주어진 노동공급에서 감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가가 능력이 높은 근로자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관리자는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력이 높은데, 이들은 임금체계에 있어서 고정급
보다는 근로자의 성과(performance)에 주로 의존하는 성과급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능력이 높은 근로자에게 더 큰 유인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개인들이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이론이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가
설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빠듯한 근로 일정이 대기업
에서 심하며 이는 높은 임금으로 보상받는다는 이론이다(Stafford, 1980).
다음으로 제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시각이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마치 결성되어 있는 것처럼 근로자
에게 상당한 수준의 임금프레미엄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
동조합이 결성되면 노조원들의 임금상승 요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상여금, 근
로환경 개선압박, 경영권 참여 등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비용보다는
높은 임금을 아예 지불함으로써 노동조합 결성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이 더욱
선호된다는 것이다(Rosen, 1969; Freeman & Medoff, 1981). 노동조합의 위협
효과(union threat effect)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실증적으로 산업이나 직종
을 노동조합 조직률에 따라 표본을 나눈 후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산업에
서 즉 노동조합의 위협효과가 높은 직장에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다른 산
업에 비해서 높은지를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제도주의적 설명 가운데 다른 접근은 대기업이 특정 산업 내에서 독점적 지
위(monopoly power)를 누림으로써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Mellow, 1982). 특정 산업에서 독점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이 그 이윤을 근로
자에게 높은 임금으로 지불한다는 설명인데 여전히 동일한 생산성을 소유한 근
로자에게 왜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하
고 있다. 다른 하나의 흥미로운 설명은 효율임금가설(efficiency wage hypothesis)
에 기초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감시비용과 비슷한 문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노력을 100% 투입하기를 꺼려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부여하고 만일 직장에서 태만이 발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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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높은 벌칙을 부과하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근로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Eaton & White, 1983). 또한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이직을 적게 함으로써 기업이 종업원을 훈
련시키는 비용을 낮춘다는 설명도 여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Schaffner
(1996)의 연구에서 대기업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지급하는 전략이 근로자의 태
만을 줄이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페루에 대한 그의 실증분석
에서 대기업 근로수준의 기준이 중소기업보다 높고 이로 인한 고임금은 효율임
금가설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정되는 현실이다. 발견되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가운데 근로자의
특성의 차이에 의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실증분석의 핵심에 있
다. 이때 관측되는 근로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관측되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연구들은 패널자료
를 활용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Evans & Leighton
(1989)의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널자료인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NLS) of Young Men의 자료를 사용하여 발견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가운데 약 60% 정도가 근로자의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Winter-Ebmer & Zweimuller(1999)의 스위스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스위
스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관측되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절반 정도가 근로자
의 특성의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관측되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의 차이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
히 절반 정도의 부분이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박훤구(1981)의 연구를 시작으로 간헐적
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가 뜸하였
고 1990년 중반 이후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
하였다. 김대모․유경준(1996)의 연구는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임금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호영(1996)의 연구는 기업체 규모간 임금격차를 Oxaca & Blinder의 분
해요법을 사용하여 관측되는 임금격차의 약 60%정도가 근로자의 특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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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식(2001)의 연구는 경기변동과 기업규모간 임
금격차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경기상승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한다. 최근 원종학․김
형준(2006)의 연구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청년층 실업에 미치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는 고정효과모델을 사용하여 기존의 국내 연구가 간과하는 관측되지 않
는 근로자의 특성과 직장 선택과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여 기업규모간 임금격
차의 크기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2)

Ⅲ.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는「한국노동패널조사」1998
～2006년까지 9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로 1998년도에 전국 5,000
가구의 가구원 13,321명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이후 조사에서도 원
표본 가구 유지율이 75% 이상을 유지하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노동패널조사는 임금결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는
근로자가 속한 기업체 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업체 규모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노동조합 여부를 통제하는 것이 기
업체 규모 임금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Miller and Mulvey
1996). 본 연구에서는 지난 9년간 주된 일자리(main job)에서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한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임금변수는 월평균 임금에서 주
당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준 실질 시간당 임금을
사용하였고 월 4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임금근로자 가운데 하위 1%의 표본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 표본의 크기는 20,781개이며 관측된 개인
2)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수준을 추정하는 사실 발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여전히 존재하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원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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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는 4.689명으로 개인당 약 4.4개의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기업체 규모 임금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체 규모에 대한 정의를 명
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매년 개인에게 기업체 규모를
묻는 설문 내용이 다음과 같다. “현재 일하고 계시는 곳(직장)의 회사 전체 종업
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 그룹사의 경우는 해당 계열사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 내용에
따르면 노동패널에서 근로자가 속한 직장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은 사업체 규
모라기보다는 근로자가 속한 직장 전체에 대한 기업체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본 설문에 대해 각 응답자는 구체적인 숫자를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정확한
종업원 수를 표기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범주 가운데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기업체 규모 범주는 (1) 1~4인 (2) 5~9인 (3) 10~29인 (4)
30~49인 (5) 50~69인 (6) 70~99인 (7) 100~299인 (8) 300~499인 (9) 500~999인
(10) 1,000인 이상 (11) 잘 모르겠다로 구분되어졌다. 기업체 규모에 대한 연속
적 변수와 범주적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체 종업원 수 규모에 따라 (1) 1~9인 (2)
10~29인 (3) 30~99인 (4) 100~299인 (5) 300~999인 (6) 1,000인 이상의 6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이상의 6개 범주에 따른 근로자가 속한 기업체 규모별 분포가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전체 표본 18,093개 가운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체의 분포가 가장 많은 4,067개로 분석 표본 가운데 22.5%를 차지하고 있
다. 다음으로 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의 기업체가 21.5%, 근로자 수 30~99인이
18.2% 그리고 10~29인이 17.5%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100인 미만을 기준으
<표 1> 기업체 규모별 분포
(단위 : %, 개)

기업체 규모
1～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표본 크기

총 표본수
4,067
3,174
3,294
2,016
1,651
3,891
18,09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6.

분포
22.5
17.5
18.2
11.1
9.1
2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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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업규모와 노조 기업 분포
(단위 : %,)

기업체 규모

노조기업

비노조기업

1～9인

0.01

0.99

10～29인

0.05

0.95

30～99인

0.17

0.83

100～299인

0.40

0.60

300～999인

0.59

0.41

1,000인 이상

0.68

0.3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6.

로 그 이하의 종업원 수를 보유한 기업체 규모는 무려 58.2%를 차지하고 있으
며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면 그 분포의 크기는 69.3%에 이르고 있
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고용의 비중이 대기업
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표 2>에서 기업체 규모별로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에 대한 분포
가 나타나 있는데 기업체 규모가 대기업인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될 확률이 높
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10인 미만의 소기업의 노동조합 조직 비율은 겨우 1%
수준이며 10~29인의 경우 5%, 그리고 근로자 수가 30~99인 기업체의 경우 노
조가 조직된 비율이 17%에 머무르고 있다. 이 비율은 기업체 종사자 수가 100
인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는데 100~299인의 경우 40%이며 300~999인
59%, 그리고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68%의 기업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체 규모와 근로
자의 임금수준과의 관계에서 순수한 기업규모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업규
모와 상관관계가 매우 큰 기업의 노조조직 여부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이를 회귀분석에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기업체 규모 임금효과는 과대
추정(overestimates)될 확률이 매우 높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한국노동패널 자
료에서 근로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체 규모별로 근로자의 다양한 인적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근로자의 인
적특성과 직장 선택에 있어서 기업규모와의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먼
저 <표 3>에서 기업체 규모별로 연령, 성별 분포, 학력수준, 결혼 여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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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의 평균연령에 있어서는
기업체 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 기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여
성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0인 미만 기업
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47%인 데 반해서 10인 이상 기업체인 경
우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30%대로 낮아지며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체에 종
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27%로서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과 남성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가 다른 구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존재하는 국내 노동시장을
감안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에서 취약 부문인 중소기업에 여성 고용이
많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결혼 여부와 기업체 규모와의 관계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미혼근로자의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0
인 미만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혼 비율이 50% 수준인 데 반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그 비율이 37～38%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기업체 규모별 여성 인력의 분포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
다.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이후 정규직 혹은 공식 부문으로 재진입이 어려운
경우 소규모 영세업체와 같은 부문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향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추측된다.
근로자의 학력수준과 기업체 규모별 특성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평균 학력수
준이 기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현저히 증가함을 살펴볼 수 있다. 10인 미만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교육연수는 12.1년이나 1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의 평균 학력수준은 13년을 초과하고 있으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
<표 3> 기업체 규모별 인적특성
(단위 : %, 년, 개)

연령
여성
결혼 여부
학력
근속연수
표본 크기

1～9
35.8
0.47
0.50
12.1
3.5
4,028

10～29
37.4
0.37
0.43
12.4
4.2
3,130

30～99
37.7
0.34
0.39
12.7
5.5
3,167

100～299
37.7
0.29
0.38
13.1
5.8
1,95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6.

300～999
36.0
0.33
0.37
13.8
7.1
1,616

1,000 이상
36.0
0.27
0.38
13.8
8.9
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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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
(단위 : 만원, 시간)

1～9인

10～29인 30～99인 100～299 300～999 1,000 이상

월평균 임금

124.8

146.5

159.1

171.3

198.0

226.3

월근로시간

232.8

227.2

227.8

227.6

221.2

215.5

시간당 임금

0.553

0.665

0.728

0.789

0.940

1.089

로그시간당 임금

3.91

4.07

4.14

4.21

4.38

4.54

표본 크기

4028

3130

3167

1956

1616

3769

주 : 모든 임금수준은 각년도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실질수준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6.

우는 거의 14년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연수에 있어
서도 학력수준과 마찬가지로 기업체 규모의 증가와 근속연수의 증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인 미만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3.5년인 데 반해서 기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근속연
수는 증가하여 300~999인 7.1년 그리고 1,000인 이상 기업체 규모에서는 평균
근속연수가 무려 8.9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대기업인 경우 근로자에게 직장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규직 위주의 고용형태와 노동조합의 역할 등이 그 중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체 규모별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근로시간, 임금을 중심으로 <표 4>에
서 제시하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 필요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리는 근로자
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근로
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인데 이에 한 달 평균 4.3주를 고려하여 월근로시간을 추
정하였다. 발견되는 흥미로운 패턴은 대기업일수록 월근로시간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대기업일수록 월평균 임금의 증가와 월평균 근로시간의 감소는 월평균
임금을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추정한 시간당 임금의 기업규모간 괴리를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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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기업 종사 결정요인 분석

우리는 앞에서 기업체 규모별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여 보
았다. 이를 종합하여 각 개인의 특성들이 근로자의 기업규모 종사 여부에 영향
을 주는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 기업규모를 종사자 수 100인
을 기준으로 하여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확률을 근로자의 특성과 산업변
수를 넣어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자. 이 추정을 위해서 프로빗 모델과 로짓 모델
을 동시에 사용하였는데 이 두 모델 간 추정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프로
빗 추정결과에 의거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나이가 고령자일수록 100인 이상 기
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는데 그 효과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
<표 5> 대기업 종사 결정요인 분석

나이
교육연수
여성
광업. 건설
전기․운수․통신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임대
공공서비스
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시간더미
지역더미
Log likelihood
R-sqs
표본

Probit
추정계수
표준오차
0.002**
(0.000)
0.040**
(0.002)
-0.036**
(0.009)
-0.192**
(0.014)
0.161**
(0.015)
-0.139**
(0.012)
-0.224**
(0.018)
0.237**
(0.016)
-0.173**
(0.012)
-0.176**
(0.012)
-0.229**
(0.014)
yes
yes
-10652.02
0.1117
17,666

Logit
추정계수
표준오차
0.002**
(0.000)
0.042**
(0.002)
-0.038**
(0.009)
-0.191**
(0.013)
0.164**
(0.016)
-0.142**
(0.012)
-0.223**
(0.018)
0.242**
(0.017)
-0.175**
(0.012)
-0.177**
(0.012)
-0.228**
(0.014)
yes
yes
-10645.18
0.1123
17,666

주 : (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이며,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하였음.
기준이 되는 산업은 제조업임. 모든 추정계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s)임.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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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연수가 높을수록 대기업에 종사하는 확률이 높았는데 교육연수 1년의 증가
는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확률을 약 4% 증가시키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동일
한 인적특성의 남성근로자에 비해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할 확률이 3.6% 낮
은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추정 모델에서 고려된 인적속성 외에 근로자가 속한
산업이 기업체 규모 종사형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기․운수․통신업과 금융․보험․임대업에 종
사했을 경우 100인 이상 기업에 근로할 확률이 각각 22.4%와 23.7% 높게 나타
났다. 이외 산업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100인 이상 기업 종사확률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Ⅴ. 기업체 규모 임금효과

1. 횡단면 분석
본 장에서는 먼저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한 기업체 규모의 임금을 추정해 보
고자 한다. 기업체 규모를 종사하는 기업체 종업원 수 규모에 따라 (1) 1~9인
(2) 10~29인 (3) 30~99인 (4) 100~299인 (5) 300~999인 (6) 1,000인 이상의 6개
의 범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10인 미만을 기준그룹으로 설정하여 5개의 기
업체 더미변수를 횡단면 임금추정식에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과 같이 독립변수
로 넣어주었다. 이외에도 연도더미변수, 직종더미변수, 산업더미변수, 그리고
지역더미변수도 동시에 고려해 주었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시간
당 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임금추정식의 결과를 아래 <표 6>에서 살
펴보면 교육연수 1년의 증가는 근로자의 임금을 5.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나며, 나이의 증가가 임금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근속연수 1년의 증가가 임금상승에 미치는 효과 3.0%에 이르고 있
으며 여성의 경우 관측되는 ‘동일한 속성’의 남성근로자에 비해 임금격차가
26.7%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혼한 근로자가 미혼에 비해 임금이
1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관심이 되는 기업체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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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효과 추정계수들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소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10~29인
경우는 근로자의 임금상승폭이 8.5%, 30~99인 8.8%, 100~299인 9.8%, 300
~999인 18.3%, 그리고 1,000인 이상 경우는 무려 25.6%의 임금상승을 보여주
고 있다. 즉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하며 그 폭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후에 살펴보겠지만 횡단면 추정계수는 관측되지 않
는 근로자의 특성과 기업체 선택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
문에 상당한 정도의 편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3)
<표 6>의 오른쪽 열에 있는 추정 결과는 각 기업이 산업 내에서 누리는 독점
<표 6> 기업체규모 임금효과 추정식
OLS
교육연수
나이
근속연수
노동조합
여성
기혼 유배우
기업체규모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연도더미
직종더미
산업더미
지역더미
R-sqs
표본

OLS

추정계수
0.051**
0.003**
0.030**
0.049**
-0.267**
0.120**

표준오차
(0.001)
(0.000)
(0.000)
(0.007)
(0.006)
(0.006)

추정계수
0.048**
0.004**
0.029**
0.060**
-0.263**
0.120**

표준오차
(0.001)
(0.000)
(0.001)
(0.007)
(0.006)
(0.006)

0.085**
0.088**
0.098**
0.183**
0.256**
yes
yes
대분류
yes
0.6098
20,781

(0.009)
(0.009)
(0.011)
(0.012)
(0.010)

0.090**
0.101**
0.116**
0.191**
0.243**
yes
yes
세분류
yes
0.6347
20,781

(0.009)
(0.009)
(0.011)
(0.012)
(0.011)

주 : (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이며, 이분산(heteroskedasticity)과 시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을 고려하였음. 기업체 규모 더미효과에서 기준그룹은 종업
원 수 10인 미만인 기업임. 근속연수 제곱항도 설명변수에 포함되었음.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6.
3) 실증분석에 사용된 Stata 9에서는 고정효과 분석시 발생할 수 있는 이분산과 시계열 상관
을 고려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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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윤을 통제하고자 세분류(three digit level)하에 산업더미변수를 통제한 결
과이다. 산업변수를 9개의 대분류하에서 통제한 추정 결과와는 크게 차이가 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세분류 산업을 통제한 후에 추정된 기업체 규모더
미변수가 대분류 산업더미 통제 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
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임금을 주는 이유가 대기업이 산업 내에서 누리
는 독점적 이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

2. 패널 분석
신고전학파 모델에서는 ‘동일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동일
한 임금을 받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사용하는 횡단면
분석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특성과 임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실증분석하는 데 있어서, (특히)관측되지 않
은 근로자의 특징들과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으로의 선택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
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 횡단면 분석 임금방정식에 추정하는 기업
규모의 임금효과는 개인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예
를 들어 교육수준, 근속연수－을 통제하고 기업규모 더미변수를 고려하는 아래
와 같은 방정식을 추정하여 구한다.
Yi=β0+β1Zi+β2Xi+εi

(1)

식 (1)에서 Yi는 각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로그임금이며, Zi는 개인이 속한 기
업체 규모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Xi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개인 및
직장의 속성들이며 εi는 에러항(error term)이다. 이때 기업체더미변수 추정계수

β1가 불편추정값(unbiased estimates)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에
러항과 기업체 규모 선택과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 즉 통계학적으
로 Cov(Zi, εi) =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속성에 따라 기
업체 규모 선택 여부가 체계적으로 결정된다면 횡단면 분석에서 OLS 방법으로
추정된 기업체더미 계수값은 편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만일 생산성이 혹은 기
술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대기업 직장을 선호한다면 횡단면 임금
방정식에서 추정된 대기업 임금효과의 크기는 과대 평가(over-estimated)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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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관측되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과 기업체 규모 선택의 상관관계로 발생하는 내
생성 문제(endogenous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
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체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
를 찾아 그것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Heckman-Lee의 2단계 추정방법이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에서 도구변수를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
체 규모의 임금효과 분석에서 결국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근로자의
자기선택의 문제인데 패널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고정효과모델을 사용하여 근
로자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과 직장 선택과의 상관관계의 내생성 문제를 효과적
으로 치료하는 방법인 것이다.
먼저 패널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여러 정보들을 분석하는 것이므
로 앞의 임금방정식 (1)에서 시간을 고려한 아래의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Yit=β0+β1Zit+β2Xit+β3Tt+μi+εit

(2)

식 (2)에서 Yit는 각 근로자가 어느 일정시점에서 받는 시간당 로그임금이며,
Zit는 시점 t에서 개인의 기업체규모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Xit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개인 및 직장의 속성들이며, Tt는 시간더미변수이며, 그리고

εi는 에러항이다. 이때 μi는 관측되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으로서 기업체 규모 더
미변수인 Zit와 상관관계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만일 개별
연구자가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OLS를 이용한 임금방정식을 추정한
다면, 이때 추정된 β1는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생산성이나 기술수준이 높
은 근로자가 대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다면 OLS 추정계수는 상향 편
의(upward bias)를 가지게 된다.
횡단면 분석에서 피하기 힘든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고정효
과 모델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변수 μi를 제거하는 것
이다.
Yit = β1Zit + β2Xit + β3Tt+εit

(3)

여기서 Yit 는 Yit - Yi에서 구한 값, 즉 개인근로자의 임금을 각 시점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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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분석 시간에서 구한 개인의 평균 임금을 빼준 값이다. 나머지 변수인 Zit,
Xit, εit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정리한 식 (3)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임금방정식에서 내생성 문제를 내포했던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속성인 μi가 제거된 것이다. 따라서 β1의 고정효과 추정계수치는 에러항인

εit이 모든 시점에서 각각의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면 불편추정량의 성질
을 가질 수 있다. 최근의 통계프로그램은 고정효과 분석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항의 이분산(heteroskedascticity)과 시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을
교정하여 준다.

아래 <표 7>에서 횡단면 추정 결과와 고정효과 모델을 통하여 추정한 기업
규모 효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고정효과 모델의 장점은 앞에서 설명한 것
처럼 근로자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여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변수와
의 잠재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고정효과 모델에서 추정하는 표본은
주어진 분석 기간 동안에 변수의 지위가 바뀌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
년 1년씩 증가하는 나이변수 그리고 성별변수의 추정계수는 누락되었음을 밝
혀둔다. 기업체 규모변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른 설명변수의 추정계수의 변
화를 살펴보면 교육, 노동조합, 그리고 결혼 유배우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매
우 감소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관측되지 않는) 능력 혹은 생산성
이 높은 개인이 높은 교육수준을 받고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종사할 확률
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관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횡단면
분석에서 추정한 설명변수는 상당 부분 상향 편의(upward bias)의 문제를 피하
기 어렵다. 여기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은 근속연수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다
른 변수와는 달리 고정효과 모델에서 횡단면 추정계수 2.0과 비교해서 2.8로 증
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이 직장을 옮긴 경우 새 직장에서 보내는 근속기간
이 그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급속도로 임금을 인
상시키는 요인에 기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 분석의 초점이 되는 기업체 규모변수의 추정계수를 횡단
면 분석과 고정효과 모델을 비교하면 횡단면 분석에서 추정된 기업체 규모효
과의 크기가 고정효과 모델에서 적게는 20%에서 크게는 70%까지 감소하여
횡단면 분석의 추정 결과는 상향 편의되었음을 입증하나 여전히 상당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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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기업체를 기
준으로 먼저 10~29인 기업체 종사자의 임금상승 효과는 횡단면 분석에서 추
정된 임금상승 효과의 크기는 8.5%인 데 반해서 고정효과 모델에서 추정한 그
효과의 크기는 5.1%로서 무려 40% 이상 감소하였다. 30~99인 경우의 횡단면
분석에서는 임금상승의 크기가 8.8%인데 고정효과 모델에서는 5.7%로 줄어
듦을 보여주고 있다. 100~299인에서는 19.8%에서 8.2%, 300~999인에서는
18.3%에서 8.2%로 무려 60%나 줄어들었고 이 크기는 1,000인 이상 기업체
경우 25.6%에서 9.0%, 즉 70%나 횡단면 분석에서 상향 편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기업체 규모 임금효과 추정식 : 횡단면 분석 vs. 패널 분석
OLS
교육연수
나이
근속연수
노동조합
여성
기혼 유배우
기업체규모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연도더미
직종더미
산업더미
지역더미
R-sqs
표본

FE

추정계수
0.051**
0.003**
0.030**
0.049**
-0.267**
0.120**

표준오차
(0.001)
(0.000)
(0.000)
(0.007)
(0.006)
(0.006)

추정계수
0.025**

표준오차
(0.007)

0.020**
0.018*

(0.001)
(0.008)

0.085**

(0.009)

0.085**
0.088**
0.098**
0.183**
0.256**
yes
yes
대분류
yes
0.6098
20,781

(0.009)
(0.009)
(0.011)
(0.012)
(0.010)

0.051**
0.057**
0.082**
0.074**
0.090**
yes
yes
대분류
yes
0.4457
20,781

(0.010)
(0.011)
(0.013)
(0.015)
(0.015)

주 : (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이며, 이분산(heteroskedasticity)과 시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을 고려하였음. 기업체 규모 더미효과에서 기준그룹은 종업
원 수 10인 미만인 기업임. 근속연수 제곱항도 설명변수에 포함되었음.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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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규모가 임금에 미치는 크기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임금격차가
크게는 10인 미만, 10인 이상 100인 미만, 그리고 100인 이상 기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10인 미만 소기업을 기준으로 10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 기업체에 종사할 경우 임금상승 효과는 대체적으로 5%대이고 10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임금상승폭이 7～8% 수준임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노
동시장의 경우 기업체 규모에 따른 현저한 임금격차는 이런 3가지 기업체 규모
분류에 따라 나타남을 발견한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관측되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을 통제하지 못한 횡
단면 분석을 포함한 기존의 추정방법은 기업체 규모를 추정하는 데 상당한 편
의를 피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횡단면 분석에서 야기되는
추정계수 편의의 크기가 기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규모가 커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고정효과 모델에서 추정한 방법의 장점은 관측되지 않는 근로자
의 특성이 시간에 변화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동반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거나 직장을 이동하
는 동기가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직장 적합도에 대한 학습 과정(learning
process)으로 유발되었다면 고정효과 모델을 통한 추정계수도 어느 정도의 편
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혀둔다4).
임금방정식을 추정하는 경우에 연구자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직장에 대한 특성도 가능한 많이 고려하고자 한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
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고려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근로자가 정규직에 근무하는지에 대한 정
보를 고려하여 추정한 임금방정식의 추정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왼
쪽 열에 있는 추정계수는 <표 7>에서 제시된 횡단면 추정방법에 비정규직 더
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5) 교육연수를 포함한 나이, 근속연
수, 노동조합, 그리고 여성 변수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다.
4) 대기업이 특정한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변수를 대
분류한 실증분석 결과도 대동소이함을 밝혀둔다.
5) 비정규직의 정의는 자기선언적 설문 응답에 기초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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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업체 규모 임금효과 추정식 : 비정규직 고려
OLS
교육연수
나이
근속연수
노동조합
비정규직
여성
기혼 유배우
기업체규모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시간더미
직종더미
산업더미
지역더미
R-sqs
표본

FE

추정계수
0.050**
0.003**
0.020**
0.054**
-0.147**
-0.262**
0.130**

표준오차
(0.001)
(0.000)
(0.001)
(0.007)
(0.012)
(0.006)
(0.007)

추정계수
0.006**

표준오차
(0.007)

0.013**
0.027**
-0.080**

(0.001)
(0.008)
(0.013)

0.041**

(0.009)

0.086**
0.094**
0.103**
0.201**
0.279**
yes
yes
yes
yes
0.6144
18,180

(0.009)
(0.009)
(0.012)
(0.012)
(0.011)

0.045**
0.055**
0.069**
0.074**
0.096**
yes
yes
yes
yes
0.3621
18,180

(0.010)
(0.012)
(0.014)
(0.015)
(0.015)

주 : (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이며, 이분산(heteroskedasticity)과 시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을 고려하였음. 기업체 규모 더미효과에서 기준그룹은 종업
원 수 10인 미만인 기업임.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6.

관측되는 동일한 수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14.7%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물론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내생
성 문제가 존재하므로 상당 수준의 상향 편의가 존재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추측은 오른쪽 열에 보이는 고정효과 모델에서 관측되지 않는 근로자의 특
성을 고려했을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8.0%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분석에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멈추고자 한다. 본 연구의 관심이 되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에 있어서 근로자의 비정규직 여부를 통제하는 것이 추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면 분석 결과와 고정효과

20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3호

모델 추정결과 모두에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추정계수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보가 노동패널조사 3차 년도에서 누
락되어 있는 관계로 표본의 크기가 약 2,000 개정도 줄어들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3.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결정체계 비교
앞에서 고정효과 모델을 통해서도 어는 정도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결정체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즉 근로자의 동일한 인적자본에 대하여 노동시장
에서의 보상이 기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앞의 임금추정식에서는 동일한 근로자의 인적자본에 대한 하나의 시장가격
<표 9> 기업체 규모별 임금결정식

교육연수
나이
근속연수
노동조합
여성
기혼 유배우
시간더미
직종더미
산업더미
지역더미
R-sqs
표본

소기업
0.039**
(0.002)
0.002**
(0.001)
0.016**
(0.001)
0.084**
(0.029)
-0.316**
(0.009)
0.124**
(0.010)
yes
yes
yes
yes
0.4687
7,158

중기업
0.054**
(0.003)
0.004**
(0.001)
0.018**
(0.001)
0.019
(0.013)
-0.274**
(0.012)
0.139**
(0.013)
yes
yes
yes
yes
0.5693
5,123

대기업
0.062**
(0.003)
0.005**
(0.001)
0.025**
(0.001)
0.071**
(0.011)
-0.256**
(0.014)
0.121**
(0.013)
yes
yes
yes
yes
0.5974
5,385

주 : (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이며, 이분산(heteroskedasticity)과 시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을 고려하였음.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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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동시장에서 보상받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동
일한 근속연수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지불하는 시장가격이 다를 수
있다. 만일 대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노동시장에서 지불
한다면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먼저 전체 기업을 종사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다음의 소기업(종업원 수 30인
미만), 중기업(종업원 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그리고 대기업(종업원 수 300
인 이상) 으로 나누어서 각각 임금방정식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각각의 임금방
정식을 추정하여 관측되는 근로자의 특성이 노동시장에서 보상받는 차이의 정
도를 규명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각 기업체 규모별로 노동시장이 분할
되어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기업체 규모 30인 미만의 경우 추정된 근로자의 인적자본에 대한 노동시장에
서의 가격을 중기업과 대기업과 비교해 보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임금상승 효과의 크기는 소기업에서 3.9%인 데 반해서 중기
업에서는 5.4%, 그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가장 큰 6.2%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근속연수가 임금상승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소기업에서 1.6%이지만
중기업에서는 1.8%,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2.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의 임금격차의 크기도 소기업
에서는 무려 31.4%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 격차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줄어서
대기업에서는 25.6%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
의 대기업 진입이 힘든 국내 노동시장 현실에서 전체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기업체 규모를 각각 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나누어 각각의 임금방정식을 추정하여 그 계수값들을 비교하여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추정계수값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규모간 결정되는 가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상이한지를 검증하는 Chowtest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Chow-test 는 두 개 이상
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뒤에 동일한 추정계수가 추정방정식 간 통계적으로 같
은지 다른지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소기업과 대기업 부문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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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임금방정식을 아래와 같은 식을 추정한다고 가정하자.
소기업 : Ys=   +   X+ 

(4)

대기업 : Yl=   +   X+ 

(5)

이때 Chow-test는 소기업의   와 대기업의   가 통계적으로 같은지를 테스
트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통계검정해야 될 귀무가설은 아래와 같다.
Ho :   =  

(6)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F-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다.
      
    
F=  ∙ 

    

(7)

<표 10> Chow-test 통계량 비교
기업규모

소기업-중기업

소기업-대기업

중기업-대기업

F-통계량

11.06

20.82

13.25

여기서 SSR는 소기업과 대기업을 합친 임금방정식을 추정했을 경우 Sum of
Squared Residuals이며 SSRs과 SSRl는 각각 소기업과 대기업에서 추정한 SSR
의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n은 전체 표본의 크기이며, k는 설명변수의 크기이
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구한 F-통계값을 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대기업 간 비
교해서 <표 10>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소기업과 중기업, 소
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중기업과 대기업 모두 F-통계량 값이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기
업체 규모간 임금보상의 차이가 현저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하여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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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보다 진일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근로자의 특성을 통제한 횡단면 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한 10인 미
만 근로자 기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10~29인 8.6%, 30~99인 9.2%, 100~299
인 10.3%, 300~999인 19.1%, 그리고 1,000인 이상 26.6% 로 나타났다. 그러나
횡단면 분석에서 추정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생산성이 높은 개인이 대기업
을 선택하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계수
의 상당 부분이 상향 편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내생성 문제를 만일 근로자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정
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각 설명변수를 평균에서 차분해서 회귀분석하는 고정효
과 모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고정효과모델에서 추정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적게는 20%에서 크게는
70%까지 감소하여 횡단면 분석의 추정 결과는 상향 편의되었음을 입증하나 여
전히 어느 정도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10인 미만 기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10~29인 5.1%, 30~99인 5.5%,
100~299인 8.0%, 300~999인 7.1%, 그리고 1,000인 이상 8.8% 로 나타났다. 횡
단면 분석 결과와 고정효과모델의 추정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관측되지 않는
능력 혹은 생산성이 높은 개인이 상당 부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많이 선
택하였고 이를 실증분석에서 적절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를 과대 평가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동일한 인적자본에 대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기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예를 들어 동일
한 근속연수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지불하는 시장가격이 다를 수 있
다. 만일 대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노동시장에서 지불한
다면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기업
규모를 소기업(종업원 수 30인 미만), 중기업(종업원 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
대기업(종업원 수 300인 이상)으로 정의하여 임금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관측되
는 근로자의 특성이 노동시장에서 보상받는 수준이 기업규모간 상이하게 나타
났다. 대기업의 경우 교육, 근속연수의 가격증가 효과가 나타나며 여성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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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격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가속화되는
이중노동지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당한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이
격차는 과거 20년간 그 속도도 증가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의 크기가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속성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델을
살펴본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임금격차보다 상당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여러 원인 가운데 근로자의 인적자본의 차
이로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능력 혹은 생산성이 높은 근로
자가 대기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고 이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상대
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만일 관측되는 혹은 관측되지 않는 근로자의 생산성 차
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발생했다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인위적인
정책은 자칫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델로 추정한 결과 우리가 발견하는 상당 부분의 임금격차는 10인
미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과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중소
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영세소기업
의 경우 적은 자본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의 저하와 이로 인한 저임금, 이는 결국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세소기업의 경우 자신들이 특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생
산성의 증가를 통한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도 선별적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통하여 그들이 기술개발을 통하
여 생산성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능력이 높은
개인이 중소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85%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그
들이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만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고학력을 소
유한 개인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에는 학교나
지역에서 중소기업과 연계된 직장구직(Job-Seeking)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대
학을 졸업한 인력이 중소기업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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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속한 기업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
로자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이나, 생산성을 하회하는 저임금 모두 노동시
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임금수준이
개인의 노동생산성에 연동되도록 하는 전반적인 임금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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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nel Analysis of Firm-Size Wage Differentials in
Korea
Donghun Cho
This papers examines firm-size wage differentials in Korea using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Using the panel data,
the fixed-effect models is able to control fo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nobserved workers's characteristics and their choices of firms.
Based on panel analysis, the estimated wage differential across firm
sizes are shown to be reduced from 20% to 70% compared to results
from the cross-sectional estimation. This shows that there was a
substantial upward-bias in the cross-sectional estimation.
Keywords : fixed-effect models, firm-size wage differ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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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
*

조선주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강화하며 실
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한 쟁점을 분석하고, 여성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가구 단위의 정책 집행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가구 내 여성의 지위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의 의사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
간의 측면에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자료(1
차)이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 변화는 여성 개인이 속한 가구특성 및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근로장려세제(EITC), 경제활동참가, 근로시간, 여성

I. 서 론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
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가 2008년 도입되어 2009년 9월 첫 근로
논문접수일: 2009년 4월 20일, 심사의뢰일: 2009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18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sjcho@kwdimai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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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1)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
면서 점증구간, 점간구간, 평탄구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EITC제도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소득,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등 다양한 측면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EITC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욕구
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EITC제도는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강병구, 2007).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및
조세제도 등은 미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
공급의 효과가 미국과는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50%를 넘어서고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의 근로빈곤율은 여성 노동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약 132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전체 빈곤층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 경활빈곤층 중에서는
51.2%, 근로빈곤층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이다(노대명 외,
2004). 이러한 여성 근로빈곤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차별 현상과 연결되
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이혼 증가, 여성
단독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성원의 변화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도입 과정에서 여성 가구주 및 한부모 가구,
여성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 그간의 조세․재정정책은 이러한 실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포괄적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여성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보
육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저소득층 근로유인에 관하여는 실증연구보
다는 개괄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근로장려세제가
1) EITC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보전제도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나, 2005년 8월 명칭 공모
를 통해 당선된 ‘근로장려세제’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제한
특례법 제 100조의 2에 명시된 우리나라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공식
적인 명칭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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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적2)에 맞게 여성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게 정착되
기 위한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실제 여성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노동시장참가 여부와 노동공급 시간의 측면으로 나누어 실증분석하고
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EITC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 효과는 경제학적 이론에 기초한 예측과 실증분
석에 의한 사례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론적 연구와 사례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들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실증적인 연구보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EITC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2000
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형 EITC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
에 따라 한국형 EITC형 제도 도입 및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소득세제를 포함한
관련제도 정비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이론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와 관련 개인의 선택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개별 근로자들은
자신이 노동시장에 참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참가를 결정
한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을 공급할 것인가(노동시간)를 결정한다. 첫 번째 과
정인 노동시장참가 여부 결정을 ‘extensive margin’상의 결정이라 하고, 두 번째
과정인 노동공급시간 결정을 ‘intensive margin’상의 결정이라 한다(Meyer,
2) 근로장려세제의 목표는 ‘소득보장’과 ‘근로유인 제공’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
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근로장려세제의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
세제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둘째, 근로장려세제
는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 완화와 경제적 자립지원을 목표로 한다. 셋째, 근로유인의 제고
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는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해준다
(『근로장려세제 해설』(2007,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홈페이지(2009), 이상은(2007),
최현수(2007)).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두 가지 목표 중 여성의 근로유인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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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일반적으로 실질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
게 된다(대체효과). 반면에 이러한 소득 증가는 근로자의 여가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공급을 줄이게 된다(소득효과). 노동공급
에 대한 개인 선택과 마찬가지로 EITC 유형 제도의 노동공급 분석도 가격효과
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EITC 유형 제도가 근로자에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노동공급이 결정된다. 이론적으로
EITC 유형 제도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
다고 볼 수 있거나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노
동시간 공급은 대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EITC의 혜택을 받
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근로자는 노동시장에 참
가하지 않다가, EITC의 시행에 따라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이전에 노동시
장에 참가하지 않던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는 유효임금(effective wage)의 증가
를 이유로 하여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해당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여가에 대한 선호가 강하지 않는 이
유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서 EITC가 저소득계층의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실증연
구(Kosters, 1993; Browning, 1995)와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실증연구(Eissa & Liebman, 1996; Meyer & Rosenbaum, 1998)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EITC가 종합적으로는 노동공급량을 증가시켰다는 실증연구
(Scholz, 1997; Liebman, 1998; Ellwood, 2000)도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실증
연구에 의해서도 EITC와 노동공급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특히 여성 노동공급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의 연구 결과들이 있다. 먼저 미국의 연구 결과로 실증연구 결과로 Meyer
(2002)가 있다. Meyer는 1990～96년 기간 동안의 EITC 확대가 편모 가구의 노
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알아보기 위하여 각 가구를 학력과 자녀 수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Meyer의 분석에 의하면 EITC 제도의 확대는 저학
력 혹은 저소득․유자녀 편모 가구의 취업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학력 및 고소득 편모 가구의 노동시간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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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의 예측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Meyer (2002)
를 포함해서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EITC가 취업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
만, 노동공급시간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Eissa & Hoynes(2005)는 한부모 가구에 노동시장참가 효과
(participation effect)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로 ‘intensive margin’의 탄력
성이 실제로 낮아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신축적인
노동공급시간의 선택이 어렵다는 점, 측정상의 문제, 그리고 EITC와 근로소득
세의 혼재로 인한 납세자들의 EITC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
였다. 유지영․정영순(2007)은 미국의 1991～2002년 March CPS 자료를 사용
하여, 1993년을 기점으로 1996년까지 점진적으로 있었던 클린턴 정부의 EITC
확대효과를 실증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EITC가 저소득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
여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EITC 최대급여액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저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은 약 15.4%, 취업은
약 19.6% 가량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다음으로 영국의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3)가 고용에 미친 영향
을 살펴보면, Blundell, Duncan, Meghir, & McCare(1999, 2000)의 경우 납세자
를 한부모와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로 구분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고
그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모의 실험하였는데, WFTC는 근로시간이 짧은 한부
모의 근로의욕을 강화시키는 한편,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일제로 일을 하는 경우
다른 한쪽의 근로시간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부부 중 아내가 일을 하
지 않는 경우 남편의 근로시간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상기에서와 같이 외국의 다수의 연구들이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켰다
는 분석에 동의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복지제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
3) 영국의 근로장려세제는 1988년에 도입된 ‘In-Work Benefit’의 형태를 띤 FC(Family Credit)
로 대표되는데 FC의 수급요건으로는 ① 근로조건으로서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② 자녀 조건으로서 취학연령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 ③ 소
득조건으로서 가구순소득이 일정액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9년에 FC를 보다 확장하여 WFTC를 도입하였다. WFTC하에서는 이전의 FC에서 보
다 자녀수당이 확대되었고, 점감률도 70%에서 57%로 인하되었다. 2003년에는 이 WFTC
를 WTC(Working Tax Credit)와 CTC(Child Tax Credit)로 개편하고 기존의 아동수당과
실업수당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복지재정의 부담을 절감하고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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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EITC제도에 의해 복지급여 대신 취업을 하도록 유인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가구당 소득자가 한 명인 홀벌이
가구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개별 근로자의 노동공급행위가 아니라 주소득
자-부소득자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참가율․노동공급시간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으로서 EITC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2000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
국형 EITC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형 EITC형 제도 도
입과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소득세제를 포함한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수행․진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연구로서 직접
적으로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간 조
세․재정정책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성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포괄적인 연구(전병목․장용성, 2005)가 대부분이었으며, 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된 조세․재정정책 연구(김현숙․성명재, 2006)는 보육비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저소즉층 근로유인에 관하여는 실증연구보다는 개괄적인 연
구(김영순 외, 2003)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EITC제도의 선진국 운영 사례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안종석(2005), 임봉욱(2006)
등의 관련 연구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EITC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관
점에서 도입의 전제조건과 관련 제도들과의 조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론분
석 혹은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 실정에 맞는 EITC 도입
형태를 제시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안종범․송재창(2006)과 전영준(2004)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EITC 추진단의 발주에 의해서 수행된 정책연구
들로서 김재진․박능후(2005)와 전병목․이상은(2006)이 있다. 김재진․박능후
(2005)는 EITC형 제도의 해외 사례 및 국내 근로빈곤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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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EITC의 도입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도입 방식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병목․이상은(2006)의 경우에는 김재진․
박능후(2005)보다 더욱 구체화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한국형 EITC가 근로장려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기로 결정된 후, 그 시행안
에 대한 제도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 연구
로서 이상은(2007)과 전영준(2007)이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EITC와 다른 사
회보장사업의 연계를 통한 정책 모색이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유한욱․박창균
(2007)의 자활근로사업과 EITC를 연계한 효과적인 정책모색 연구이다. 유한
욱․박창균(2007)은 이 독립적인 두 제도가 모두 차상위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자활의욕 혹은 근로의욕 제고라는 유사한 정책목표하에 시행된
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마지막 유형의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조건 변화에
따른 정책모색이다. 이상은(2007)과 강병구(2007)의 연구가 있는데, 먼저 이상
은(2007)은 급여조건 변화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소득에 따른 급여체계 변경으
로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였고, 강병구(2007)의 연구에서는
2004년 급여를 기준으로 한 성별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를 노동패널을 통하여
계량분석하였으며, 조선주 외(2008)에서는 성별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였다.

Ⅲ. 근로장려세제와 여성 이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2대 사회안전망인 기초생보와 사회보험
이 차상위 계층의 생활보장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활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목표는 각주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보장’과 ‘근로유인
제공’의 크게 두 가지이지만, 여기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관련한 근로
유인제공의 취지는 매우 중요하다.
2008년 1월 1일 제도 시행 시 근로장려금의 수급대상은 당해 연도의 부부합
산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가구이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
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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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는 가구, 또한 무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였으나,
2008년 12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및 적용대상이 조기 확대되었다. 지급액이 연
80만 원에서 연 120만 원으로, 점증률과 점감률이 각 10%, -16%에서 15%, -24%
으로 조정되었으며 적용대상은 1주택자와 부양자녀 1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EITC유형의 제도는 여성들의 노동공급과 높
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세제가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의 설계시 여성 노동시
장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근로장려세제 도입 과정에서 여성 가구주 및
한부모 가구, 여성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여성은 결
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등 기회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것과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효임금을 증가시켜 가정생활의 직접적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연구로서 직접적으로 여성에
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형 EITC는 근로장려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여성 관련 논
의가 많지는 않았으나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아동빈곤 감소효과는 조금 있지만 전반적인 빈곤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다. EITC가 임금이 있는 즉 근로소득이 있
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 중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
람들,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감소효과가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급하
는 금액과 지급하는 시기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 1회 120만 원이 지
급된다. 그렇다면 월 평균 약 10만 원 정도인데, 이 급여로 빈곤이 탈출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근로빈곤층은 빈곤을 1년에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ITC처럼 1년에 1
회 지급했을 경우 빈곤층의 소득보장정책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성지미,
2005).
둘째, EITC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바로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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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가 근로소득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실
제 EITC는 작동이 어려울 것이다. EITC를 통해 소득파악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므로 EITC 급여 때문에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
다. 그러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은 EITC의 전제조건이지 EITC를 통한 효과
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 이유는 EITC의 급여가 높아야만 소득파악률을 높
일 수 있다는 것이다. EITC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월평균 10만 원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정확
하게 신고하는 집단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성지미,
2005). 또한 EITC 도입과 함께 ‘면세점’(법률에 의하여 과세를 면제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한도)의 인하가 동반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EITC를 통한 소
득파악률의 재고보다는 면세점 인하의 효과와 맞물려 소득을 숨기기 위해 노력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셋째, EITC와 TANF(공공부조,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확대됨에 따라 저숙련․저임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주
장이 있다. 즉 EITC와 TANF가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을 저임금의 불안정노동
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빈곤탈출 및 저임금노동의
양산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과대 해석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ITC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이기 때문
에, 일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EITC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대책은 아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근로유인 제고, 소득파악률 제고 등의 효과를 가질 것이
며, EITC로 인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저임금노동이 양산될 가
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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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 자료이다. 사
용가능한 자료로는「가구소비실태조사」와「도시가계조사」등이 있으나, 가구
소비실태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고, 도시가계조사는 빈곤층의 샘플이 상대적
으로 적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 자료를 사용하였다.4)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층화집락계통 추출을 통해 총 7,000가
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를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본 자료의 분석은 15～64세에 해당하는 전체 복지패널가구의 가구주와 배우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여
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또다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5) 근
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배우자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으로 나
누어 가구단위로 데이터를 뽑은 후 가구주와 가구원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노
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여성 전체 3,864명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1)는 3,149로 81.4%이며, 배
우자가 없는 경우(type 2)가 18.6%이다. 이에 따른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은 <표 1>과 같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14명(35.4%), 40대 784명(24.9%)
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가
장 높았다. 유형별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type 2)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4)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 전국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과 소비지출, 저축·부채, 가
구내구재 보유 현황 등 가계자산에 대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심층조사이다. 도시가계조사
의 경우는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의 수입과 지출
을 조사하는 기본조사로 조사대상은 농가, 어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비혈연 자취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등을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약 7,000가구이며
조사 주기는 매월이다. 가구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5) 자세한 내용은 <표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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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

15～19세
20～29세
30～39세
연령
40～49세
50～59세
60～64세
무학(만 8세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박사)
서울 및 광역시
거주지역
그외
0명
1명
18세 미만 아동 수
2명
3명 이상
0원
0～500만원
500만～1,000만원
연간 근로소득
1,000만～2,000만원
2,000만～3,000만원
3,000만원 이상
0원
0～500만원
배우자의 연간 근로 500만～1,000만원
1,000만～2,000만원
소득
2,000만～3,000만원
3000만원 이상
0～800만원
부부합산 연간 근로 800만～1,200만원
1,200만～1,700만원
소득
1,700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50만원
가구의 연간 비근
50만～100만원
로소득
100만～500만원
500만원 이상
전체

type 1
5( 0.2)
321(10.2)
1,114(35.4)
784(24.9)
625(19.8)
300( 9.5)
76( 2.4)
481(15.3)
455(14.4)
1,324(42.0)
261( 8.3)
508(16.1)
43( 1.4)
1,647(52.3)
1,502(47.7)
1,398(44.4)
610(19.4)
982(31.2)
159( 5.0)
2,474(78.6)
86( 2.7)
160( 5.1)
261( 8.3)
83( 2.6)
85( 2.7)
728(23.1)
121( 3.8)
292( 9.3)
636(20.2)
465(14.8)
907(28.8)
903(28.7)
171( 5.4)
311( 9.9)
1,764(56.0)
2,060(65.5)
256( 8.1)
157( 5.0)
411(13.1)
262( 8.3)
3,149

type 2
5( 0.7)
92(12.9)
112(15.7)
202(28.3)
161(22.5)
143(20.0)
70( 9.8)
170(23.8)
116(16.2)
241(33.7)
40( 5.6)
70( 9.8)
8( 1.1)
404(56.5)
311(43.5)
503(70.3)
114(15.9)
86(12.0)
12( 1.7)
266(31.6)
81(11.3)
134(18.7)
177(24.8)
69( 9.7)
28( 3.9)
373(52.2)
105(14.7)
110(15.4)
127(17.8)
589(82.4)
41( 5.7)
14( 2.0)
43( 6.0)
28( 3.9)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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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비율이 49.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거주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
면, 전체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44.4%로 그 외의 지
역에 거주하는 경우 47.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type1). 18세 미만 아동수
의 경우,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
는 여성의 경우(type 1) 2명의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비율이 31.2%로 높은 비
율을 보였다. 연간 근로소득의 분포는,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이 0원인 경우가 거
의 절반을 넘게(55.1%) 차지하고 있었다. 유형별로 특히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1)가 근로소득이 0원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78.6%). 이는 결혼한 남
성의 배우자 78.6%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전업주부) 해석할 수 있다.

2. 모형 설정 및 변수 설명

가. 모형 설정 : 여성 노동공급함수의 도출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주는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
공급함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의 정책이지만, 여성
의 노동공급은 개인단위이므로 가구단위 정책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먼저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체탄력
성이 일정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
함수를 도출하였다.6)
             





(1)

s.t.         
     
 : 여가

 : 소비
 : 세율
6) 자세한 도출 과정은 Lee(2004) 참조. 동일한 CES 효용함수를 통해 노동공급함수를 추정
한 국내 연구로는 Lee & Chun(2005)과 김현숙․성명재(2007), 이병희(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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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률
 : 노동시간
 : 비근로소득

 :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 14시간

/day으로 가정
 : 개인의 소비와 여가 간의 선호를 결정하는 계수(나이, 학력수준, 자

녀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
한편 효용극대화의 문제와  의 방정식을 풀고 난 후 대체탄력성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2)

또한 효용극대화의 1계 조건으로부터  (근로시간),   (비보상임금탄력성),
 
(보상임금탄력성) 도출할 수 있다.
 

      
 
      
      

(3)
       


   
         
       



     
   

 
           

 

 

(4)

(5)

 : 가상소득, 노동공급이 0인 경우 가구소득.
 : 세후임금률

여기서 mw는 세후임금률, vy는 가상소득으로서 노동공급이 0인 경우의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CES 효용함수로부터 실증분석에 필요한 2개의 식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단,  는 개인의 소비와 여가 간의 선호를 결정하는 계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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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ES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할 경우 Slutzky

조건을 충족시키는 충분조건을 형성한다.)
 : Mill's ratio의 역수
  :  의 추정계수

다음으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표본선택 편의와 노동시간과
임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의 노동공급 시간은 먼저 1단계에서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의 가능성에
대한 Probit Likelihood함수를 도출한 후 추정치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계
산한다. 이 후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구체적
으로 노동공급방정식에 Mill's ratio의 역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2단계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임금방정식과의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고, 이상의 방정식으
로 구해진 노동공급함수와 임금함수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나. 변수의 설명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한국복
지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15세 이상 64세 이하7)의 임금근로자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의
정책이지만, 여성의 노동공급은 개인단위이므로 가구단위의 정책이 개인에게
7) 분석대상을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임금근로자로 제한한 이유는 이들이 노동공급의 주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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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변수의 기초통계
type 1

type 2

연령(세)

42.7

46.2

교육연수(년)

11.3

9.5

근로소득(만 원)

332.8

908.3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원)

2,070.

-

부부합산 근로소득(만 원)

2,402.8

908.3

가구의 비근로소득(만 원)

282.3

78.1

1.0

0.5

1,965.2

1,965.2

18세 미만 아동수(명)
연간 근로시간(시간)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즉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서울 및 광역시와 기타 지역
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임금률의 대수치8),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수, 가
구의 비근로소득을 사용하였다.
피설명변수는 노동시장참가 여부(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에 참
여하지 않는 것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근로시간(연간 총 근로시간의 대수
치를 사용하였다)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변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는데, <표 2>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평균연
령은 대체로 각각 42.7세, 46.2세였으며, 평균 교육연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11.3년)이 배우자 없는 여성(9.5년)보다 높았다. 18세 미만 아동 수는 유배우자
의 경우 1.0명, 무배우자의 경우 0.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자료의 유형을 상기 type 1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그룹 1과 그룹
2로 분리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type 2는 그룹 3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3). 그룹에 관하여 부연 설명하면, 그룹 1은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
8) 개인의 세후 임금률은 개인의 세후 임금액을 구한 후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
다. 개인의 세후 임금액은 개인이 직면하는 유효세율을 측정한 후 세전 임금액에 적용하
여 계산하였다. 개인의 유효세율은 개인의 소득세를 측정한 후 이를 개인의 소득으로 나
누어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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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유형 구분
그룹의 특징

여성

배우자가 있는 유형
(type1)

그룹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그룹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그룹2

배우자가 없는 유형(type2)

그룹3

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룹 2는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근로소득이 없
는 경우, 즉 기혼여성이고 여성이 1차 소득자이면서 가장인 경우, 그룹 3은 배
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 가구나 여성단독 가구를 의미한다.

Ⅴ. 분석 결과

제Ⅳ장에서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먼
저 각각 데이터 셋을 나누어 임금방정식, 노동시장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
룹별 효과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참가 여
부 결정에 이어 노동공급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개별
근로자들은 자신이 노동시장에 참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참가를 결정한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을 공급할 것인지(노동시간)를 결정한다.
첫 번째 과정인 노동시장참가 여부 결정을 ‘extensive margin’상의 결정이라 하
고, 두 번째 과정인 노동공급시간 결정을 ‘intensive margin’상의 결정이라 한다
(Meyer, 2002).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 참여 제약 및 유인양립 제약을 고려하여 제도를 디자인해야 됨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참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임금을 비롯한 설명
변수에 대해 단순 로짓(logit) 또는 프로빗(probit) 분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설명변수인 임금이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이므로 단순한 이산선
택 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통해 분석된 결과가 불편성과 일치성을 만
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임금방정식을 추정한 후 노동시장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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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추정하였다.
노동공급시간은 먼저 1단계에서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의 가능성에 대한
Probit Likelihood함수를 도출한 후 추정치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계산한
다. 이후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공급방정식에 Mill's ratio의 역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2단계 최소자승
법을 이용하여 임금방정식과의 연립방정식 해를 구한다. 이상의 방정식으로 구
해진 노동공급함수와 임금함수의 추정치는 표본선택의 오류와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추정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1.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extensive margin)
먼저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4), 교육연수가 임금수준에 음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살펴
보면 유배우자이면서(기혼여성이면서)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집단(그룹 1)인
경우 모든 변수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
서 임금이 높아졌으며,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임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기혼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없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그룹 3에 대해서는 연령과 연령제곱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상기 추정된 임금(imputed wage)을 바탕으로 실질임금(virtual wage)을 계산
한 후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 유무에 미치는 효과를 그룹별로 프로빗
<표 4> 임금함수 추정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상수항
연령
연령
교육연수
R2

전체
386.9574***
-.0979565
4.810512***
-53.91917***
0.0397

종속변수: 임금
Coefficient(Std. Err.)
그룹 1
그룹 2
135.6412
33.2216
8.955886***
.6534133
7.668146***
1.279041
-105.2407***
-12.32982
0.0532
0.0104

그룹 3
1339.9***
-18.18199***
2.471483*
14.45995
0.2059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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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it)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표 5).9)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참가할 확
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노동
시장으로의 참가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ITC의
효과를 세율 인하로 인한 실질소득의 증가로 볼 때, EITC제도의 실시로 인해
가구 내 여성의 위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외국의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장려세제
로 인한 여성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 교육연수(그룹 1, 2, 3)와 연령(그룹 3)이 노동시장참가 확률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 노동시장참가 여부 추정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1: 임금근로자 0: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전체

그룹1

상수항

.8333936

log(임금률)

4.214718*** -3.480658***

연령


연령
교육연수
대도시거주여부
(1 : 대도시 0 : 그 외)

18세 미만 아동수

-.4149369***
.0020835
.0052156
-.0762403
-.1396853

-11.68729***
.0233898
.000877**

그룹2

-11.57957*

-39.50732***

-3.729451***

-35.98098**

-.1535658
.0012904

.4185504*** .4464775***
-.0159755
-.0172699

그룹3

.9792071***
-.0253167***
2.041483**

-.0158798

.1815295

.2946689

.1367164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9) 실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검정하는 데 있어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이후의 자료가
존재한다면 검정은 쉬운 일이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관측 불가능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관측 가능한 다른
변수의 효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에 따라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이전에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던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는 유효임금(effective wage)
의 증가를 이유로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세율 인하로 인한 임금 상승으로 보는 가정하에 검정하였다. 근로
장려세제는 결국 부의세(negative tax)이므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은 임금에 대한 소득세
율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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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효과(intensive margin)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표 6).
노동시장참가 여부의 프로빗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 18세미만 아동 수, 기구의
비근로소득의 대수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나아
가 노동시장참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들 변수들은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참가 여부에 대해 프로빗 추정식으로부터 Mill's ratio의 역
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금함수와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으며, 도구변
수로 연령, 연령제곱, 교육연수를 이용하였다. 임금방정식의 경우 모든 설명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Mill's ratio의 역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
의 값을 보여 임금방정식의 추정에 표본선택의 오류를 고려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공급함수의 추정 결과를 보면 모든 설명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실질임금률의 로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CES 효용함수로부터 도출한 노동공급함수가 슬러츠키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공급시간의 표본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Mill's ratio의 역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 노동공급시간 추정 결과

상수항
log(임금률)
연령


연령
교육연수
대도시 거주 여부
(1 : 대도시 0 : 그 외)

18세 미만 아동수
log(가구의 비근로소득)
λ

노동시장참가
-1.056788*

임금
3.663856***

.0748518**

.0678692**

-.0011419***

-.0010148***

-.0083522

.0220087*

노동공급시간
-3.01337***
-3.089716 ***
-.0323958***

.0010872***
.4353621

-.0042274
-.161177***
-.0658768***
-1.918768***

-3.77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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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 명, 시간)

소득구간

노동시간 증가

노동시간 감소

증가 수

평균노동시간

감소 수

평균노동시간

전체

점증구간

585

0.38

692

-1.8

1277

평탄구간

138

0.24

202

-1.7

340

점감구간

120

0.22

240

-1.5

360

전체

843

0.28

1134

-1.6

1977

다음은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인해 점증․평탄․점감구간에 속해 있는 여
성들의 근로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뮬레이션하였다(표 7). 가구소
득이 점증구간에 속하는 경우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감소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 평균 노동감소 시간은 약 1.8시간이었다. 평탄구간이나 점감구간
에 속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 평균
노동 감소 시간은 약 1.5시간에서 1.8시간이었다. 이는 점증구간에 속하는 사람
들이 다른 소득구간에 속하는 사람보다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 평균 노동증가 시간은 0.38시간에서 0.22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경
우도 점증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소득구간에 속하는 사람보다 소득탄력
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노동시
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 표 7). 반면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5). 이는 다수의 외국 실증연구들이
EITC가 취업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노동공급시간의 변화에는 크게 영
향을 미치지 못한 것(Meyer(2002), Eissa & Hoynes(2005))과 상통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상기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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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지를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 정책이지만 정책의 효과 분석은 가구 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구단위 정책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노동시장참가 유무, 근로
시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여성보다는 감소시키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즉 경제활동참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노동공급시간의 변화에
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10)
따라서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소득지원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점증구간의 종료 소득을 확대하면서 점
증률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세부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실증분석에서 그룹을 나눈 것과 같이 가구의 유형 및 개
인의 유형(예 : 맞벌이 가구 내 여성, 홀벌이 가구 내 여성, 편모인 여성 등)에
따라 급여체계를 차등화하여 이들 가구의 2차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감소 효과
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 등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자녀 수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별화 또한 필요할 것이다. 실제 보육
이나 방과 후 학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여성의 경제활동 및 근로시간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순효과가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공급함수 추정에 있어 수요측 제약요인을 적절히 고려하
지 못했을 뿐 아니라11) 근로장려세제가 2008년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5년)를 기초로 분석하였으므로 대상
가구에서의 노동공급 조정이 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약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는 아직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하는 1차적인 시도라는
10) 이는 여성의 intensive margin 의 탄력성이 낮아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실제 현실적인 노동공급시간의 선택이 어렵다는 점, 측정상의 문제, 근로장려세제와 근로
소득세 등의 혼재 등도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Eissa & Hoynes
(2005)).
11) Bargain, Caliendo, Haan & Orsini(2006)에 따르면 노동공급함수 추정에 수요측 제약요
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노동공급효과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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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
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이 시도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요측 요인의 고려 및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 발생 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병구.「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노동정책연구』7 (4) (2007): 87
～109.
김현숙․성명재.「자녀 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경제』12 (1) (2007): 75～117.
김현숙․원종학.『여성 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 자녀 보육비용을 중심으
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김혜영․이은주․윤홍식.「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아세
아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남재량.「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남재량․류근관.「장기패널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실업기간 측정과 새로운 패
널자료의 구축」.『경제논집』39 (2) (2000): 129~147.
안종범.「한국형 EITC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재정논집』20 (2)
(2006): 33~71.
안종범․송재창.「저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재분배효과와 재
정소요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재정논집』 15 (1) (2000): 1~30.
안종범․원윤희․임병인․구창모.「소득공제제도의 정책모의 실험」. 한국재정
학회,『공공경제』11 (1) (2006): 69~92.
안종석.「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재정포럼』 4월
호 (2005): 6～33.
원윤희.「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 방안」.한국재정학회,『재정논집』15 (2)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조선주) 

51

(2001): 167~283.
유지영․정영순.「미국 EITC의 근로유인 및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저학
력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7, pp.337～342.
유태균.『미국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와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
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유한욱․박창균.「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제도 정비방안」,『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2007.
이상은.「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사회보장연구』 23 (3) (2007): 25
~55.
임봉욱.「성공적 EITC 도입을 위한 제언-미국의 EITC를 참고로」.『재정논집』
21 (1) (2006): 167～206.
재정경제부.『근로장려세제 해설』, 자료집, 2007.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이야기』. 2008.
전병목.「근로연계복지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재정포럼』. 2007. 11.
전영준.「EIT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공공경제』 9 (1) (2004): 179～225.
______.「비자발적 실업위험 존재시 근로촉진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한
국의 공적부조제도 개편 효과를 중심으로」.『공공경제』 12 (1) (2007):
1～37.
조선주.「일하는 여성에게 희망을: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젠더리뷰』
봄호, 2008.
조선주․김영옥.「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분석」.『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
대회 발표자료』. 2008.
최현수.「EITC제도의 기본원리 및 운영체계」.『보건복지포럼』78 (2003): 16～29.
______.「근로장려세제 시행방안의 주요 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보건복지
포럼』통권 134호, 2007.
한국조세연구원.「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재정포
럼』130 (2007): 82～97.

52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3호

Bargain, Caliendo, Haan and Orsini. “Making Work Pay in Rationed Labour
Market.” IZA DP 2033, 2006.
Browning, Edgar K.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ome and
Welfare.” National Tax Journal 48 (1995): 23～43.
Dickert-Conlin, S., & S. Houser. “EITC and Marriage.” Stanford Law Review LV
(1) (2002): 25～40.
Dickert, Stacey, Scott Houser, & John Karl Scholz. “Taxes and the Poor: A
Micro-simulation Study of Implicit and Explicit Taxes.” National Tax
Journa 47 (3) (1994): 621~638.
______. “Texas and Transfers: Their Effects on the Decision to End a Marriag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3 (2) (1999): 217~240.
Edgerton, J.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Stanford University, May 2002.
Eissa, N., & H. W. Hoyn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NBER Working Paper #6856, 1998.
______. “Behavioral Responses to Taxes: Lessons from the EITC and Labor
Supply.” NBER Working Paper No.11729, 2005.
Eissa, Nada & Hoynes, Hilary Williamson.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1194～99, 1999.
Ellwood, D.T.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ocial Policy
Reforms on Work, Marriage, and Living Arrangements.” National Tax
Journal LIII (4) part 2 (2000): 1063～1105.
Hotz, V. J., & J. K.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NBER Working
Paper No.8078, 2001.
______. “Examining the Effe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Families on Welfare.” NBER Working Paper
No.11968, 2006.
Lee, Chul-In. “The Effects of the Korean Income Taxation on Labor Supply and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조선주) 

53

Welfare: A Piecewise-Linear Budget Constraint Approach Combined
with Ⅳ Estimation.”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 (2) (2004): 239
~262.
Lee, Myungheon & Young Jun Chun. “The Effect of EITC on Labor Supply.”
University of Incheon.
Meyer, Bruce D. “Labor Supply at the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The
EITC, Welfare, and Hours Worked.” American Economic Review 92
(2) (2002): 373～379.
Moffitt, R. “Economic Effects of Means-Tested Transfers in the U.S..” NBER
Working Paper No.8730, 2002.
______. “Introduction.” (ed.) R. Moffitt, In Means-tested Transf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a)
______. “The Native Income Tax and The evolution of U.S. Welfare Policy.”
NBER Working Paper No.9751, 2003. (b)
Scholz, J. K. “In-Work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The Economic Journal 106 (434) (1996): 156～169.
http://www.irs.gov/index.html
http://www.hmrc.gov.uk/index.htm
http://vosdroits.service-public.fr/F2882.xhtml

54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3호

abstract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Female Labor Supply
Sun-Joo Cho
Since the EITC payments have not yet been generate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nfluence of EITC implementation on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supply decision making and labor supply
hours.
For the purpose of testing, the study applied ‘2SLS Method’ and
‘Probit Method’. KOWEPS suggest and analyzed the impact of EITC
on labor supply responses on the participation and hours worked. Since
EITC is provided by household unit, the case that the spouse does not
have any income and the case that the spouse does not exist are
separately analyzed.
Because of

introduction of the current EITC faced many problems

in connection with other social welfare system as well as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poverty reduction objectives. In this situation, it
is not too much say that EITC was implemented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on

single

childless

women,

single

mothers

and

the

connection with female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if EITC is implemented,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would be increasing. However, real effect
might not be significant because of many constraints surrounding the
low income households.
Keywords : EITC, participation in the labor supply, labor supply hour,
female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종단면 연구(서인석․김우영) 

노
1)

동 정 책 연 구

2009. 제9권 제3호 pp.55~80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55

연 구 논 문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종단면 연구*

**

서인석
***
김우영

본 연구는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면서 고성과형 인적자원관
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종단면 분석으로 살펴본다. 분석 결과
첫째, 횡단면 분석에 기초한 OLS 추정 결과와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
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OLS
에서는 많은 선행연구와 같이 대부분의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1
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로 참여․의사소통제도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횡단면 추정 결과는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효과를 과
대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묶음(bundle)
을 포함한 기업성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일부 제도(동기제도×참여․의사소
통제도)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견되나 전반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거나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로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제도의 재정비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용어 : 고성과 인적자원관리, 종단면 분석

논문접수일: 2009년 7월 21일, 심사의뢰일: 2009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09년 8월 14일
* 본 논문은 제2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2008)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세미나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지정토론자 오호영 박사님 및 참여자들과 초고에 대하
여 세심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제1 저자) 공주대학교 상업정보교육학과 교수(siseo@kongju.ac.kr)
*** (교신저자)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kwy@kongju.ac.kr)

56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3호

Ⅰ. 서 론

최근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식인 통제 중심적 인적자원관리 방식보다는 구
성원의 몰입과 참여를 통한 조직성과의 향상에 초점을 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요청되어 왔고, 이러한 인적자원관리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라고 한다(MacMillan
& Schuler, 1985). 또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인적자원관리 방법들을 묶어서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high-performance work
practices, HPWPs)(Huselid, 1995)라고 한다2).
기존 연구에서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는 상당한 정도로 기업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acDuffie, 1995; Applebaum, Bailey, Berg
& Kalleberg, 2000). 이들 연구들은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종업원의
참여와 능력개발 등을 향상시키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과 같은 종업원 태도
와 관련된 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매출액, 순이익 등과 같은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Appelbaum et al., 2000; 배종석․
사혜정, 2003; 장은미, 200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결과들이 다소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몇몇 연구에서는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성
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혹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Godard, 2004; Cappelli & Neumark, 2001). 또한, 고성과형 인적자원
관리 개별 기법들의 복합체(bundle, system)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Godard, 2004)3).

2) 이것은 고몰입형 관리(high-commitment management)(Gallie et al., 2001), 고관여형 작
업 방법(high-involvement work practice)(Guthrie, 2001), 고성과형 작업 시스템(highperformance work systems)(Appelbaumet al., 2000)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3)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시한 James, Hall & Ketchen(2006)의 연구에서는 메타 분
석을 실시하여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 실시가 재무적 성과와 종업원 유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며, 인적자원관리의 개별 제도들보다는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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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상의 혼란을 극복하여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밝히고, 올바른 방향의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의
전개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횡단면 자료와 함께 종단면 자료도 같이 분석
하여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고 인적자원관리의 순수
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1～2차「인적자본기업패
널」을 이용하여 횡단면 자료의 분석이 가지는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의 문
제 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종단면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
한다. 제Ⅲ장에서는 표본의 구축방법과 사용된 변수의 측정방법에 대해서 소개
한다. 제Ⅳ장에서는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의 1인당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회귀분석은 OLS와 고정효과모형으로
이루어지며 묶음의 효과도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논문의 결과를 요약
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의 제도를 실시하여 근로
자와 조직의 성과 향상을 시도한다. 세 가지 영역은 ① 지식, 기술, 태도 등과
같은 능력의 개발을 위한 제도, ② 근로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 ③ 근로자의 능력을 사용할 기회 제공을 위
한 참여․의사소통제도 등이다(Applebaum et al., 2000; Macky & Boxall, 2007).
이러한 인적자원관리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먼저 능력의 개발을 위한 제도로
는 훌륭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 체계적인 교육훈련제도 등이 있다
(Hoque, 1999). 두 번째로 동기부여(motivation)를 위한 제도로는 근로자에 대
한 성과평가제도, 성과에 기초한 임금제도 등이 있다(Huselid, 1995). 세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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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사소통제도로는 근로자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팀 기반 조직, 품질관
리분임조, 문제해결집단,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대화를 위한 제도(회사 설명회,
제안제도) 등이 있다(Pfeffer, 1998).

1.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의 영향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생산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로는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의 실시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들이다. 예를 들면, Huselid(1995)는 고성과형 인
적자원관리가 1인당 매출액, 자본 수익성 등과 같은 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고성과 인적자원관리를 실시
하면 조직 내의 사회적 구조가 개선되고, 관리의 효율이 높아지며, 조직의 유
연성도 높아지고(Evans & Davis, 2005), 재무적 성과가 향상된다(Colombo,
Delmastro & Rabbiosi, 2007; James, Hall & Ketchen, 2006)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의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
인 영향이 나타나는 연구도 있다(Godard, 2004; Cappelli & Neumark, 2001).
몇몇 연구에서는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를 실시하면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이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과 다른 비용이 상승하여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Cappelli & Neumark, 2001). 이러
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다.

2. 제도의 묶음 효과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한 논의의 중요한 내용은 인적자원관리의 개
별 제도들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통합하여, 개별 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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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더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MacDuffie, 1995). 즉 기업의 전
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관리제도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최대한 높이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김재구ㆍ임상훈ㆍ김동배, 2003). 이렇게 개
별 제도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조화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묶음(bundle)’, 내
적 적합성(internal fit), 또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내적 적합성을 가진 고성과
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우선 우수한 능력을 가진 근로자를 선발하여 이들에
게 많은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 더욱 능력을 개발한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동기부여를 실시
한다. 또 동기유발된 근로자들이 능력을 스스로 사용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와 의사소통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Delery, 1998; MacDuffie, 1995). 첫 번째는 복수
의 제도들을 사용하면 개별 제도의 효과가 합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업
원 선발 도구를 한 가지만 쓸 때보다 두 가지를 쓸 때 기업에 적합한 사람을
구분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개별 제도들 간의 상승작용,
즉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훈련을 많이 실시하면 참
여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교육훈련을 많이 받아서 능력이 향상된
근로자들이 참가프로그램에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
적으로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의 개별 제도들이 하나의 시스템 또는 묶음을 이
루어 상호보완 작용을 할 때 개별적 효과의 합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원관리제도가 상호보완 작용을 하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내적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Colombo, Delmastro & Rabbiosi,
2007; Guest, Conway & Dewe, 2004). 조직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중
시하는 관점과 장기적인 발전을 중시하는 관점이 충돌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충돌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동시에 시행되기도 하고, 동일한 제도가 여러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주기도 한다(Macky, Boxall, 2007). 한편, 복수의 제도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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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조직성과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Becker et al.,
1997). 제도들 간의 대체 효과가 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에서 사용
한 종업원 선발제도가 종업원이 보유한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신입
사원 교육훈련에서 근로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교육하게 된다. 이 경
우에 교육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낭비되는 것이다(Delery, 1998). 한편, 조직이
채택한 기법들이 서로 반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개인별 성과급제도를
실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팀제도를 강화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Delery,
1998). 개인별 성과급을 너무 강조하면 팀워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스템 효과가 중요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 효과
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인적자원관리제도들 사이에서 시너
지 효과 또는 상호작용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의 개별 제도보다는 제도의 시스템이 기업의 재
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3. 종단면 연구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가 실시되면 기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횡단면 자료의 분석에 의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
타날 수 있다(Huselid & Becker, 1996; Bauer, 2003). 첫째는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능력개발제도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협조적 노사관계를 갖고 따라서 1인
당 생산성이 높다고 하자. 이 경우 협조적 노사관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이를
추정식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능력개발제도의 생산성 효과는 과대 추정될 가
능성이 높다. 이와는 반대로 능력개발제도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노사관
계가 적대적이라면 노사관계를 통제하지 않고 얻는 능력개발제도의 생산성 효
과는 과소 추정될 것이다.4) 둘째는 동시인과성 또는 역인과성에 따라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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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생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 연구에는 내생
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긍정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이 시스템을 택할 것이다. 반면
에 기업의 성과가 아주 낮아서 폐업의 위기에 처한 기업이 성과의 개선을 위하
여 혁신의 일환으로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실행할 수도 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양자 간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Colombo, Delmastro &
Rabbiosi, 2007).
횡단면 분석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보이지 않는 이질성과 내생
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종단면 분석 방법이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면 다른 변수에서
발생하는 이질성과 내생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성과형 인
적자원관리의 효과에 대해 종단면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을 발견하였다. Capelli & Neumark(2001)의 종단면 연구에서는 고성과형 인
적자원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상쇄되어 버린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Bauer(2003)는 횡단면으로
분석한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의 1인당 매출액에 대한 영향은 개별 조직의 이
질성과 변수들의 내생성 때문에 실제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반면에, Colombo, Delmastro & Rabbiosi(2007)는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
실시에 따라서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위와 같이 횡단면 분석과 종단면 분석의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의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횡단면
분석과 종단면 분석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4) 적대적 노사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은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
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대적 노사관계는 오히려 능력개발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이는 마치 노조가 있을 경우 ‘shock effect’를 통하여 기업은 좀 더 효율적
으로 생산과 경영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Benjamin, Gunderson and Riddel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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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추정방법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성과 작업 시스
템의 인적자원관리제도들 사이의 묶음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다. 이하에서는 이들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고성과
형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실증적 연구의 설계

1. 표본 구축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5년(1차)과 2007년(2차)에 실시한「인
적자본기업패널」자료를 이용한다.5)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 포함된 기업체의
수는 1차연도인 2005년에 조사된 454개 기업 전부와 2차연도인 2007년 조사된
기업 중 1차연도에도 조사한 기업 410개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에서 제외해야 할 기업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기법의 수,
연봉제 실시 대상, 종업원만족도 조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인적자원관리제도
관련 항목, 근로자 1인당의 부가가치 및 매출액 등의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항목, 제품과 기술의 변화 정도, 근로자 1인당 노동장비율 등을 비롯한 여러 가
지 통제변수를 나타내는 항목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항목들에 결측이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사용된 표본은 1차와 2차를
합하여 근로자 1인당의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204개 기업, 근
로자 1인당의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459개 기업이 포함되었다4).

5) 이들의 자세한 구성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인적자본기업패널 1차(2005)～2차(2007)년
도 조사 사용자지침서』에 설명되어 있다.
4) 본 연구의 초안에는 근로자의 응답을 기업별로 합산한 값을 매개변수로 한 분석이 포함되
어 있었다. 기업별로 합산한 값의 응답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CC분석을 실시하였
고 응답한 근로자의 수가 너무 적은 기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초고의 한 심사
자의 제안에 따라 매개변수를 포함한 분석을 제외시켰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와 매출액 분
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은 근로자의 수가 너무 적은 기업을 제외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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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할 변수는 먼저 이론연구와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서 포함될
수 있는 변수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인적자본기업패널」의 기
업별 자료에서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에 속하는 개별 제도들의 도입 정도를 측
정하는 항목들을 결합하여 독립변수를 산출하였고 통제변수도 산출하였다. 또
여기에 종속변수인 각 기업의 재무적 성과 자료를 연결하였다. 2005년 자료와
2007년 자료에 대해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를
연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를 구
성하는 능력개발제도, 동기부여제도, 참여․의사소통제도 등으로 설정하였다
(Applebaum et al., 2000; 김재구ㆍ임상훈ㆍ김동배, 2003: 송보화, 2006). 먼저
능력개발제도는 조사에 포함된 항목 중 채용의 신중성을 나타내는 항목, 교육
훈련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을 개별 항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먼저 채용의 신중성을 나타내는 항목은 해당 기업에서 사
용하는 채용 단계의 수5)로 하였고, 교육훈련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으로는 교육
훈련 기법의 수6),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체 1인당 교육훈련비용 등으로 하였다.
이들 항목의 표준화 값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것을 확인하고 요인점수를 산출하여 능력개발제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하였다.7)

5) 설문지에서는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최종 결정까지는 공식적으로 몇 단계입니까?“라는 질
문에 대하여 1단계부터 5단계 사이에 대답하도록 하였다.
6) 설문지에는 집체식 사내교육훈련, 집체식 사외교육훈련, 인터넷 학습(e_learning), 우편통
신훈련(독서통신훈련), 국내연수, 해외연수, 외부 업체로부터 기술지도 받기, 교육훈련 휴
가제, OJT, 멘토링 또는 코칭 등의 실시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들 중에서 몇
가지를 실시하는가를 측정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훈련 기법의 수로 하였다.
7)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항목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구분해서 측정하였다. 현실적으로 기업 현
장의 인적자원관리제도에 대해서 경험적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면 너무 많은 요인이
구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석이 곤란한
너무 많은 수의 요인이 구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재구ㆍ임상훈ㆍ김동배(2003)
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에 따라서 인적자원관리제도를 3차원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설
정하고 MacDuffie(1995)와 Applebaum et al.(2000) 등을 참조하여 각 차원의 제도를 구
성하고 이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송보화(2006)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
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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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를 나타내는 두 번째 변수로 동기부여제도가 있다. 동
기부여제도 변수는 해당 기업이 사용하는 평가기법의 수, 성과형 임금제도의
수, 임금에 평가를 반영하는 정도, 연봉제 실시 대상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개별 항목을 보면, 사용하는 평가 기법의 수는 설문에 포함된 제도8) 중에서 해
당 기업이 채택하는 제도의 수로 측정하였다. 성과급 실시 정도는 설문에 포함
된 제도9) 중에서 해당 기업이 채택하는 제도의 수로 측정하였다. 임금에 평가
를 반영하는 정도는 설문에 포함된 기본급, 개인 성과급, 팀 성과급 각각에 평
가 결과의 반영 여부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측정하였다. 연봉제 실시 대상은
설문지에서 실시 범위를 조사한 사항10)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하여 구성한 네 가지 동기부여제도에 관련된 항목의 표준화 값에 대해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것을 확인하고 요인점수를 산출하여 동
기부여제도의 값으로 하였다.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를 나타내는 세 번째 변수로는 참여․의사소통제도가
있다. 참여․의사소통제도 변수에는 종업원만족도 조사, 제안제도, 품질분임조,
6-시그마 등을 실시하는 정도로 하였다. 네 가지 참여․의사소통제도의 실시를
묻는 항목의 표준화 값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것을 확인하고 요인점수를 산출하여 참여․의사소통제도의 값으로 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된 독립변수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성 분
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 형성한 변수들의 신뢰성을 나타
내는 크론바하 알파 값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Nunnally(1967)는 알파 값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0.7∼0.9를 제시하고 최소한의 기준으로 0.5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일부 변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해석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8) 설문지에는 평가제도인 균형평가표(BSC), 목표에 의한 관리(MBO), 기타 실적평가, 평가
피드백, 역량평가, 리더십평가, 다면평가 등의 실시여부를 질문하는 항목들이 있다.
9) 설문지에는 성과형 임금제도인 개인성과급, 팀성과급, 전사성과급 등의 실시 여부를 질문
하는 항목들이 있다.
10) 설문지에서는 전 직원, 대리급 이상, 과장급 이상, 차장급 이상, 부장급 이상, 임원급 등
으로 실시 범위를 물었다. 전 직원은 6점으로 하고, 임원급은 1점으로 하고 그 사이에
중간 점수를 배점하였다.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0점을 배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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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
1차 조사
요인
크론바하
적재치
알파 값

능력개발 제도

정규직 채용시 공식
적인 단계
교육훈련기법의 수
1인당 교육훈련비용

사용하는 평가 기법
의수
성과급 실시 정도
동기부여 제도
임금에 평가를 반영
하는 정도
연봉제 실시 대상
제안제도
참여․의사소통 종업원만족도 조사
제도
QC(품질분임조)
6-시그마

.689
.809
.757

.766
.617

.638
.844

2차 조사
요인
크론바하
적재치
알파 값

.816
.748

.671

.645
.717

.872

.883

.875

.561
.773
.470
.752
.665

.481
.719
.511
.737
.599

.590

.700

.530

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2005년, 2007년) 기업별 및 개인별 조
사 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인
적자본기업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재무자료 중에서 근로자 1인당의
부가가치, 매출액 등을 로그에 취하여 사용한다.
한편,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제품과 기술의 변화 정도, 종업원 1인당 노동
장비율, 노조 유무, 회사의 규모와 연령, 정규직 비율, 여성의 비율, 산업 등을
사용한다. 먼저, 제품과 기술 변화 정도 변수는 경쟁의 정도에 따라 제품과 기
술을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인적자원관리 방법도 차이가 난
다는 논리에 따라 선정하였다(MacDuffie, 1995; 송보화, 2006). 이 변수는 기업
별 설문지에 포함된 두 가지 문항11)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두
번째 통제변수인 1인당 노동장비율은 자본집약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인데
Datta, Guthrie, & Wright(2005)는 자본집약도가 낮은 산업에서 고성과형 인적
11) 제품과 기술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두 문항과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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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변수는 패널에서 제
공하는 재무적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조 유무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이정현,
2005). 이 변수는 패널자료의 노동조합 설립 여부를 묻는 항목을 이용하였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에서 세련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채택할 가능성과
생산성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 있다(Guthrie, 2001). 본 연구에서는 기
업규모 변수는 종업원의 수로 측정하였다. 또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또는 비정
규직인지에 따라서 인적자원관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Lepak
& Snell, 1999) 기업의 정규직 비율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업의 성숙 정
도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연령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조사연도(2005 또는 2007)에서 설립연도를 차감
하여 구하였다. 여성의 비율과 산업 역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
요한 변수이며 이들 역시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Ⅳ. 추정 결과

1.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가. OLS 추정치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의 1인당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1인당 부가가치와 1인당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위에 열거한 통제변
수를 포함한 모형을 OLS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고성과 인
1차 조사
요인
크론바하
적재치
알파 값
지난3년간 신제품(상품/
제품과 기술의 서비스)개발/도입 정도
지난3년 간 기술변화
변화정도
정도

.899

2차 조사
요인
크론바하
적재치
알파 값
.896

.759
.899

.753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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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관리제도변수로는 능력개발제도, 동기부여제도, 참여·의사소통제도가 사용되
었다.12)
<표 2>를 보면 능력개발제도는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기부여제도나 참여·의사소통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매출액의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
이고 있는데, 능력개발제도 이외에도 참여·의사소통제도가 1인당 매출액을 높
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OLS 추정을 통하여 양 지표 모두에 영향을 발휘
하지 못하는 제도는 동기부여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기업성과 증진 효과 : OLS 추정 결과
(1)
종속변수=로그 1인당
부가가치액
능력개발제도
동기부여제도
참여․의사소통제도
제품․기술의 변화
자본장비율
기업규모
노조
기업 연령
정규직 비율
여성 비율
연도더미
상수

Adj R-squared
N

0.094(0.045)**
0.023(0.037)
-0.014(0.042)
0.023(0.038)
1.4e6(1.9e7)**
-6.8e6(0.2e5)
0.103(0.078)
-0.002(0.002)
0.481(0.227)**
-1.131(0.206)**
-0.012(0.064)
10.84(0.234)**

(2)
종속변수=로그 1인당
매출액
0.231(0.043)**
0.052(0.039)
0.081(0.040)**
-0.003(0.036)
5.4e7(6.1e8)**
0.1e4(0.2e4)
0.144(0.077)*
-0.003(0.002)
1.362(0.198)**
-1.419(0.193)**
0.143(0.066)**
11.03(0.190)**

0.530

0.542

204

459

주 : 모든 회귀분석은 산업을 통제하였음. 열 (1)의 1.4e6=1.4x10-6 을 나타냄.
** 95% 수준에서 유의, * 90% 수준에서 유의.
12)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는 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등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
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매개변수를 포함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에서 이
론적 예상과 너무 다른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의 추정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매개변수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는 축약형 모형
(reduced model)을 추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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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 이외에 다른 변수들의 추정 결과를 보면, 자본장비
율이 높을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나 매출액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는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 유무는 1인당 매출액에만 90%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의 추정 결과는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비금융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
모두를 포함하고 이들 산업을 더미변수로 통제한 결과이다. 고성과 인적자원관
리제도는 주로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고 따라서 서비
스업을 포함할 경우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효과가 불분명하게 나타날 가
능성이 있다.13) 따라서 제조업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재추정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는 <부표 1>에 제시된다.
<부표 1>과 <표 2>의 결과를 비교하면 능력개발제도가 1인당 부가가치와 매
출액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부표 1>
에서는 동기부여가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반면, 참여·의사소통제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하
여 제조업의 경우 참여․의사소통제도보다 동기부여제도가 상대적으로 더 효
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동기부여의 통계적 유의성(90% 수준에서 유의)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과 또한 이러한 결과가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고
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패널모형 추정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LS 추정치는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이 존재하
는 경우 편의를 갖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
을 고려하여 고성과 인적자원제도의 효과를 편의 없이 추정하려면 패널분석이
필요하다. 패널분석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상정한다.

13) 이 점은 한 심사자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심사자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하여 분
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응답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으로만 분석을 한정하여도 충분하다. 생산직 근로자의 응답을 고려하는 것
은 추후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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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위에서  는 기업을,  는 연도를 나타낸다. 또한  는 기업성과를 나타내며,
 는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 변수들을,  는 기업 특성을 묘사하는 다른 변수

들을 나타낸다.  는 기업특수적 항이며,  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식 (2)에서 만
약  가 상수이면 고정효과모형이 되고,  가 확률변수(random variable)이면
임의효과모형이 된다.
위와 같은 기업성과모형을 고정효과로 추정하는 것이 옳은지, 임의효과모형
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기업특수적 항인  가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
변수들의 벡터인  와 독립적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만약  가 고성과 인적
자원관리제도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즉     ≠  이면 고정효과로 추
정하여야 하며, 만약 둘 간의 상관관계가 0이라면 임의효과로 추정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에는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  )이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
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성과 제
도의 효과가 과대하게 혹은 과소하게 추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 식
(1)에서  가 기업의 성격을 포착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와  가 무관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강한 주장이 될 것이다. 따라
서 이하에서는 임의효과보다 고정효과모형으로 모든 기업성과를 추정하기로
한다.14)
<표 3>은 1인당 부가가치와 1인당 매출액을 고정효과모형으로 각각 추정한
결과이다.15)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계수를 보면 OLS 결과와 상당한 차이
14) Hausman test를 통하여 고정효과와 임의효과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필자가 이를 실행한
결과 부가가치에서는 임의효과가 선택되고, 매출액에서는 고정효과가 선택되는 등 test
결과가 일관성이 없게 나타났다. Hausman test를 보면 고정효과에서 추정된 계수값은
귀무가설이나 대림가설 모두에서 일관성이 있으나, 임의효과에서 추정된 계수값은 대립
가설에서는 일관성이 없고 귀무가설에서는 효율적(efficient)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선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의모형보다는 고정모형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 이하 추정은 표본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불균형패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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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1인당 생산성 증진 효과 :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
(1)
종속변수=로그 1인당
부가가치액
능력개발제도
동기부여제도
참여․의사소통제도
제품․기술의 변화
자본장비율
기업규모
노조
기업 연령
정규직 비율
여성 비율
상수

Sigma_u
Sigma_v
N

(2)
종속변수=로그 1인당 매출액

-0.006(0.088)
0.082(0.086)
0.062(0.067)
-0.010(0.056)
-8.4e7(9.9e7)
-2.7e6(0.001)
0.037(0.537)
-0.009(0.028)
0.682(0.831)
-1.772(1.082)*
11.31(1.005)**
0.685
0.291
204

-0.172(0.060)**
0.075(0.051)
0.068(0.039)*
0.020(0.034)
3.8e7(4.6e8)**
8.6e6(0.4e4)
-0.081(0.147)
0.063(0.018)**
0.485(0.338)
-1.007(0.605)*
10.53(0.597)**
1.267
0.346
459

주 : 모든 회귀분석은 산업을 통제하였음. 8.4e7=8.4x10-7 을 나타냄.
** 95% 수준에서 유의, * 90% 수준에서 유의

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능력개발제도는 1인당 부가가치와 매출액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계수값이 음수이며 1
인당 매출액 함수에서는 능력개발제도가 오히려 매출액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95% 수준유의). 즉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할 경우 능력
개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사라지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2일 때 고정효과모형은 차분모형과 매우 유사하다.16) 따라서 당
해 연도 능력개발제도와 매출액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2년 사이의 변
화들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참여·의사소통제도는 OLS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인당 매출액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0% 수준유의).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수값의 크기

16) 균형패널일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과 차분모형이 동일하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은 차분
으로 소거되지 않는 변수의 추정된 계수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불균형모형일 경우는 불
균형 정도에 따라 두 모형이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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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081에서 0.068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통
제할 경우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효과는 약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부
표 2>에 제시된다. OLS 추정 결과인 <부표 1>과 <부표 2>를 비교하면 고정효
과모형에서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부가가치, 매출액 효과는 크게 저하된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능력개발제도는 매출액을 저하시키는 것으로(90%
유의수준), 다른 제도들은 이들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든지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든지, 결과의 차이
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OLS 추정 결과는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가 1인
당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과대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을 통하여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할 경우 우리나라 고성과 인
적자원관리제도들은 전반적으로 기업성과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의사소통제도 정도만이 매출액을 증가
시키는 효과를 보이나 그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다(90%에서 유의). 앞
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함에 있어
서 그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묶음효과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가 독립적으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함께 운영되면서 복합효과(bundle effect)를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Cappelli & Neumark, 2001; Macky & Boxall,
2007). 복합효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제도들의 결합항
(interaction term)을 만들어 회귀모형에 추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제
도의 표준화 점수를 더한 가산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의 단점
은 각 제도와 가산지수 사이에 다중공산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하여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표 4>는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들과 그들의 결합항을 포함하여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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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묶음효과(bundle effects-결합항) : OLS, 고
정효과 추정 결과
고정효과모형

OLS

(1)
(2)
(3)
종속변수=로그 종속변수=로그 종속변수=로그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
능력개발
동기부여
참여·의사소통
능력x동기
능력x참여
동기x참여

0.253(0.202)
0.165(0.172)
0.067(0.157)
-0.044(0.048)
-0.009(0.047)
-0.005(0.048)

0.202(0.179)
-0.230(0.144)
0.060(0.149)
0.022(0.042)
-0.020(0.039)
0.051(0.044)

0.317(0.313)
-0.154(0.298)
-0.396(0.319)
-0.121(0.090)
-0.019(0.084)
0.178(0.074)**

(4)
종속변수=로그
1인당 매출액
0.228(0.178)
0.024(0.162)
0.027(0.141)
-0.060(0.043)
-0.071(0.040)*
0.077(0.039)**

주 : 모든 회귀분석은 <표 5>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음.
** 95% 수준에서 유의, * 90% 수준에서 유의

결과이다. 결합항은 두 개의 제도가 각각 결합할 경우를 포함시켰으며, 세 가지
제도가 다 결합한 경우의 효과는 두 개 제도 결합항의 계수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다. 표를 보면 우선 묶음효과를 포함할 경우 개별효과의 중요성이 많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OLS의 경우 능력개발제도와 참여․의사소통제도의 개별
효과가 약화되며 묶음효과(결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
다. 또한 3가지 결합항의 계수의 합을 검증한 결과 합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한편,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개별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
만 묶음효과는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1인당 부가가치, 매출액 모두에 있어
서 동기부여제도와 참여․의사소통제도가 결합할 경우에는 1인당 부가가치와
매출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능력개발제도와 참여․의사
소통제도가 결합될 경우에는 1인당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90%유의수준), 다른 제도의 결합 역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도 3가지 결합항의 계수의 합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하였는 데 이를
기각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인 가산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고정효과모
형을 추정하여 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산지수를 사용할 경우 다중공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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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때문에 개별 제도를 추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 3가지 제도 중 각기 다른
2가지 제도에 대한 가산지수를 만들어 추정한 결과와 3가지 제도 모두의 가산
지수를 만들어 추정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다.
<표 5>의 결과 역시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의 상호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대부분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며
(2)열의 1인당 매출액에서만 동기+참여제도의 계수가 양수이면서 95% 수준에
서 유의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능력+동기, 능력+참여제도의 계수는 음수이면서
각각 90%, 9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이들 제도들이 결합할 때 기업성과
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턴은 결합항을 이용한 <표 4>
의 결과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
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제도들이 시너지 효과를 보이
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관리의 개별제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앞의 <표 3>에서는 능력개발제도가 매출액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개별제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여러 제도를
결합한 경우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표 5>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묶음효과(bundle effects-가산지수) : 고정효과
추정 결과
2가지 제도의 묶음효과

능력+동기
능력+참여
동기+참여
능력+동기+참여

(1)
종속변수=로그
1인당 부가가치

(2)
종속변수=로그
1인당 매출액

0.007(0.079)
-0.013(0.070)
0.075(0.067)
-

-0.082(0.049)*
-0.090(0.043)**
0.158(0.045)**
-

3가지 제도의 묶음효과
(3)
(4)
종속변수=로그 종속변수=로그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매출액
0.051(0.040)

주 : 모든 회귀분석은 <표 5>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음.
** 95% 수준에서 유의, * 90% 수준에서 유의

0.0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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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들이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판단에 따라서 개별 제도
들을 도입한 것이 아닐 때 묶음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필
요성에 따라서 개별 제도들을 도입하게 된다면 개별 제도들의 상호작용을 고려
한 내적 일관성을 가진 인적자원관리체제가 형성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횡단면 분석에서 벗어나 종단면 분석을 통하여 고성과형 인적자원
관리제도가 우리나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통하
여 우리나라 기업에게 바람직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횡단면 분석에 기초한 OLS 추정 결과와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 결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OLS에서는
많은 선행연구와 같이 대부분의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정효과모형에서는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로 참여․의사소통제도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횡단면 추정 결과는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효과를 과대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묶음(bundle)을 포함한 기업성과모형을
추정한 결과, 일부 제도(동기제도x참여․의사소통제도)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시너지효과가 발견되나 전반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거나 일부 부정적인 효과
도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로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고성과형 인
적자원관리제도의 시너지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이 상호보완적인 시스
템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관리제도 중
에서 현재 효과가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다른 제도들을 잘 결합되도록 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즉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제도는 참여․의사소통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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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 제도 실행을 확산하면서, 이 제도의 효과가 높아지도록 능력개발
제도 및 동기부여제도를 잘 결합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 능력개발제도는
지금으로서는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동시에 동기부여제도 및 참여․의사소통제도와의 연계
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의 이질성을 통제한 고
정효과모형에서 왜 우리나라 고성과 인적자본관리제도의 효과가 사라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
례연구 등을 통하여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효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관리제도는 근로자의 태도를 매개로 기
업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매개변수를 모형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17) 매개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구조적 모형의 추정이
필요하다. 추후 Lisrel 등을 통하여 매개변수의 효과도 고려한 종합적인 모형의
추정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내생
성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에 대한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변수는 과거변수(lagged variable)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인적자본기업패널은 2년밖에 되지 않아 고정효과모
형을 사용할 경우 과거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좀 더
패널이 축적된 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추후 자료의 축적이 허
용되어 내생성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진정한 효과를 이해하는 데 좀 더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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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제조업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매출액, 부가가치효과 : OLS 추정 결과
(1)
종속변수=로그 1인당
부가가치액
능력개발제도
동기부여제도
참여․의사소통제도
제품․기술의 변화
자본장비율
기업규모
노조
기업 연령
정규직 비율
여성 비율
연도더미
상수

Adj R-squared
N

0.096(0.041)**
0.061(0.036)*
-0.048(0.040)
0.001(0.036)
1.4e6(1.7e7)**
-0.1e4(0.2e4)
0.087(0.073)
-0.001(0.002)
-0.172(0.358)
-1.076(0.187)**
-0.001(0.060)
11.48(0.346)**
0.510
188

(2)
종속변수=로그 1인당
매출액
0.183(0.044)**
0.017(0.040)
0.056(0.039)
-0.040(0.036)
5.4e7(5.5e8)**
0.1e4(0.1e4)
0.083(0.076)
-0.003(0.002)
0.644(0.319)**
-1.779(0.199)**
0.083(0.065)
12.43(0.314)**
0.470
364

주 : 열 (1)의 1.4e6=1.4x10-6 을 나타냄. ** 95% 수준 유의, * 90% 수준 유의.

<부표 2> 제조업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매출액, 부가가치효과 : 고정효과모형추정
결과

능력개발제도
동기부여제도
참여·의사소통제도
제품·기술의 변화
자본장비율
기업규모
노조
기업 연령
정규직 비율
여성 비율
상수
Sigma_u
Sigma_v
N

(1)
종속변수=로그 1인당
부가가치액
-0.047(0.073)
0.076(0.075)
-0.016(0.061)
-0.007(0.047)
-1.1e6(8.1e7)∇
-0.0e4(0.4e3)
0.072(0.443)
-0.008(0.024)
0.897(0.683)∇
-1.679(0.886)*
11.23(0.8593)**
0.699
0.238
188

(2)
종속변수=로그 1인당
매출액
-0.097(0.054)*
0.006(0.049)
0.029(0.035)
0.017(0.030)
3.7e7(3.8e8)**
0.2e4(0.2e4)
-0.026(0.124)
0.044(0.016)**
0.836(0.308)**
-0.941(0.509)*
10.74(0.573)**
1.009
0.277
364

주 : 1.1e6=1.1x10-6 을 나타냄. ** 95%, * 90%, ∇80%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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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High-Performance Work Practices on
Firm Performances: A Longitudinal Analysis
In-Seog Seo·Woo-Yung Kim
We examine the effects of high-performance work practices(HPWP) on
firm performances controlling for unobserved firms's heterogeneities. Also,
the paths through which HPWPs affect firm performances are analyzed
in a comprehensive way. To this end, we use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produced by KRIVET.
We obtain several interesting results. First, we find substantial discrepancies
between OLS estimates and estimates based on fixed effects models
regarding the HPWP effects and note that the latter is generally smaller
than the former. Second, according to the estimates based on fixed
effects models, th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i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firm's productivity, but the effects of the
other HPWP systems are found insignificant. Finally, a bundle of HPWP
systems does not exert an additional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s
and in some cases it is even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HPWP systems in Korean firms have not produced
synergy effects and therefore, restructuring of and improvements on HPWP
systems are needed.
Keywords : high-performance work practice, longitudi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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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적자원관리 분야 연구의 관심은 인적자원관리와 종업원의 태도 및 행
동 간의 연계와 조직성과와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예 :
김기태․조봉순, 2008; 송보화, 2006; Agarwala, 2003; Gelade & Ivery, 2003;
Sun, Aryee, & Law, 2007). 많은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종업원의 태도
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정을 바
탕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종업원 태도를 연구 모형에 포함하여 그 연계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Sun, Aryee, & Law, 2007). 따
라서 인적자원관리가 그 관리의 대상이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조직구
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조직효과성에 이르는 경로 관
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김기태․조봉순, 2008). 이에 본 연
구는 조직구성원의 태도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영향과 품질경영활동으로 이
어지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적자원관리와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
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근로자 수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종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 약 3.8%
정도이지만, 이들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6%로 적지 않은 편이
다(정용균․방하남․김정원, 2008). 이들 중소기업이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비
교적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다양한 인사제도의 체계화 정도가 미흡한 측면도 있
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소기업들 역시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 모색
과 그에 적합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김승철․
조윤형, 2009), 고몰입 인사제도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김상표, 2006;
신진교, 2008)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이면서 제조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
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요인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것이 종업원의 태도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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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모형과 가설의 설정

연구의 개념적 틀은 Guest(1997), McMahan, Virick, & Wright(1999), Lepak,
Taylor, Tekleab, Marrone, & Cohen(20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인적자원관리
와 종업원 태도, 조직성과로 연계되는 과정을 기본 토대로 하였다.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종업원의 태도는 조직몰입과 인사제도 내재화의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조직
몰입은 조직과 종업원 간의 사회적 교환관계의 산물로서 종업원이 자신의 능력
을 생산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힘이며,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종업원의 태도 요인이다. 인사제도 내재화(internalization of HRM
practices)는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결과물로 종업원이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 제
도의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이다(Kostova, 1999).
또한 본 연구 모형에서는 조직몰입과 인사제도 내재화와의 관계를 가정하지
않았다. 예컨대, Vandenberg, Self, & Seo(1994)의 연구는 O’Reilly & Chatman
(1986)이 제시한 내재화, 순응 및 정체성의 개념과 조직몰입의 구성개념 간 판
별성을 검증하였고, 내재화라는 개념이 신뢰성이 높으면서 조직몰입과의 구성개
념 간 판별타당성도 높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내재화와 조직몰입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도 밝혔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내재화와 조직몰입의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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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상호 순환적인 관계일 가능성도 크므로 이들의 영향력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모형의 실증
분석 과정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성을 가정한 후 모형을 추정하였다.

1.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종업원 태도와의 관계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몰입 등의 종업원 태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과
연 성과와 연계한 평가 및 보상이 한국 기업 종업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
업은 성과주의의 도입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였고, 연공서열적인 평가체계에 익
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새롭게 도입되는 성과주의 평가와 보상체계는 인간관
계의 훼손, 팀워크 저하라는 부정적인 문제점도 함께 수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윤대혁,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과에 기초한 평가
와 보상의 측면을 단순히 개인 성과급 제도의 도입 여부, 인센티브 등으로 판단
하기보다는 직무특성이 반영된 평가체계, 성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 평가에 활
용되는 중점 사항과 평가 결과의 피드백, 부서 중심의 집단 평가의 반영 정도로
정의하였다. 다음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종업원 태도와의 관련에 대한 가설
관계를 설명하였다.

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인사제도 내재화의 관계
인사제도의 내재화는 제도적 규칙과 규정의 의미가 조직에 전파되어, 제도가
내포하는 가치가 잘 수용되고 내면화되는 것이다(Kostova, 1999). 만약 제도가
역량과 협력, 성과를 높이는 제도라면 종업원들은 제도의 시행 목적과 취지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신뢰하게 될 것이다. 즉 인적자원관리의 취지와 목적
이 조직에 잘 전파되고 수용됨으로써 조직에 실제적으로 내면화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Khilji & Wang, 2006).
또한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징과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암묵적 공유가
이루어진다. 특히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특징이 밀도 있게 작업장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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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종업원의 수용도를 포함한 조직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김경
묵․김상준, 2006).
예컨대, 김진희․심원술(2004)의 연구에서는 127개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전
략기획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높은 보상수준,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에 의
한 평가, 경력계획, 신중한 채용체계와 고용안정성으로 구성된 고몰입 인적자
원관리가 조직의 인사제도 내재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바 있
다. Birdi, Clegg, Patterson, Robinson, Stride, Wall, & Wood(2008)는 308개 제
조업체의 22년간 생산성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권능확대(empowerment), 종업원에 대한 역량향상, 팀 중심의 작업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관리가 도입되어 내재화되어 감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어졌다는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Collins & Smith(2006)의 연구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들의 정신적 공유를 높이고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몰입 지향의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들로
하여금 시행되는 인사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뢰를 높이도록 함으로써
인사제도 내재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를 통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의 인사제도 내재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몰입의 관계
인적자원관리에 따른 종업원의 행동을 대변하는 예측지표로서 태도변수가
많이 사용되며 권장된다(김기태․조봉순, 2008). 본 연구에서는 Allen & Meyer
(1990)의 조직몰입 개념 중 정서적 몰입을 활용하였는데, 정서적 몰입이 유지
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보다 조직과 종업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산출물을 제공하
는 요인이며, 내재적 동기와 건설적 태도 형성에 따라 조직성과에 가장 일관적
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Grant, Dutton, & Rosso, 2008).
사회적 교환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적자원관리가 합리적인 평가, 높은 수
준의 보상, 교육훈련 투자, 정보공유, 고용안정성을 높인다면 종업원은 이를 조
직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인식하고 조직에 대한 애착심과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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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인다(김원형, 2005). 그리고 종업원은 좋은 작업환경 형성을 위한 조직의
개입으로 인식하여 긍정적인 작업장 분위기를 형성하며 조직에 대한 헌신을 높
일 것이다(김기태․조봉순, 2008; Gelade & Ivery, 2003).
예컨대, 김기태․조봉순(2008)은 299개 제조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선발관리의 엄격성, 다양한 평가방법, 교육훈련, 보상수준이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에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로 이루어진 종업원의 직무태도를 통
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garwala(2003)의
연구는 422개 조직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인사제도의 시행이 조직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Fiorito, Bozeman, Young, & Meurs
(2007)의 연구는 인적자원관리의 자율성, 피드백 시스템, 책임성의 특성이 종업
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Whitener(2001)는 180개
업체 1,689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종업원들로 하여금 조직적 지원의 인식을 높이고 종업원의 조직몰입을 높이도
록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
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다. 종업원 태도와 조직효과성의 관계
품질경영활동은 이미 존재하는 고객에 대해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며, 여기에는
TQM, 6sigma, ISO인증 시리즈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관리기법이 존재한
다(McElwee & Warren, 2000). 이러한 기업의 품질경영활동은 작업의 무결점
(error-free)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만 이러한 계량적 지표 달성 외에도 전사적
인 품질우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따라서 품질경
영활동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 및 헌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ou &
Beltrán, 2005; Skålén, Quist, Edvardsson, & Enquist, 2005).
품질경영활동의 일반적인 형태는 통계적 프로세스, 성과 표준의 설정, 체계
적인 프로세스의 측정과 평가로 이루어지며, 각 과정에 대한 전사적인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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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조정 노력에 따른 사회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Bou & Beltrán, 2005).
조직에 대한 애착과 일체감이 높은 종업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목표
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작업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고자 한다(Mathieu & Zajac, 1990; Meyer, Stanley, Herscovitch,
& Topolnytsky, 2002). 또한 종업원의 만족이나 정서는 조직 내에서 일종의 상
호작용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
로 패턴을 형성하므로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이다. 사회적 교환이론으로 설명한
다면 조직을 통해 만족과 긍정적인 정서를 제공받은 종업원은 그 대가로 호혜
성의 의무감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 구
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으면 조직에서 운영하는 품질경영, 프로세스 혁신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전략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징과 메시지
를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체계이다. 높은 임금수준, 성과와 연계한 평가, 직무역
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공유, 고용안정성은 조직이 품질 중심의 조직변
화와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우위를 얻도록 하는 데 적합성이 높은 인적자원관리
체계로 평가된다(Bae, Chen, Wan, Lawler, & Walumbwa, 2003; Collins &
Smith, 2006; Sun, Aryee, & Law, 2007). 따라서 이러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종업원들의 제도적 몰입과 수용이 높다면 제도 시행의 목적인 품질경영활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이어져 조직의 품질경영활동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종업원 태도와 조직의 효과성을 분석한 실
증연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Harrison, Newman, & Roth(2006)의 메타분석 결
과는 종업원 태도와 작업성과, 직무 외적인 조직의 맥락적 성과가 긍정적인 관
계가 있음을 밝혔다. 김진희․심원술(2004)의 연구에서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가 인사제도 내재화를 촉진하고 조직 내 종업원 간의 지식공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Katou & Budhwar(2006)의 연구는 그리스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을 받은 조직몰
입과 동기부여, 만족의 인적자원관리 결과가 서비스의 개선과 제품의 품질향상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종업원의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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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사제도 내재화가 조직의 품질경영활동에 대한 영향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 3. 종업원의 인사제도 내재화는 조직의 품질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종업원의 조직몰입은 조직의 품질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Ⅲ. 자료의 조사와 측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 고임금정책, 성과기반 평가체계, 교육훈련, 경영정보
의 공유, 고용안정성의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다섯 개 요인에 총 12개 설문항목
을 구성하여 기업의 인사․총무부서장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고임금정책은
Rogg, Schmidt, Shull, & Schmitt(2001)와 배종석․사정혜(2003)의 연구를 바
탕으로 ‘동종 산업 평균과 비교한 임금 정도’, ‘회사의 임금정책이 인건비 절감
을 가장 중요시하여 저임금 인력을 선호하는 정도(R)’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평가 관리는 Allen, Shore, & Griffeth(2003)와 김진희․심원술(2004)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직무특성이 반영된 평가체계의 마련’, ‘성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평가함’, ‘평가에 활용되는 중점 사항과 평가의 결과를 사
원들에게 제공함’, ‘부서 평가의 결과가 개인의 임금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침’
의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교육훈련 관리는 Rogg, Schmidt, Shull, &
Schmitt (2001)와 김진희․심원술(2004)의 연구에 사용된 ‘직원들이 회사 내에
서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할 교육과 경력상의 경로가 마련되어 있음’, ‘회사에
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를 마련함’의 2개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정보공유는 Pfeffer(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상
태와 현황 등에 대해 직원들과 공유함’, ‘회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 시행 전반
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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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 배종석․사정혜(2003)의 연구와 Delery & Doty(1996)의 연구를 바탕으
로 ‘인력감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장기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정책
에 대한 각 항목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사제도 내재화 : 인사제도 내재화의 항목은 Kostova(1999)가 제시한 구성
개념의 핵심 요인과 김진희․심원술(2004)의 연구에 사용된 제도 내재화 측정
항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제도, 평가제도 및 고용안정
성에 대한 인식 정도로 구분하여 각 요인에 대한 몰입과 만족, 심리적 주인 의
식을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보상
체계 내재화 9개 항목, 성과 평가체계 9개 항목, 고용안정 인식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예컨대, 보상제도에 대한 인사제도 내재화의 경우 ‘현행 임금과 보
상체계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이해함’, ‘현행 임금과 보상체계의 시행 취지에
동의함’, ‘업무의 동기부여에 도움을 줌’,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함’, ‘개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줌’, ‘규정이 공정하게 잘 구성되어 있음’, ‘시
행 효과에 대해 만족함’, ‘회사의 독특한 상황과 특성을 잘 반영함’, ‘우리 회사
의 것이므로 잘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현
행 성과평가체계’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고용안정
인식은 배종석․사정혜(2003)의 연구에 사용된 항목을 바탕으로 하였다. ‘우리
회사는 인력감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장기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회사
는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성을 제공함’, ‘우리 회사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
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R)’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은 종업원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직몰입 : 조직몰입은 종업원이 조직에 대해 갖는 심리적 애착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Allen & Meyer(1990)의 정서적 조직몰입 문항을 기초로 하였다.
‘현재의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함’, ‘현재의 조직에 대해 높은 소속감을 느
낌’, ‘이곳에서 일할 때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낌’,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개
인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음’의 5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종업원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품질경영활동 : 품질경영활동은 해당 기업의 생산 오류 제거를 위한 측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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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접근, 전사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교육과 통합적 조정 및 개선에 대한
활동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Lai, Weerakoon, & Cheng(2002)이 품질경
영 정착화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 제시한 품질경영의 10가지 측면 39개 항
목 중 프로세스 개선과 전사적 조정, 프로세스 정착과 관련한 6개 문항을 활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 프로세스의 오류 제거를 위한 계량적인 방법으로 노
력함’, ‘프로세스 개선의 효과에 대해 통계적인 기록이 이루어짐’, ‘참여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방법과 접근을 교육함’, ‘회사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정과
지원이 이루어짐’, ‘개선 노력을 통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개선된 프로
세스가 정착되고 있음’의 6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인사총무담당 부서장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특성

가. 자료의 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의 공공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전국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2008년 7월 3일～8월 13일까지 전문 조사
기관의 조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
하여 수집되었다. 조사 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업체 정보에서 종
업원 수 50인～300인 미만 업체, 약 18,000여 개의 업체에서 1,500개 업체를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별 집락의 크기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였
다. 설문의 응답자는 인사총무담당 부서장 1,500명과 종업원 총 5,14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답 자료에서 제조업종 718개 기
업을 선별하여 품질경영활동(TQM, 6sigma, ISO인증, 기타 품질경영활동)에 대
해 응답한 503개 기업의 인사총무 부서장 503명과 종업원 1,653명의 응답 자료
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응답 기업의 특성
응답 기업의 종업원 규모와 노조 유무에 대한 특성에서 총 503개의 기업 중
100인 미만이 308개(61.2%)이며, 100～299인이 195개(38.8%)의 분포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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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노조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총 503개 업체 중 97개 업체(19.3%)
가 노조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406개 업체(80.7%)는 노조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 응답 종업원 특성
개별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한 설문조사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503개 기업에서는 총 1,653명이 응답하였다. 기업별로 4명까지 응답하였으며,
기업별 평균 3.28명이 종업원 태도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 종업원의 직급은 사원과 대리급이 1,410명(85.3%)으로 가장 높은 비중
을 보였으며, 직종은 사무직이 1,146명(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
산․기술직이 231명(14.0%)으로 나타났다.

Ⅳ.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먼저 인사총무 부서장이 응답한 인적자원관리 운영정책과 품질
경영활동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였고, 종업원 차원에서의 조직몰입과 인사제도
내재화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종업원들의 응답 자료를
기업별 수준으로 집합하기 위하여 ICC분석과 Cronbach's α 테스트를 실시하
였으며, 종업원의 자료를 기업수준으로 집합하여 기업수준의 응답 자료와 연결
한 후 본 연구 모형의 모형 적합도와 경로관계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1. 타당성 검증
측정문항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차적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구성 개념에 대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그
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 인적자원관리의 요인은 크게 고임금 정책, 평가․교육 및 정보공유, 고용안
정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품질경영활동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

92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3호

되었다. 종업원 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인사제도 내재화는 평가관
리제도, 보상제도에 대한 내재화 및 고용안정성 인식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상제도 내재화의 문항 중 ‘보상체계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이해함’, ‘보상
체계의 시행 취지에 동의함’의 두 문항은 어떤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
였다. 또한 조직몰입 역시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에 이어 측정 모형의 적합도와 추정계수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등
의 장점을 고려하여(Okun, Barr, & Herzog, 1998)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품질경영활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
석을 하였다.
2
<표 1>에서 보듯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488.91, d.f=131, RMSEA=.074,

<표 1>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품질경영활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표준화 표준
구성
t값
AVE
계수 요인계수 오차
신뢰도
Q14A←고임금 정책
1.000
.684
.551 .581
1.008
.547
.155 6.503**
Q14B←고임금 정책
Q16A01←평가․교육․정보공유
1.000
.773
.973
.725
.059 16.473**
Q16A02←평가․교육․정보공유
Q16A03←평가․교육․정보공유
1.070
.750
.063 17.108**
Q16A04←평가․교육․정보공유
.843
.581
.065 12.879**
.877 .812
Q16A05←평가․교육․정보공유
.937
.724
.057 16.437**
.920
.737
.055 16.787**
Q16A06←평가․교육․정보공유
Q16A07←평가․교육․정보공유
.766
.552
.063 12.165**
Q16A08←평가․교육․정보공유
.793
.635
.056 14.201**
Q16A09←고용안정성
1.000
.853
.820 .629
Q16A10←고용안정성
1.041
.815
.090 11.623**
Q17B1←품질경영활동
1.000
.834
1.045
.853
.045 23.133**
Q17B2←품질경영활동
Q17B3←품질경영활동
.987
.783
.048 20.369**
.911 .806
Q17B4←품질경영활동
.913
.748
.048 19.071**
.984
.813
.046 21.503**
Q17B5←품질경영활동
Q17B6←품질경영활동
.851
.729
.046 18.430**
2
χ =488.91, d.f=131 RMSEA=.074, GFI=.90, AGFI=.87, NFI=.90, CFI=.92, TLI=.91
요인

주 : N=503,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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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90, AGFI=.87, NFI=.90, CFI=.92, TLI=.91의 값을 보여 대체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의 각 구성개념에 대한 구성개념 신뢰도 값
역시 고임금 정책을 제외하고 모두 .70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종업원 태도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요인 표준화 표준
계수 요인계수 오차

평가내재화←제도내재화 1.000
보상내재화←제도내재화
.215
고용안정인식←제도내재화 1.112

.874
.173
.035
.732
.055
Q03A1←평가제도 내재화 1.000
.747
Q03A2←평가제도 내재화 1.022
.785
.031
.782
.034
Q03A3←평가제도 내재화 1.114
.711
.032
Q03A4←평가제도 내재화 .931
.747
.034
Q03A5←평가제도 내재화 1.064
.769
.035
Q03A6←평가제도 내재화 1.121
.797
.033
Q03A7←평가제도 내재화 1.088
.718
.033
Q03A8←평가제도 내재화 .962
.749
.033
Q03A9←평가제도 내재화 1.011
1차
.819
Q04A3←보상제도 내재화 1.000
요인
.716
.027
Q04A4←보상제도 내재화 .859
.773
.027
Q04A5←보상제도 내재화 .963
.823
.026
Q04A6←보상제도 내재화 1.030
.819
.026
Q04A7←보상제도 내재화 1.005
.766
.027
Q04A8←보상제도 내재화 .965
.833
.026
Q04A9←보상제도 내재화 1.018
1.000
.824
Q02A6←고용안정인식
1.033
.931
.030
Q02A7←고용안정인식
.268
.227
.030
Q02A8←고용안정인식
1.000
.423
Q01A01←조직몰입
Q01A02←조직몰입
1.498
.733
.091
1.674
.836
.098
Q01A03←조직몰입
1.677
.839
.098
Q01A04←조직몰입
1.472
.739
.090
Q01A05←조직몰입
2
χ =1,814.2, d.f=248 RMSEA=.062, GFI=.91, AGFI=.89,
2차
요인

주 : N=1,653, *: p<.05, **: p<.01.

t값

6.090**
20.256**
32.703**
32.560**
29.276**
30.923**
31.925**
33.248**
29.604**
30.999**
32.197**
35.715**
39.047**
38.781**
35.278**
39.749**
34.311**
8.880**

구성
신뢰도

AVE

.654

.670

.923

.848

.922

.827

.736

.684

16.380**
.845
.759
17.030**
17.049**
16.424**
NFI=.93, CFI=.94, TLI=.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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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정책에 대한 항목신뢰도가 .6보다 낮지만,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에서 중
요한 구성항목이라는 점에서 포함하였다. 또한 두 문항 중 한 문항이 역코딩
(reverse coding)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값들은 각 잠재요인의 구
성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구성모형의 관찰값과 잠재변수의 집중타당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Anderson, 1987). 구성개념에 대한 판별타당성은 평
균분산추출(AVE)값이 .5 이상일 경우에는 개념간의 판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
으로 평가한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표 1>에서 AVE값은
모두 .50을 상회하고 있어 구성개념의 판별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인사제도 내재화와 조직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Kostova(1999)가 제시한 인사제도 내재화는 제도몰입, 제도만족, 제도에 대
한 주인의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각 제도에 대한
몰입, 만족, 주인 의식은 단일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제도, 보상제도 및 고용
안정성과 같은 개별 제도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제도 내재화는 2차 잠재요인의 배후
에 1차 잠재요인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인사제도 내재화라는 잠재적 요
인의 배후에 보상제도 내재화, 평가제도 내재화 및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의
1차적 잠재요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표 2>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구성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814.2, d.f=248,
RMSEA=.062, GFI=.91, AGFI=.89, NFI=.93, CFI=.94, TLI=.93으로 대체로 양
호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종업원 태도에 대한 측정 관찰값들 역시 각 잠재요
인의 구성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구성모형의 관찰값과 잠재변수의
집중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성개념에 대한 평균분산추출(AVE)값
역시 모두 .60을 상회하고 있어 인사제도 내재화와 품질경영 성과의 구성개념
의 판별타당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기업 수준으로의 집합(aggregate)과 신뢰성 검증
개인 차원의 자료를 상위 수준의 개념에서 분석이 가능한지의 동질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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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업원 태도 문항의 ICC 및 Cronbach's α 검증 결과
요인
제도
내재화

문항수

평가제도 내재화

9

보상제도 내재화

7

고용안정 인식

3

조직몰입

ICC(1)

ICC(2)

Cronbach's α

N

.284

.883

.888

1,653

.475

.819

.827

1,653

19
5

검증이 필요하다(박원우․김재원․최혜원, 2003). 개인 차원의 자료를 팀이나
조직 수준으로 집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
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본 연
구의 종업원 수준의 자료를 개별 기업 수준으로 집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Erdogan, Liden, & Kraimer, 2006).
ICC(1)은 단일항목측정(single measure)으로 하나의 문항에 대해 서로 다른
응답자의 동질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ICC(2)는 표본 내 집단의 측정 평균
(average measure)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며, 그 결과는 Cronbach's α값과 유
사하다(McGraw & Wong, 1996). <표 3>은 종업원 태도에 대한 ICC 검증 결과
와 Cronbach's α값이다.
종업원 태도에 대한 ICC 검증 결과 ICC(1)은 .2 이상, ICC(2)도 .8 이상의 값
을 보여주고 있어 종업원 응답의 동질성 정도가 기업 수준으로 집합(aggregate)하
여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테스트 결과 모두 .80 이상의 값을 보였다.
다음 <표 4>에서는 인사․총무 부서장이 응답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정책
과 품질경영성과에 대한 Cronbach's α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앞선 확인적 요
<표 4>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품질경영활동 Cronbach's α 검증 결과
문항 수

Cronbach's α

N

고임금 정책

2

.534

503

평가․교육․정보공유

8

.874

503

고용안정 유지

2

.818

503

품질경영활동

6

.911

503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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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석에서의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고임금 정책에 대한 항목은 .534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으나 나머지 구성개념의 항목들은 모두 .80 이상의 값을 보였다.

3. 상관관계 분석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고임금 정책은 인사제도 내재화와 긍정적인 관계(r=.328. p<.01)를
보였고, 조직몰입과도 긍정적인 관계(r=.288, p<.01)를 보였다. 그리고 품질경
영활동과도 긍정적인 관계(r=.241, p<.01)를 나타냈다.
또한 평가교육 및 정보공유는 인사제도 내재화와 긍정적인 관계(r=.391,
p<.01)를 보였으며, 조직몰입 및 품질경영활동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
리고 고용안정 역시 인사제도 내재화와 조직몰입 및 품질경영활동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제도 내재화는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r=.767(p<.01)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품질경영활동과도 긍정적인 상관
관계(r=.278, p<.01)를 보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요인

고임금 평가교육 고용 제도
정책 정보공유 안정 내재화

조직
몰입

품질
경영
활동

조직
규모

조직
연령

평균

표준
편차

고임금정책 1.00

3.10

.63

평가/교육
.341** 1.00
정보공유

3.07

.60

고용안정
제도내재
조직몰입
품질활동
조직규모
조직연령
노조유무

.344**
.328**
.288**
.241**
-.065
-.148*
-.037

.367**
.391**
.314**
.482**
.077
-.019
.054

1.00
.403**
.356**
.334**
.061
.021
.027

1.00
.767**
.278**
.008
-.082
-.025

1.00
.210**
.002
-.034
.007

1.00
.058
.045
.096*

3.81
.68
3.35
.41
3.42
.50
3.57
.61
1.00
107.66 56.04
.245** 1.00
17.83 11.94
.262** .230**
-

주 : 양측검정, N=503, *: p<.05, **: p<.01.
노조 유무(노조 : 1, 무노조 : 0), 조직연령(2008년-창립 연도), 규모(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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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모형에서 인사제도 내재화와 조직몰입 간에 이론적 경로를 설정하
지 않아 이 두 이론적 변수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변수의 효과 때문에 두 변수가 품질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편의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내생잠재변수를 추정하는 공식의 오차
(residual error)를 서로 연관시켜 놓은 상태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또한 외생변수인 인적자원관리와 최종 내생변수인 품질경영활동은 인사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태도변수인 조직몰입과 인사제도 내재화 수는 종업원이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동일방법 편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에서 본 연구 모형의 적
합도는 χ2=624.33, d.f=174, RMSEA=.072, GFI=.90, AGFI=.89, NFI=.89, TLI=
.90, CFI=.92로 비교적 양호한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가설 1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의 인사제도 내재화에 긍정적인 영
<표 6> 경로 분석 결과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t값

고임금 정책→인사제도 내재화
평가․교육․정보공유→제도 내재화
고용안정→인사제도 내재화
고임금 정책→조직몰입

.196
.245
.165
.225

.216
.374
.248
.197

.066
.031
.031
.083

2.978**
7.899**
5.347**
2.696**

평가․교육․정보공유→조직몰입

.175

.212

.041

4.317**

고용안정→조직몰입

.248

.295

.043

5.814**

조직몰입→품질경영활동
인사제도 내재화→품질경영활동

-.155
.609

-.144
.448

.097
.088

-1.590
6.920**

경로

적합도

χ2

d.f

RMSEA

GFI

AGFI

NFI

TLI

CFI

624.33

174

.072

.90

.89

.89

.90

.92

주 : *: p<.05, **: p<.01
노조 유무, 조직연령, 규모를 통제변수로 하여 조직몰입, 인사제도 내재화, 품질경영
활동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조직연령→인사제도 내재화의 표준화 경로계수
=-.004 (t=-2.371, p<.05)을 보였으며, 노조→품질경영활동의 표준화 경로계수
=.135(t=2.190, p<.05)의 값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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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요인인 고임금
정책은 인사제도 내재화에 표준화 경로계수=.216(t=2.978, p<.01)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평가․교육․정보공유 및 고용안정성은 인사제도 내재화
에 표준화 경로계수=.374(t=7.899,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고용안정성 역시 인사제도 내재화와에 표준화 경로계수=.248(t=5.347,
p<.01)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된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2는 기업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임금 정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
과는 표준화 경로계수=.197(t=2.696, p<.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교육․정보공유 및 고용안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표준화 경
로계수=.212(t=4.317, p<.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안정성은 조직몰입에
표준화 경로계수=.295(t=5.814, p<.01)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종업원의 인사제도 내재화가 품질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가설 3의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448(t=6.920, p<.01)로 유의하였
다. 즉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사제도 내재화가 적극적인 참여와 헌
신을 유도해 조직 차원의 품질경영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의 조직몰입이 조직의 품질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가설 4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 인사제도 내재화를 통한 간접효과 분석
지금까지의 변수 간 직접 경로와 함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요인이 인사제도
내재화를 거쳐 품질경영활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먼저 고임금 정책과 품질경영활동에 대한 인사제도 내재
화의 간접효과 계수=.12이며, t=2.51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평가․교육․정보공유가 인사제도 내재화를 통해 품질경영활동으로 연결되
는 간접효과의 계수=.15(t=4.17)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성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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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간접효과 분석 결과
간접효과
계수
.12

표준
오차
.047

2.51*

평가․교육․정보공유→인사제도 내재화→품질경영활동

.15

.036

4.17*

고용안정→인사제도 내재화→품질경영활동

.10

.027

3.59*

경로
고임금 정책→인사제도 내재화→품질경영활동

t값

주 : 간접효과의 유의도는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2002)에
서 제시된 표준오차공식을 통해 검증하였음.

제도 내재화를 통한 간접효과 계수=.10(t=3.59)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의 인사제도 내재화를 높이고, 종업원의 인사제도 내재
화 역시 조직 차원의 품질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인적자원
관리가 인사제도 내재화를 통해 품질경영활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6. 경쟁모형의 비교와 최종모형 도출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에 가장 적합한 최종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요인과 품질경영활동과의 직접 관계를 고려한 경쟁모형을 설정
하여 연구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8> 경쟁모형의 설정과 비교
비교

χ2

d.f

연구모형 624.33 174

Δχ2
-

Δd.f RMSEA GFI AGFI

NFI

TLI

CFI

-

.07

.90

.89

.89

.90

.92

경쟁모형 545.62 173 78.71**
1

1

.06

.91

.88

.90

.92

.93

경쟁모형 610.73 173 13.60**
2

1

.07

.89

.89

.89

.90

.92

경쟁모형
592.31 173 32.02**
3

1

.07

.90

.88

.89

.91

.92

주 : *: p<.05, **: p<.01.
경쟁모형 1 : 연구모형에서 평가․교육․정보공유→품질경영활동으로의 경로 추가 모형.
경쟁모형 2 : 연구노형에서 고임금 정책→품질경영활동으로의 경로 추가 모형.
경쟁모형 3 : 연구모형에서 고용안정→품질경영활동으로의 경로 추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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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모형과 평가․교육․정보공유와 품질경영활동 간의 경로를 추가한
경쟁모형 1과의 비교결과 경쟁모형 1은 연구모형에 비해 자유도 1이 감소하는
데 따른 Δχ2는 78.71로 p<.01 수준에서 χ2변화량이 유의하였고 RMSEA와 TLI
를 포함한 모형 적합도 지수 측면에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 정책과 품질경영활동의 직접 관계를 설정한 경쟁모형 2는 Δχ2=13.60
2

으로 역시 χ 변화량이 유의하였지만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 측면에서 연구모형
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고용안정 유지 정책에서 품질경영활
2

2

동으로의 경로를 추가한 경쟁모형 3 역시 Δχ =32.02로 p<.01 수준에서 χ 변화
량이 유의하였지만 연구모형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 지수는 큰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에서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면서 간명한 모형과
상대적으로 복잡한 모형을 비교할 경우 모형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데 따른 χ2
값의 변화량과 전체적인 적합도 지수의 개선 정도를 통하여 판단한다(이기종,
2000). <표 8>의 결과에서 평가․교육․정보공유와 품질경영활동 간의 경로를
2

추가한 경쟁모형 1의 경우 연구모형에 비해 자유도가 감소하는 데 따른 χ 의
변화량이 유의하였으며,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 지수의 개선 정도도 다른 모형
에 비해 개선되었다. 따라서 분석 모형의 간명성과 모형 적합도의 개선을 전체
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 1을 최종모형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각 요인이 인사제도 내재화를 통해 미치는 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교육․정보공유 요인이 인사제도 내재화를 통해 품
질경영활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
효과 계수=.040, t=1.99). 따라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요인 중 종업원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 평가, 직무교육과 경영정보의 공유 및 의견 수렴 요인은 종업원
의 인사제도 내재화와 품질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
사제도 내재화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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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다음 [그림 2]는 본 연구의 최종모형 경로를 요약한 것이다. 이 그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고임금 정책, 성과에 따른 평가․교육훈련․경영정보의 공유, 고용
안정성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작업환경 형성을 위한 조직의 개입을 긍
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몰입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요인들은 종업원들의 인사제도 내재화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업원의 역량과 성과
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인적자원관리가 도입되고 시행된다면 종업원들은 제
도의 시행 목적과 취지를 기꺼이 수용하고 주인 의식을 높임으로써 인사제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몰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사제도 내재화가 조직 차원의 품질경영활동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시행되는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종업원들의 제도적
몰입과 수용이 높을수록 조직의 품질경영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최종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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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업원의 조직몰입이 조직의 품질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가정한 가설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에 의
해 종업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지더라도 조직 차원의 품질경영에 직접적인 기여
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효과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
서 조직몰입이 개인 차원의 성과에 기여하지만(Harrison, Newman, & Roth,
2006), 이는 개인 차원의 성과이고 품질경영활동은 조직 차원의 효과성이라는
점에서 조직몰입과 품질경영활동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
다(Green, Wu, Whitten, & Medlin, 2006).
특히 품질경영활동과의 관계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품질경영활동은 객관
적인 품질경영 성과가 아니라 조직의 품질경영 시스템의 정착 정도에 대한 주
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품질경영과
관련한 조직의 객관적 성과는 개별 종업원들의 재량적 노력에 따라 변하기 어
려울 것이며, 반드시 객관적인 조직 성과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에서 한 제도가 시스템화되어 정착되었다는 것은 개별
종업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변수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종업원 개인
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조직 성과 자체에 변화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사제도 내재화 및 조직몰입과 같은 종업원 태도와 품질
경영활동의 사이에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숨은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품질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 부서의 역할과 위상, 혹은 종업원
역량 등의 변수에 의해 매개되거나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다루지 못하였으나 향후 연구에
서는 품질경영과 관련한 종업원 역량, 품질부서의 역할과 위상 등의 변수를 고
려하여 더 정교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설 검증 이후의 추가 분석과 경쟁모형 비교를 통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요인 중 평가․교육․정보공유 요인과 품질경영활동 간의 직접효과가 포함된
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와 가장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평가․
교육․정보공유 요인이 인사제도 내재화를 통해 품질경영활동에 미치는 간접
1) 인사제도 내재화와 품질경영활동 간의 관계 해석에 대해 조언해 주신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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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긍정적인 종업원 태도(인
사제도 내재화)의 형성→품질경영활동으로 연결되는 효과성 관계도 밝힐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제도가
종업원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조직효과성에 효과를 미친다는 점
(Bae & Lawler, 2000; Sun, Aryee, & Law, 2007; Wright & Boswell, 2002)과
인적자원관리가 목표에 부합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종업원의 행동을 규제하
는 도구이므로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한 몰입과 수용이 높아질 때 조직의 효
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는 종업원의 태도에 대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영향을 살펴보
고, 조직효 과성과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
히 최근에는 인적자원관리 관행과 조직 성과를 연결하는 조직 요인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의 태도와
활동에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인사제도 내재화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에 의해 형성된 종업원 태도가 조직 차원의 성과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인적자원관리가 성과에 효과적이기 위해
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제도를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특히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고 성과에 따른
평가, 교육훈련, 정보의 공유와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종업원들은 그
제도에 대한 몰입과 만족, 주인 의식이 높아져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시사점 외에도 몇 가지의 한계와 고려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첫
째, 인적자원관리의 선행연구들은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주로 종업원 몰입, 역량 및 참여 기회와의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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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 태도의 역할과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종업원 참여는 본 연구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요인에서 경영정보의 공개 및 인사제도 도입․시행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정도를 포함하는 정보공유 요인을 포함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종업원 역량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고몰입 인적
자원관리가 종업원의 인적자본 향상과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조직효과성에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
고 인적자원관리와 종업원의 태도, 품질경영활동 간의 관계 분석으로 한정하였
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 수준의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차원의 성과에 대한 측정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인 지표를 포함하여 조사하지는 못하였
다. 예컨대, 품질경영성과의 측정에서 불량률 감소, 재고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품질경영활동 과정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관리자의 평가가
사용되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조직성과 요소를 측정하여 분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개인 차원의 태도변수를 기업 수준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종업원에
의한 응답도 함께 활용하였으나, 기업별로 충분한 표본이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의 표본 수를 줄이더라도
종업원 표본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업종과 부서에 따른 분산이 충분히 고려
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조업종임에도 응답 종업원의
주요 직종은 사무․관리직종이 80%가 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각 업종에서 조직 성과에 기여하는 직종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제조
업종의 경우 생산현장직의 조직몰입과 태도가 중요함에도 사무관리직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임금 정책, 평가, 교육훈련, 정보공유, 고용안정성에 대해 측정
하였지만 종업원으로부터 측정한 인사제도 내재화는 보상과 평가, 고용안정성
에 한정되어 다른 인사제도 내재화의 내용을 담지 못하였다. 종업원의 경우 성
과 평가와 그에 대한 보상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인사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인사제도를 포괄하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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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High Commitment HRM on
Internalization of HRM Practi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Quality Management Activity
Jin Hee Kim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high
commitment HRM and employee attitude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n the bases of the previous researches, it is assumed that high
commitment HRM, such as high level of salary, evaluation based on
performance, training to elevate capability, communication, job security
policy, has a positively effect on employee attitudes. Additionally, it is
assume that employee attitudes have effect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mployee attitudes of this research was defined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ternalization of HRM practic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instruments from both HRM manager and
employees in each 503 firms. To test the hypothe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igh commitment HRM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it was found that high
commitment HRM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internalization
of HRM practices. Third, internalization of HRM practices has a
mediating effect on quality management activity. Finally, we have not
found significant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quality
management activity.
Keywords : high commitment HRM, internalization of HRM practi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quality management activity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직 명료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고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를 대상으로(김 균) 

노
1)

동 정 책 연 구

2009. 제9권 제3호 pp.113~141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113

연 구 논 문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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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직자들의 구직 강도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으로 구직 효능감,
구직 명료성 그리고 고용 몰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구직 명료성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지
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개 청 소
속 17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최종 분석에는 800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의 구직 강도에는 구직 효
능감, 구직 명료성 그리고 고용 몰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구직 효능감은 구직 명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
에 구직 명료성을 통한 간접효과도 확인되어 구직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였다. 또한 구직 명료성은 고용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구직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의 서비스
방향을 결정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용어 : 구직 강도, 구직 효능감, 구직 명료성, 고용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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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래 들어 고용의 어려움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중장년층보다는 청년과 고
령층, 상근직보다는 임시․일용직, 제조업보다는 건설․서비스 부문이, 대기업
보다는 소기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이 더 나쁘다(통계청, 2008. 6).
이른바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고용의 문제점이 심각
화되는 상황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가 갖는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된다. 따라서 공공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직자들의 특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구직 활동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들과 함께 구직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신규 구직자와 재취업자들의 구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과
이들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구직 행동의 결과변수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Tracy, 2001). 다양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들의 결과는 다른 연구
들과 연관성이 적으며 다루어진 연구 주제들이 다양한 연령대와 직종에 포괄적
으로 적용되기에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
구직 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chwab et al.(1987)
의 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 이래로 구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연
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Schwab et al. 연구에서는 구직 활동의 중요한 동기
요소로 경제적 필요성(financial need)과 자존감(self-esteem)이 다루어졌으며
Fryer(1998)와 Hanish(1999)의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 구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되었다. 하지만 구직 행동의 선행변
수와 구직 행동의 결과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구직 활동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 사회복지학적 관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취업 성공 여부의 차이를 밝
히고자 하였다(김학주․우경숙, 2004; 진재문, 2000; 김진구, 1999). 또한 심리
학 분야에서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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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를 이루고 있다(장재윤․장은영․김범성․노연희․이지영․한지현, 2004;
이민규, 2000; 장현갑, 1998). 또한 특정 계층이나 연령층에 초점을 맞추어 그
들의 구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되곤 하였다(한영성․탁
진국․유태용․한태영․안상수․신강현․박혜정, 2006). 이들의 연구에서는 중․
장년층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연구로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수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구직 활동 및 취업을 위한 다양한 변수들이 다루어
졌으나 그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연령층을 동시
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구직자들로 선정하였으며 그들의
구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직자의 구직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개인적 측면에 초
점을 두고 선행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Wanberg et al.(1996)
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적 측면에 있어서 구직자의 구직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
으로 구직 효능감과 고용 몰입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
과 구직 명료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구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구직 명료성은 구직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나 아직까지
구직 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Wanberg et al., 2002).
따라서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직 명료성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개인적 측
면에서의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을 규명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고용지원
센터 방문 구직자들에 대한 구직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헌 고찰과 연구 모형 설정

1. 구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직자들의 구직 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 고
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 및 일반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구직 강도 증가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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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취업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구직 활동의 시간 및 노력을 감소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Kanfer et al., 2001). 대부분의 연구들은 구직
활동 결정요인과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anfer & Hulin, 1985; Schwab, Rynes & Aldag, 1987). 이러한 연구들 중
Wanberg et al.(1996)은 구직 활동과 재취업의 선행변수로 6개의 변수를 제안
하였다. 이 중 구직 효능감(job-seeking self-efficacy), 고용 몰입(employment
commitment) 그리고 양심성(conscientiousness)을 ‘개인적 변수’로 분류하였으
며,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 그리고 실
직의 부정성(unemployment negativity)을 ‘상황적 변수’로 분류하였다. 또한
Wanberg et al. 은 1999년 연구에서 구직 활동의 예측변수들을 ‘구직을 위한 동
기’로 고용 몰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직 역량’을 구직 효능
감과 감정 통제(emotion control) 그리고 동기 통제(motive control)로 분류하였
다. 그리고 ‘구직 제한요인’을 건강상태와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새롭게 분류하
였다. Kanfer et al.(2001)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구직 행동의 선행변수들을 성격
요인, 일반화된 기대, 자기 평가, 동기, 사회 맥락 변수 그리고 경력 관련 변수
등의 총 6개의 카테고리로 다시 분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Wanberget al.(2002)
은 재취업 행동의 선행변수로 7개의 변수를 제안하였으며 이들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통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간단한
구직 활동의 관계에서부터 변수들 간의 복잡한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
적인 맥락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Branimir, Zvonimir, Darja & Mirta, 2008).
본 연구에서는 구직자들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구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Wanberg et al.(1996, 2002)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구직 효능감과 고용
몰입, 그리고 구직 명료성을 삼았으며 이들 간의 구조적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다.

2. 구직 효능감(job search efficacy)과 구직 강도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지적․정서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어떤 일에 자신을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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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하도록 하는 중요 요인이다(Bandura, 1982). 구직 활동에서의 자기 효능감
은 다양한 구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Wanberg, Watt, & Rumsey, 1996)을 말한다. Ellis & Taylor(1983)는 구직 효
능감과 과업 특유(task-specific) 자기 효능감은 가까운 개념이라고 했다. Kanfer
& Hulin(1985)의 연구에서는 구직 효능감이 구직 행동과 정(+)의 관계가 있으
며, 실직 후 4주 안에 취업된 개인의 경우 실직상태의 구직자보다 더 높은 구직
효능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den & Aviram(1993)은 실직자들의 일
반적인 초기의 자기 효능감이 구직 행동과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구직 효능감은 독단적인(assertive) 구직 행동
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Schmit et al., 1993; Saks &
Ahsforth, 1999). Kanfer & Hulin(1985)은 구직 효능감이 재취업과 관련될 것이
고, 구직 효능감과 구직 행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비자발적 실직 이후에 재취업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재취업된 사람들과 재취업이
안 된 사람들 사이에는 구직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직 행동이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는 적은 표
본 수(n=23)와 개인 병원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한이 있다. Caplan, Vinokur, Price & Van Ryn(1989)은 구
직 효능감, 구직 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 및 재취업에 관한 개입프로그램
(JOBS)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로 할당된 종단적 현장실험을 최초로
수행하였다. 개입 프로그램의 각 회기(session)는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과정,
좌절에 대한 면역, 사회적 지지, 훈련자와의 관계 및 구직 기술에 초점을 두었
다. 연구 결과, 개입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실험집단)은 두 번의 사후 검사
에서 교육용 자료로 스스로 학습한 통제집단보다 훨씬 더 높은 재취업률을 나
타냈고, 구직 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아울러 통제집단의 미취업자
들은 구직 동기가 감소된 데 반해, 실험집단의 미취업자들은 구직 동기가 감소
되지 않았다. Van Ryn & Vinokur(1992)의 연구는 구직 행동과 재취업의 결정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reasoned action)
이론과 Ajzen의 계획된 행동(planned behavior)에 관한 이론을 구직 과정에 적
용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구직 효능감, 태도, 규범 및 구직 의지가 구직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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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구직 효능감은 구직 의지와 단기간의
구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구직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규범과 태도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직을 돕는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명언․노연희(1998)의
연구에 의하면, 구직 효능감이 높을수록 재취업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실직에 대한 ‘기능적 대처행동(예 : 구직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거나, 바쁘게 살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구직 효능감이 높을수록 ‘구직망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구
직망의 폭이 넓다는 것은 구직 정보를 얻기 위해 접촉한 기관이나 사람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구직망의 폭은 구직 활동(구인업체의 방문 횟수, 지원
횟수, 면접 횟수 등)의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구직 활동의 시간과
지원 횟수가 많을수록 직장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금재
호, 2001)를 고려해 볼 때, 구직 효능감이 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구직 효능감이 실직 상황에서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자기 효
능감이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일관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자
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다 높은 과제 난이도를 선택하며, 어려운 장면
에서도 노력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무
탐색 행동의 빈도가 높고 불안 수준이 낮으며 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구직 효능감은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구직 효능감은 자신이 특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Saks & Ashforth, 1999). 이러한 구직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에 근간을 두고 있다. 구직 효능감과 구직 명료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진 연구는 적으나 자기 효능감과 목표 달
성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구직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구직에 대한 명료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ote(2006)의 연구에서는 구직 효능감이 구직 명료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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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 구직 효능감은 구직 명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구직 명료성(job search clarity)과 구직 강도
구직 명료성은 원하는 직무, 직업 등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언제쯤
자신이 취업할 수 있을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구직 명료성이
낮은 구직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이나 혹은 구직 활동의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구직 명료성은 실업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다
소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실업자들이 얼마나 분명한 구직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매우 중요하다(Wanberg et al., 2002).
명료한 구직 목표를 갖지 못해 생기는 개인의 우유부단함이나 불확실성은 자
신에 대한 이해 부족(개인의 관심사, 목표, 추구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 구직
환경과 기회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심리적 갈등(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등) 또는
의사결정과 선택에서의 일반적인 어려움 등에서 기인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흥미를 갖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경력 변화에 심사숙고한 개
인은 구직을 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직업의 탐색과 결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일자리에 지원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나아가 모호한 구직 목표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일자리에 재취업되기 십상이다.
스스로의 정확한 목표가 없다면 아마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Cote et al.(2006)은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 언제 어떻게 구직할지
에 관한 계획 등에 얼마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로 구직
명료성을 정의하였다.
Lock & Latham(2002)은 목표와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이 연구에
따르면 구직 명료성은 구직 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직에 대
한 명료성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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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직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직 명료성이 낮은 구직자들은 여러
조건들을 따지기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Wanberg et al., 2002). 따라서 명확한 구직 목표를 가지는 구직자들은
그렇지 않은 구직자들에 비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게 된다. 이상
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구직 명료성은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
없다. 하지만 고용 몰입은 구직자의 구직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동기 요소로
작용한다(Wanberg et al., 1999). Mel et al.(1984)에 의하면 목표에 대한 명료성
은 행동의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직 행동의 명료
성은 구직 행동의 동기가 되는 고용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고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아는 구직자는 고용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4. 구직 명료성은 고용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직 명료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Lee et al.(2003)의 연구는 구직 효능감이 구
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질수록 높은 구직 강도를
보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Cote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구직 강도의
선행변수는 구직 강도에 있어서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업
목표는 성실함(conscientiousness)과 영업 성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간접적인 증거도 존재한다(Barrick et al., 1993).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5. 구직 명료성은 구직 효능감과 구직 강도의 관계에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4. 고용 몰입(employment commitment)과 구직 강도
고용 몰입(employment commitment)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한 개인의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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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위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들의 일을 통
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더 동기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한영석 외,
2006).
Battista & Thompson(1996)은 일이 인생의 주요 관심사라고 생각하는 실직
자가 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보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유
지하기 위해 동기부여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화
로서 새로운 직무를 찾는다고 주장하였다. Battista & Thompson은 250명의 실
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에서의 개인 차이는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검증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받아들인 Wanberg et al.(1999)은 자신
의 연구에서 고용 몰입은 구직 강도와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Wiener, Oei & Creed(1999)는 낮은 고용 몰입은 구직 활동에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시간계획 설립과 부(-)의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높은
고용 몰입은 보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Feather & O'Brien(1987), Rowley & Feather(1987), Ullah(1990), Vinokur &
Caplan(1987)도 고용 몰입과 구직 행동 간의 유사한 정(+)의 효과를 밝힌 바
있다(Wanberg & Kanfer, 199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고용 몰입은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연구 모형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직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변수로 구직 효능감과 구직 명료성, 고용
몰입을 설정하였다. 또한 구직 효능감은 구직 강도와 구직 명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직 명료성은 고용 몰입과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구직 효능감과 구직 강도에 있어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
용 몰입은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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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구직 명료성

고용몰입

구직 강도

구직 효능감

Ⅲ. 자료의 조사와 측정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위하여 7개 청(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소속 17개 고용지원센터 방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대인인터뷰를 실시하였으
며 인터뷰 대상에게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8년 7월
16일(수)～7월 29일(화)까지이며 조사 기간 동안 총 810부의 설문응답을 받았
으나 이들 표본 중에서 불성실한 데이터 10부를 제외한 800부(98.76%)의 데이
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

가. 구직 효능감
구직 활동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구직 활동의 자
기효능감’은 Saks & Ashforth(1999, 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10개 문항 중 중
복되는 의미를 가지는 문항을 제거하고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구
직 행동을 예측하는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것이며(Crossley & Stant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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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2006), 응답자에게 주어진 설명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아 측정하
였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취업 정보를 찾는 방법을 잘 알고 있
다”, “나는 내가 지원하는 직업의 종류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취업 지원서 작
성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
고 있다”, “나는 구인자에게 내가 적합한 사람임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다”, “내
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원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인터뷰하는 방법을 잘 안다”, “나는 직장을 찾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만큼
할 수 있다”의 8개 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구직 명료성
구직 명료성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기에 이와 관련된 척도는 아직 널리 이
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직 활동을 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명료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4개 문항을 이용하였다(Wanberg et al.,
2002). 이러한 척도는 구직 활동의 결과변수를 예측하는 연구에서도 사용되었
다(Cote, 2006). Cote의 연구에서는 Wanberg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실직자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직자들에 맞는 형태
로 문항을 변화시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Wanberg의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를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들의 특성에 맞게 변화시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하여 정확
히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았다”, “나는 내가 원
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와 같다. 이렇
게 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직 명료성을 측정하였다.

다. 고용 몰입
고용 몰입은 삶에 있어서 직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다. 이를 측정
하기 위하여 Wanber et al.(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6개 문항 중 의미가 중복
되는 문항을 제거하고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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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로또에 당첨되어도 나는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직업이 없이 지내
는 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직업을 가지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다”와 같다. 이 3개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라. 구직 강도
구직 강도는 이력서를 준비하거나 또는 구직 기관에 연락을 하는 것과 같이
구직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Kanfer et al., 2001). 구직 강도는 두 가지 형
태로 구분되어 측정될 수 있다(Blau, 1994). 하나는 예비 구직 강도(preparatory
job search intensity)로 구직 활동 계획 중에 구직 정보를 습득하거나 적절한
직업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의 구직 강도이다. 또 하나는 활동적 구직 강도
(active job search intensity)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뷰에 참가하는 것과
같이 실제 구직 활동의 강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예비 구직 강도
와 활동적 구직 강도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
구직 강도를 혼합하여 사용한 Saks & Ashforth(2002)의 연구와 같이 10개의 구
직 강도 척도 중 중복되는 의미를 가지는 항목을 제거하고 8개 항목을 5점 리
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항목으로는 “신문이나 직업
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본다”, “주변 사람들에게 구인 정보를 물어본다”, “이력
서를 작성한다”, “헤드헌터나 구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기업에 지원하여
이력서를 제출한다”, “내가 지원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학습한다”, “지원이
가능한 기업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한다”,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산업에 대하
여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와 같다.

Ⅳ. 실증 분석

1. 표본의 특성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남자는 414명(51.8%), 여자는 386명(48.2%)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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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성별

연령별

학력별

자격증
결혼유무

전체
남성
여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없음
있음
미혼
기혼

사례수

비율(%)

800
414
386
6
212
245
180
120
37
58
345
168
208
21
444
356
337
463

100.0
51.8
48.2
0.8
26.5
30.6
22.5
15.0
4.6
7.3
43.1
21.0
26.0
2.6
55.5
44.5
42.1
57.9

자들의 성별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10대가 6명
(0.8%), 20대가 212명(26.5%), 30대가 245명(30.6%), 40대가 180명(22.5%), 50
대가 120명(15.0%), 60대 이상이 37명(4.6%) 등으로 나타나 응답자 중 30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미만이 58명
(7.3%), 고졸 345명(43.1%), 전문대졸 168명(21.0%), 대졸이 208명(26.0%), 대
학원졸이 21명(2.6%) 등으로 나타나 응답자 중 고졸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졸, 전문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소유한 응답자가 356명(44.5%), 자
격증이 없는 응답자가 444명(55.5%)으로 나타나 자격증 소유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자가 337명(42.1%), 기혼자가 463명(57.9%)으로 나
타났다.

2.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각 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 검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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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성 개념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구직 효능감

구직 강도

구직 명료성

고용 몰입

구성항목
취업 지원서 작성 방법
취업정보 찾는 방법
이력서 제출과 인터뷰 방법
구인자의 직접 설득
지원하는 직업의 종류
정보탐색을 다른 사람만큼
가능
기술과 자격 보유
지원과 이력서 제출
이력서 작성
전화 및 방문
구직 기관에 요청
기업 정보 학습
직업과 산업에 대해 질문
원하는 직업을 잘 앎
구하는 직업에 대한 명확함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정보 원천을 잘 앎
직업 없인 지루한 삶
직업의 중요성
계속적인 직업 추구

1 요인
.777
.751
.739
.628
.621

2 요인
.141
.038
.170
.103
-.028

3 요인
.053
.079
.149
.282
.422

4 요인
.053
.012
-.029
.041
.231

.610

.100

.294

.037

.561
.349
.248
-.045
.078
.247
-.037
.238
.321
.279
.377
.010
.028
.146

.096
.733
.713
.702
.664
.638
.597
.101
.124
.224
.168
.050
.091
.067

.302
-.052
-.021
.210
-.055
.221
.329
.835
.777
.727
.674
.135
.167
-.059

.103
-.017
.036
.098
-.071
.074
.129
.111
.145
.049
-.019
.838
.795
.717

의 각 개념의 측정치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을 활용하여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단일차원성을 검증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
인을 저해하는 구직 효능감 6(원하는 직업)과 구직 강도 1(신문 구인정보 확인),
2(지인들에게 구인정보 확인)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를 <표 2>로 정리하였다.
AMOS를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확인적
2

요인분석 결과, χ =1106.032, d.f.=183, p=.000, RMSEA=.079, GFI=.870,
AGFI=.836, NFI=.841, TLI=.843, CFI=.864로 나타났다. χ2의 p값이 .05보다 커
야 바람직하다는 기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χ2는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기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Byrne, 1994)는 한계점을 감안할 때 수용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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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추정된 계수 값들은 모두 .9의 기준치보다 약간 떨어지지
만, 이들 통계량은 구성 개념별 측정변수들이 많을수록 적합도 지수가 떨어짐을
감안할 때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RMSEA 값도 .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개념별 측정 항목들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α를 이용한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구직 효능감, 구직
강도, 구직 명료성, 고용 몰입 모두 Cronbach'α 값이 .6 이상의 값을 보여 척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하 가설검증에서는 각 개념의 측정치의 합산치를 활용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A1←구직 효능감
A2←구직 효능감
A3←구직 효능감
A4←구직 효능감
A5←구직 효능감
A6←구직 효능감
A7←구직 효능감
B1←구직 명료성
B2←구직 명료성
B3←구직 명료성
B4←구직 명료성
C1←고용 몰입
C2←고용 몰입
C3←고용 몰입
D1←구직 강도
D2←구직 강도
D3←구직 강도
D4←구직 강도
D5←구직 강도
D6←구직 강도
D7←구직 강도
χ2=1106.032, d.f=183,

표준화
표준오차
t 값
cronbach's α
요인계수
1.000
.648
1.129
.709
.068
16.709**
1.114
.693
.068
16.408**
1.034
.615
.069
14.884** .848(7개 문항)
.931
.668
.058
15.928**
1.045
.703
.063
16.596**
.896
.646
.058
15.495**
1.000
.862
1.071
.867
.036
29.809**
.874(4개 문항)
.886
.746
.037
24.188**
**
.850
.712
.038
22.621
1.000
.521
1.288
.803
.109
11.867** .698(3개 문항)
.961
.728
.079
12.194**
1.000
.721
.688
.519
.052
13.119**
.847
.678
.050
16.829**
.574
.448
.050
11.377** .804(7개 문항).
.911
.684
.054
16.943**
.820
.634
.052
15.856**
.671
.562
.047
14.161**
RMSEA=.079, GFI=.870, AGFI=.836, NFI=.841, TLI=.843, CFI=.864
요인계수

주 :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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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면, 모든 개념 간에 유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구직 효능감은 구직 강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42, p<.01). 또한 구직 명료성(r=.597, p<.01)과 고용 몰입(r=.187,
p<.01)에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직 강도는 구직 명료성(r=.394,
p<.01)과 고용 몰입(r=.186, p<.01)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직 명료성도 고용 몰입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r=.229, p<.01).
<표 4> 상관관계 분석
요인

구직
효능감

구직 효능감

1.00

구직 강도

**

.342

구직
강도

.394

**

.186

.597

고용 몰입

.187

고용
몰입

1.00

**

구직 명료성

구직
명료성

**
**

1.00
**

.229

1.00

N

평균

표준편차

800

3.27

.66

800

3.17

.61

800

3.49

.76

800

4.00

.75

주 : 양측검정, *: p<.05, **: p<.01.

4.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총 6개의 가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가설의 검증
에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을 활용하였다. 개인적 요인인
성별, 연령, 학력, 자격증 유무, 결혼 유무의 측정변수를 고용 몰입, 구직 명료
성, 구직 강도에 대한 통제변수로 함께 분석하였다. [그림 2]는 분석에 활용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5>는 추정된 파라미터 값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은 χ2=545.359, d.f=128,
RMSEA=.064, GFI=.925, AGFI=.900, NFI=.908, TLI=.913, CFI=.928의 값으
로 제안한 연구 모형과 자료가 높은 적합도를 보여 연구 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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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형 분석 결과
가설
가설
가설
가설
가설
가설
가설

경로
효능감→구직 강도
효능감→구직 명료성
명료성→구직 강도
명료성→고용 몰입
효능감→구직 명료성→구직 강도1)
몰입→구직 강도

표준화
경로계수
.141
.680
.294
.332
.200
.138

표준오차

t값

.041
.051
.035
.035

2.511*
17.286**
4.737**
7.293**
7.093*
2.511*

1
2
3
4
5
6

구직
구직
구직
구직
구직
고용

모형
적합도

χ2

d.f

RMSEA

GFI

AGFI

NFI

TLI

CFI

545.359

128

.064

.925

.900

.908

.913

.928

.041

주 : * : p<.05, ** : p<.01.
1)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2002)에 제시된 Aroian의 표
준오차공식(standard error formula)을 통해 검증하였음


 
         


자료 :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자격증 유무, 혼인 여부를 통제변수
로 함께 분석하였으며, 연령의 구직 명료성, 구직 강도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078
(C.R.=2.618), -.13(C.R.=-2.764), 자격증 유무의 구직 강도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078(C.R.=2.195), 혼인 여부의 구직 강도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102(C.R.=2.199)
의 값을 보였음.

개별 추정 파라미터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구직 효능감이 구직 강도에 미
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계수는 .141로 유의수준 .05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2.511) 가설 1은 지지되었으며, 구직 효능감이 구직 명
료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계수는 .680으로 유의수준 .01에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17.286) 가설 2도 지지되었다.
가설 3은 구직 명료성이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구
직 명료성이 구직 강도에 미치는 효과는 경로계수 .294이며, t값은 4.737로 유
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설 4는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분석 결과 구직
명료성이 고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계수는 .332, t값은 7.293
으로 유의수준 .01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지지
되었다.
가설 5는 구직 명료성이 구직 효능감과 구직 강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
에 관한 것이다. 구직 효능감과 구직 명료성의 관계와 구직 명료성과 구직 강도

130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3호

와의 관계는 위의 가설검증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구직 명료성의 간접효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직 효능감
이 구직 명료성을 통해 구직 강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200이며, 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2002)가 제시한 Aroian의 표준오차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Z값이 7.09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구직 효능감이 구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구직 명료성을
통한 간접효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가설 5는 지지되었다.
가설 6은 고용 몰입이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고용 몰입이 구직 강도에 미치는 효과는 경로계수 .138, t값은 2.511로
유의수준 .05에서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6 역시 지지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는 선행변수 모두가 구직 강도
에 영향을 미치며 구직 효능감은 구직 명료성에 그리고 구직 명료성은 고용 몰
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구직 효능감과 구직 강도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 몰입은 구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의 추정결과
구직 명료성

고용몰입

구직 강도

구직 효능감
자료 : 제시된 숫자는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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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분석
본 연구는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
직 강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구직 명료성의 중요성과 함께
구직 강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주장하였기에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
간의 차이가 구직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추가 분
석을 실시하였다.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의 매칭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X2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집단을 나누고 이 집단 간의 구직 강도에 있어서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집단은 중위수(median)를 중심으로 구직 명료성의 고․저
와 고용 몰입의 고․저로 구분하였다.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의 고․저에 따
른 집단 간 분산분석의 결과를 <표 6>으로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의 고․저에 따라 구직 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직 강도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 집단 간 차이는 F값이 31.693(p<.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urkey test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p<.05 수준에서 1
분면의 高구직 명료성-高고용 몰입(평균=3.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高구직 명료성-低고용 몰입(평균=3.23)이 低구직 명료성-高고용 몰입(평균
=3.065)과 低구직 명료성-低고용 몰입(평균=2.97)보다 유의하게 높은 구직 강
도를 보였다.
<표 6> 구직 강도에 대한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의 분산분석 결과
분면

집단

N

평균

1

高구직
명료성-高고용 몰입

197

3.48

2

高구직
명료성-低고용 몰입

171

3.23

3

低구직
명료성-高고용 몰입

160

3.06

4

低구직
명료성-低고용 몰입

272

2.97

전체
F 값
자료 : * : p<.05, ** : p<.01.

800
3.17
31.693**

요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집단간

31.922

3

10.641

집단내

267.252

796

.336

총합
299.173
사후검증 결과

79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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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이
높은 구직자들은 다른 구직자들에 비하여 가장 높은 구직 강도를 나타냈다. 따
라서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구직자들의 구직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
직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고용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동기를 부
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
의 관계를 보면 높은 구직 명료성을 가진 집단이 높은 고용 몰입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비하여 구직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구직자
들의 구직 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직에 대한 몰입보다 명확한 구직 목표
를 가지는 구직 명료성이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아직
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은 구직 명료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함께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하여 실무적인 적용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는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를 밝히고 이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구직 효능감과 구직 강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 구직 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구직
효능감은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직 역량
과 구직 활동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들이 그렇지 않은 구직자들에 비하
여 더욱 활발한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직 강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구직자들이 효율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
하다.
가설 2는 구직 효능감이 구직 명료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이다.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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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직 효능감은 구직 명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아직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구직자들의
역량이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구직 활동의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는 것이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업과 구직자의 역량을 명확히 평가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설 3은 구직 명료성이 구직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분석 결과
에 의하면 구직 명료성은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구직 활동의 적절한 시기를 명확히 알수록 구직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이다.
가설 4는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에 관한 것으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구직
명료성은 고용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즉 구직에 대한 명확한 생각
을 가지고 있을수록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
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설 5는 구직 효능감이 구직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구직 명료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것으로 구직 명료성은 구직 효능감과 구직 강도의 관계에 있
어서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직 능력이 높을수록 원
하는 직업과 구직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생각을 가지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구직 활동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 6은 고용 몰입이 구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고용 몰입
은 오랜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의 결정요인으로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 역시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즉 고용 몰입은 구직 강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을 높고 낮음으로 집단을
구분지어 구직 강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직 명료성은
고용 몰입보다 구직 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하여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으로써 구직 명료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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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학술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들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이
용되어진 것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변수들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
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변수들 간의 인과적인 관
계를 밝힘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구직자들의 구직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직 명료성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구직 활동을 해석하는 데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목표의식의 명확성은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직 명료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구직 활동
을 해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구직 강도를
결정하는 변수로써 구직 명료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로 설정된 구직 명료성과 고용 몰입의 관계 역시 구직자 행동
연구에서는 아직 크게 다루어진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목표와 동기와의 관계
를 해석하는 데 본 연구의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용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소외계층과 실업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히 구직역
량을 가지지 못한 구직자나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
는 구직자에게 구직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구직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동기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구직자의 역량을 키우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과 인생에 있어서 직장
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계적인 서비스
제공보다 상담을 통한 구직자의 특성 파악과 그에 맞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구직자 각자가 원하는 직종의 특성과 함께 필요한 역량을 파악
하여 이를 함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구직자가 고용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구직 강도의 상승이 구직 성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구
직 활동을 하는 구직자가 그렇지 않은 구직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구직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는 구직자들이 자발적인 구직 활동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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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도록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 각자에 맞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
들의 구직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직자 특성별 세분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세분 집단의 상담 포인트와 성과
향상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가 제공하는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구직
강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직 효능감, 구직 명료성, 고용 몰입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구직자 행동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선행변수들이 소
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구직 강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점을
가질 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뿐만 아니라 구직
자 동기 요인, 상황적 요인 등의 포괄적인 선행변수를 활용한 인과관계의 분석
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들이다. 이들은 실
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방문한 구직자들과 순수 구직자들로 나누어질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직자들을 구분 짓지 않고 통합하여 수행하였다. 하
지만 두 구직자 집단들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
는 당장 취업을 목적으로 방문하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의 수급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구직 강도 역시 일반 순수 구직자에
비하여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순수 구
직자를 구분지어 구직 강도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는 것과 같이 표본 내의 차이
를 분석해 구직 강도 선행요인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구직 강도와 선행요인의 단순 구조적 관계와 구직 명료
성의 매개효과만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각 변수들끼리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
지 않다. 따라서 선행변수의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직 효능감이 구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의 구직 명료성의 매개효과는 측정하였으나 구직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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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구직 강도에 있어서의 고용 몰입의 매개효과와 연령과 학력 등의 조절효
과에 대한 분석과 같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는 연구 결
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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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lationship Between Predictors of Job Search
Intensity and Job Search Clarity Among Job Seekers in
Job Center
Gyun Kim
This study presented the determinants which decides job search
intensity of the job seekers such as job search efficacy, job search
clarity and employment commi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terminants and job search
intensity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job search clarity which
has not been clearly revealed yet. To achieve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instruments from job seeker whom visited
job centers. To test the hypothe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and the model is shown as adequately fitting to the data. In
compliance with an analytical result all the determining factors appeared
with the fact that affects in job search intensity. Also job search
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job search clarity which has a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 efficacy and job
search intensity. Finally, job search clarit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employment commitment too. This results make some contribution to job
seeker behavior literature and the service strategies of job center.
Keywords : job search intensity, job search efficacy, job search clarity,
employment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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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필자들은 현재 논란 중인 노사정 및 학계의 우려와는 달리,
복수노조하에서의 교섭창구 문제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업별교섭 체제이며, 노동자들의 기업별 귀속의식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업
장 노동자들의 다수파 노조로의 신속한 집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핵심용어 : 복수노조, 노조 리더십, 일본 노동운동, 사회적 정당성, 조직 진화, ‘종’의
교대, 강한 노조 파트너십, 약한 노조 파트너십

I. 서 론

1997년 노조법 개정 이후 13년 만인 2010년 1월 1일자로 복수노조 전면 시
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게 되면 기업별노조
체제인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일대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UR 타결, 1995년 1월 1일 WTO 출범 등 급격한 세계화 추세 속에서 한국경제
가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복수노조 전면 시행이라는 노사
관계 시장의 개방 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기존 리더십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950년 6ㆍ25전쟁 이후 반공이데올로기와 개발독재하에서의 35년여 동안 자
생적인 발전의 동력을 상실한 채 정부와 사용자에 순응하던 한국 노동운동은,
1987년 민주화 이후 20여 년 동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
하였고, 이제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우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개발독재 시대가 마감된 이후 한국 노동운동
은 새롭게 열린 공간에서 ‘민주노조’라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역을 만들어냈
다. 민주노조운동은 독재에 순응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온 기존의 한국노총과는
달리 기득권 사회에 대한 부채가 없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가장 진보적일 수 있
는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거침없이 개혁을 주장했고 부정과 비리, 부패를 비판
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그들이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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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잡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탈법행위도 용인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조에게 허
용되었던 이러한 신참자의 권리가 이제는 ‘負債’로 바뀌고 있다. 이들의 비판적
인 행동이 지나친 좌편향으로 비판 받고, 이들의 자기 권리 주장이 가진 자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기도 한다. 민주노조가 그 사회적 존재의 근거에 대해
서 의심을 사고 있는 정당성(legitimacy)의 위기 속에서, 복수노조 시대의 도래
는 민주노조운동으로 하여금 도태될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새로운 조직
진화의 계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이 한국 노동운동에서 현재의 양대 노총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변화는
사용자의 노조 선택에 대한 여지를 넓힘으로써, 이를 실행할 것을 강요하는 조
건과 함께 이를 실행해 보고 싶은 유혹을 동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과정을 경험한 일본에서의 노동운동 발전 사례로부터 많은 시사점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본 사례에 주목하는 것은, 우선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근
대화를 이룬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경로를 밟았고, 따라서 노동자의 형
성 및 입직 형태는 물론 기업별 귀속감 등 노동자 의식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
며, 둘째로는 노동조합의 운영 형태 및 단체교섭구조가 철저하게 기업별로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극히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관계 연구
자로서 일본과 한국의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비교할 때, 미군정후 곧바로 민
주화의 길을 걷게 된 일본과 20여 년의 개발독재 기간을 가진 한국 간에 그만
큼의 시차를 제외한다면, 그 이념적 발전 경로가 너무도 유사한 데 대해서 놀라
게 된다. 이상의 문제의식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검토 대상으로 선택한 것
이 ‘왜 일본인가’에 대한 우리의 잠정적인 대답이다.
이 논문에서는 복수노조가 일본 노동운동에 미친 사례를 통해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에 비추어 2010년 복수노조 전면 시행 조치가 한국 노동
운동의 리더십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망해 보고, 나아가 이러한
노동운동의 리더십 변화가 노사 간의 파트너십, 나아가서는 사회적 대화에 어
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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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수노조와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체사례

1. 일본 총평 노동운동의 특징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노사관계의 전개 과정은, 패전의 고통과 민주화 속
에서의 혼란과 좌우파 간의 경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노동운동이 일
본 자본주의의 성공을 뒤쫓아 이에 적응함으로써 노사관계 시스템이 거시적인
사회경제 시스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본 장에서는 일본 노동운동이 경제정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1950년 출범
한 총평(總評)의 리더십이 제2노조운동에 의해서 교체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
였다.
1950년대의 일본 총평은 미군정기에 실시된 ‘전쟁협조자’로 지목된 정ㆍ재
계를 비롯 사회지도급 인사 1만여 명의 공직추방과 재벌해체의 공백기에 ‘전전
(戰前)에는 육군, 전후(戰後)에는 총평’이란 세평이 돌 정도로 물리적 파워의 면
에서나 사회적 정당성1)의 측면에서나 일본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세력으
로서 ‘총평불패(總評不敗)’의 신화를 유지하고 있었다(大場鐘作․佐藤寬行,
1991). 일본의 총평은 1950년 출범 이후 1970년대 초반의 제1차 오일쇼크를 맞
이할 때까지 직장투쟁을 통한 현장통제노선과 ‘연소용공(連蘇容共)’의 반전반
핵 평화투쟁 및 사회당을 통한 ‘보혁역전(保革逆轉)’의 선거전략으로 일본 노동
운동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좌파 노동운동은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과
세계시장 진출 속에서 점차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1950～60년대에 좌파노선을 견지하는 총평 시스템이 정립된 것은 1955년 제
6차 총평대회에서 합화노련(合化勞連)의 오타(太田董) 위원장이 총평 부의장에
취임하고, 국철(國鐵)의 이와이(岩井章)가 총평 사무국장이 됨으로써 소위 ‘오
1) 총평은 당시 일본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패전후 미군정의 통치를 받는다는
민족주의적 측면에서의 패배의식에 호응하는 반미투쟁에 앞장섰으며, 평화주의적 좌파 노
선으로 군국주의자로서의 부도덕성과 수치심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모순적인 이중성으로
일본 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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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와이 라인’이 총평을 지도하던 시기였다.2) 일본 노동운동에서 춘투가 시
작된 것은 ‘오타-이와이’(太田-岩井) 라인이 성립한 1955년부터였다(神代化欣,
1995).
‘오타-이와이 라인’은 현장조직 강화, 직장투쟁을 중시하여 ‘직제(職制 : 현장
의 관리ㆍ감독자를 말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직장’을 만드는 것을 통해 전투적
조합주의를 추구하였다. 그들은 ‘직장투쟁은 노동조합 활동의 기초’라는 인식
하에 강력한 현장조직 건설과 직장투쟁을 통한 현장통제를 추구하는 ‘조직강
령’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직강령은 당시 강력한 현장조직을 바탕으로 가장 효
과적으로 현장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三井三池나 北陸鐵道․國鐵․日本鋼管․
川鐵3) 등 ‘선진적인’ 노조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2. 三井三池쟁의와 사업장 단위의 노조 리더십 교체
이러한 총평의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과 국제
화 환경 속에서 사업장 단위의 노조 리더십 교체 흐름으로부터 왔다. 1960년
미이케(三池) 쟁의는 이러한 일본 노사관계 전반의 세력관계에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이것이 다시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의 역학관계를 변화시켰던 것이
다(藤田若雄ㆍ鹽田庄兵衛, 1963; 清水慎三 編著, 1982; 山本潔, 1991; 總評40年
史編纂委員會, 1993).
일본 정부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도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증
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主炭從油정책’으로부터 ‘主油從炭정책’으로 에너
지정책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에너지정책 전환의 결과 전국 각지
2) 太田는 ‘진군나팔’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 경
제분야를 담당했고(‘경제의 太田’으로 불림), 이에 반해서 발군의 사무 능력과 조절 능력
을 발휘한 岩井는 정치 분야를 담당했다. 太田 의장은 1966년까지 8년간, 岩井 사무국장
은 1970년까지 15년간 직위를 맡았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특징을 살려 ‘太田-岩井 라인’
이라 부를 만큼 강력한 지도자 콤비를 형성했다. 두 사람의 체제하에서 착수된 春鬪는
1955년 始動되었던 고도성장하에서 확대․정착되었으며, 1960년의 안보투쟁과 특히 三池
투쟁을 10개월이나 끌고 가는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었다. 총평은 좋든 나쁘든 일본의 사
회운동의 중축이었고, 이 시기는 총평의 전성 시대였다고도 할 수 있다.
3) 이들은 각각 미쯔이(三井)광산 미이케(三池)광업소, 호쿠리쿠 철도(호쿠리쿠는 일본 중서부
의 한국 동해쪽에 위치한 후지야마(富士)현, 이시카와(石川)현, 후쿠이(福井)현, 니이가타
(新潟)현 등 4개 지역을 말함), 일본철도회사(JR), 가와사키(川崎)제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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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광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미이케쟁의는 미쯔이(三井)광산4) 측에서 2차에 걸친 합리화안이 제시되고
1959년 10월 12일 4,580명의 희망퇴직자 모집, 1959년 12월 11일 1,278명에
대한 지명해고 통고를 한 데 대해 1960년 1월 25일 미이케광업소 지부가 무기
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쟁의는 1960년 11월 1일 미이케노조가
파업 해제 및 취업 선언을 할 때까지 10개월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일본 노동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던 총평은 미이케탄광에서의 해고의 저지
여부가 자본 진영의 합리화 운동에 제동을 걸고 노사관계의 세력구도를 바꾸어
낼 결전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37만 명의 타 사업장 노동자의 지원투쟁과 20
억 엔에 달하는 투쟁자금을 모금하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였다. 석탄 업계와
경단련(經團連)에서도 이 쟁의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공동기금의 마련, 체크오
프 거부 등을 결정하면서 三井三池쟁의는 총자본과 총노동 간의 일대 격돌의
장(場)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 투쟁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제2노조를 결성하고 투쟁 대열에서 이
탈ㆍ취업에 임함으로써 10개월 만에 조합 측의 패배로 종결되었다. 특히 총평
이 이 투쟁을 안보투쟁과 연계하여 정치투쟁화함으로써 이 투쟁의 순수성에 대
한 조합원들과 세간의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이 조합원의 이탈을 가속화시킨 하
나의 요인이 되었다.
미이케쟁의는 일본 노동운동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총평의 강성투쟁에 대해서 사용자 측이 즐겨 사용한 제2노조 전술의
전형적인 패턴이 三井三池쟁의 과정에서 정립된 것을 들 수 있다. 미이케쟁의
는 온건 제2노조가 사용자 측의 파트너가 되어 강성 제1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조대표권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강성노조의 파업
투쟁 → 직장폐쇄 → 조합분열(60.3.17일 2,870명의 제2조합 결성) 및 제2조합의
4) 당시 미이케광산에는 전국에 6개의 광업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6개의 단위노동조합으
로 이루어진 연합조직(企業連)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를 ‘三鑛連’이라 부른다. 이 가운데
서도 큐슈의 미이케광업소는 이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커서 종업원 수가 16,003명에 이
르렀다. 三鑛連은 탄노 산하의 노동조합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노조였으며, 오타-이와
이라인의 모범이 될 만큼 직장투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三鑛連은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탄광노련의 춘투에서는 패턴세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三鑛連의 뒷받침으로 탄
노는 일본 노동조합의 산별연맹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노조였다.

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체사례 연구(노병직․이준우) 

149

취로 → 제1, 제2 양 노조의 충돌로 인한 형사사건의 발생 → 제1조합원의 공장
출입금지 및 생활고, 신분불안 증대로 인한 제1조합원의 격감 혹은 조합 소멸”
의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후 1960년대 전반에 걸쳐서 진행된 일본 노
조의 ‘좌에서 우로의 대이동’ 과정에서 보여지는 정형화된 패턴이었다.
미이케쟁의에서 보여지듯 이 시기 일본 노동운동에서의 노조 리더십 교체는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노조 파트너를 선택한 것이 결
정적으로 작용하였다. 1960년대는 일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
하게 되면서 치열한 국제적 경쟁환경에 직면하여 생존 문제가 절박해진 시점이
었다.
일본에서는 노동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좌우파 노동운동이 존재하였고, 미
군정하에서 제정된 노동법도 또한 처음부터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맞춰
복수노조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유스럽게 자신의 사상적
취향과 선호에 맞는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자의 노
조 선택 행동이 구체화된 것은 일본 경제의 국제화에서 초래된 경쟁환경과 기
업의 생존이라는 경영상의 절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첫째,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조 선택에 호응
하여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노조 선택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으
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미군정하의 재벌해체로 흐트
러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재정비하는 구조조정 등 혁신전략을 추진하였고, 이
에 대해 좌파노조들의 관성적인 파업투쟁이 충돌하면서 강성 노동운동이 노동
자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의 적극
적인 노조 선택이 조합원들과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미이케투쟁의 패배는 바로 오타-이와이 라인의 실패라는 점이다.
1955년 출범한 오타-이와이 라인하에서의 총평은 1956년 8월의 총평대회에
서 ‘기업별 조합의 한계를 극복하여 강력한 산업별 통일투쟁을 발전’시키기 위
한 ‘組織綱領’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직강령위원회는 ‘기업을 勞ㆍ資가
조합원을 쟁탈하기 위해 경쟁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직장투쟁을 발전시켜 ‘사
회주의의 하부구조’로 만든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三井三池노조는 작업장
과 지역조직의 강화, 관리감독자와의 교섭을 통해 작업장의 요구 해결 및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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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생산속도 규제 등을 통해 노조가 ‘생산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목표를 적
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총평 조직강령의 행동기준 설정의 모델이 되었다. 기록
에는 ‘현장 職制(管理ㆍ監督者)기구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고, 이러한 노조의
생산통제에 대해서 “단지 바라보고 있을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서술하
고 있다(神代化欣, 1995).
셋째로 이 투쟁의 실패로 일본 노동운동에서 현장조직과 직장투쟁을 바탕으
로 한 기존의 노사 간 세력관계가 일대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경영자
들은 노조의 도발에 정면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격돌하여 사용자의 승리로 마감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그
래서 일본 노동운동사에서 三井三池쟁의는 총평의 좌파노선이 도전을 받게 되
는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미이케쟁의 이후 일본 노동운동에서의 우파 리더십
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총평 좌파의 리더십을 대체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에서의 리더십 교체는 이처럼 공장을 뛰어넘는 총노동
과 총자본 간의 전략적 경쟁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이러한 변화가 산
업별로, 또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지형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여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체의 과정을
정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일본의 기업별노조의 리더십 교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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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리더십 교체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대립적 노사관계에
서 1～2 단계까지는 수없이 관찰되지만, 3단계에서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서 조
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흔들리고, 급기야는 제2노조가 결성될 만
큼 노조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조합원들
의 조직력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노사 간의 세력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
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3단계가 4단계로 이행하는 데는 3단계에서 노조
집행부가 어떤 정책 방침을 가지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노동운동의 노선과 정책 등 노조의 주장이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여부이다. 노조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서 합당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노조의 주장이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실행가
능한 대안을 내포하고 있다면 노조의 실력행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 등 실력행사에 대해서 일반 사
회의 여론이 부정적이라면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충성도가 흔들릴 수 있다.
일본 노동운동에서 미쯔이(三井)물산의 미이케(三池)탄광 쟁의를 기점으로
형성된 사업장 단위의 노조 리더십의 동요와 교체 흐름을 확산시킨 상징적인
사건은 1962년 2월의 '도요타 선언'이었다.
“1. 자동차 산업의 융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노사관계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3.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기업의 번영과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도모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 도요타자동차의 노사선언은
총평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항하여 10개월간 전개한 미이케쟁의에서
참패한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총평의 좌파투쟁과 일선을 긋는 노동운동사적 상
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일본 노동운동에서는 세계시장에 민감한 제조업을
선두로 하여 ‘좌에서 우로’의 노조 리더십 교체 흐름이 1960년대 내내 물꼬 터
지듯 확산되었다.

3. 새로운 노동운동 등장의 경로와 산별연맹 및 총연합단체의 지각변동
일본에서의 노동운동의 리더십 변화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전통적인 우파로서 총평의 좌파노선에 대해서 끈질기게 비판해 왔던 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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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조직활동이 그 하나요, 총평 내 민간 제조업 부문에서 출현한 우파노선
이 또 하나이다.
주로 민간제조업 부문의 대기업에서 이루어진 동맹과 총평에서의 노동운동
노선 변화는 일본 노동운동의 방향을 바꾸어버렸다. 이러한 변화는 전후 극좌
파운동의 가장 강력한 기초를 이루고 있던 철강 부문에서 나타났다. 1957년, 59
년의 임금투쟁에서, 파업을 하면서도 단 한 번의 ‘회답’도 타결하지 못한 철강
노련(鐵鋼勞連) 내에서 그 이전까지의 계급투쟁론과 파업지상주의와 결별하고
조합원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운동노선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주의들’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이 야와타(八幡)제철소
의 미야타(宮田義二)였다. 그는 공산당의 야와타제철소 프락치로서 급진적인 노
동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소위 ‘전향’을 한 것이었다. 그는 이후 신일본
제철노조위원장, 철강노련위원장, IMF-JC(IMF-JC; International Metal Federation
Japan Council) 의장을 역임했으며, 일본 노동운동의 우파 리더십을 형성하는
데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철강노련의 사례는 처음부터 우파노선을 견
지하던 동맹(同盟)계열 노조가 아니라 총평 내에서 노선 전환을 이끌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하나의 경로는 강성노조의 무리한 투쟁 과정에서 등장한 우파 제2노조에
의해서 좌파노조가 소수파로 전락하고 노동조합의 노선 전환을 이룬 경우이다.
이러한 전환 가운데서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가 1965년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의 나가사키(長崎)조선소에서 발생하였다. 전조선 미쯔비시지부 나가사
키조선소분회(長船分會)는 일본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소문난 좌파
노조였다. 이 노조는 재벌해체시 東ㆍ西ㆍ中央으로 3분되었던 미쯔비시중공업
이 다시 통합되면서 근로조건 통일과 관련된 노사 간 갈등으로 파업에 들어갔
다. 그러나 1965년 12월 이러한 강성노조의 투쟁일변도 대응방식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우파 제2노조가 나가사키조선소에 건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상황의 악화에 대처하여 ‘三菱三重工合併構想’이라는 혁신적인 경영전략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반대만을 일삼는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었고, 우파가 장악하고 있었던 中日本의 코오베(神戶)조선
소가 매년 춘투마다 파업투쟁을 벌이던 東ㆍ西日本(나가사키조선소, 요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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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보다 월등한 시설 및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처우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전조선 나가사키조선소분회는
더 이상 조합원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없었다. 제2노조는 결성 2개월 만에 종업
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4개월 만에 3/4의 노동자가 참가
하는 제1노조로 발전하였다. 1968년에는 우파노조는 1만여, 좌파노조는 8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었던 것이다. 나가사키조선소에는 지
금도 조합원 수십 명(2004년 현재 54명)이 남아 ‘全造船 長船分會’의 명맥을 유
지하고 있다(미쯔비시중공업노조 내부자료, 2005; 全日本造船機械勞動組合15年
史編纂委員會, 1965; 造船重機勞連, 1992).
조선산업에서의 노동운동의 우전환(좌파 전조선 탈퇴 및 우파의 조선총련-조
선노사회의-조선공투회의 참가) 러시는 1971년 쯔미토모중공업(住友重工)에서
의 제2노조가 주도권을 잡고 전조선을 탈퇴하기까지 계속되어, 1972년 2월에
는 조선중기계 분야의 우파노조로 20여 만 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선중기노련(造
船重機勞連)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그림 2). 이러한 ‘좌에서 우로’의 노조 리더
십의 대이동은 자동차 산업에서도 진행되어 1972년 우파의 자동차총련이 결성
되었다.
조선중기노련과 자동차노련이 총평 내에서 우전환을 이루어냈던 철강노련,
전기(電機)노련과 함께 일본금속노조(IMF-JC) 중심의 일본 노동운동의 우파 리
더십을 확립한 것은 1975년의 소위 JC 춘투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서였다.
총평과 동맹 안에서 각각 우파 리더십을 확립한 철강노련의 新日鐵과 日本鋼
管, 전기노련의 도시바와 히타치, 자동차의 도요타와 닛산, 조선의 三菱重工과
IHI 등 금속 주요 산별의 상위 8개사의 노조 리더들은 ‘8社懇談會’를 구성하여
민간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일본금속노조(IMF-JC)를 결성, 총평 좌파 주류와는
다른 새로운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모임의 리더격이었던 新日鐵의 미야타
(宮本義二)는 ‘국민경제정합론’을 제창하여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
였다.
한편 1974년 제1차 오일쇼크 와중에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도
국철을 중심으로 하는 총평의 강경파는 1974년 춘투에서 330만 명의 조합원이
동원되는 대규모 투쟁(이를 총평에서는 ‘국민춘투’라 부름)을 통해 32.9%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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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임금인상을 실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은 20%를 넘는
‘광란의 인플레’와 취업 기회의 제한으로 더욱 어려워졌으며, 노동자는 물론 국
민 일반에 ‘일본열도 침몰론’ 등 일본 경제의 장래에 대한 위기감이 널리 확산
되었다.
이에 이들 8개 사를 중심으로 하는 IMF-JC는 <고율 임금인상 → 고인플레
→ 가처분소득의 감소 → 고율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1975년 춘투에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 ‘15% 미만의 임금인
상’, 정부의 ‘3년 내 물가상승 한자릿수 회복’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보장하
는 세제 등 제도개선’ 및 이를 위한 ‘노정 간 정기적인 협의체널 개설’ 등을 정
부에 요구하였다. 정부(당시 미키 일본 수상은 자민당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분
파의 리더였다)는 이를 수락하고, IMF- JC는 <인플레 앙등에 의한 실질적 생활
의 저하와 총수요억제책의 영향에 의한 고용문제 등에 대한 7개항 요청>(1995.
1), <인플레 대책, 예ㆍ저금의 가치상실 대책, 고용문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
하는 경제운영의 촉진에 대한 5개 항목 요청>, (1995. 3)<물가억제에 대한 요
청>(1995. 4), <생활관련 공공투자, 고용확보, 최저임금, 감세 등 8개 항목 요
청>(1995. 10), <당면의 경제운영에 대한 요청>(1995. 11) 등의 정책 요구를 제
기하고 협의하였다.
지금까지의 총평의 선거전략은 좌파정당의 집권을 지원하여 保革逆轉을 통
한 노동자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총평이 집권 자민당을 상대로 정치공
세를 펴는 일은 중요한 선거전술의 일환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IMF-JC가
1975년 춘투에서 보여준 행동은 정부와의 구체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노동자들
이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지
금까지의 총평의 선거전술과 일선을 긋는 행동으로서 ‘사회계약적 춘투’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물가안정 등 경제위기의 극복과 새로
운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한 데 대한 국민적 감동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IMF 동아시아사무소의 소장을 역임한 원로 노동운동가 고지마(小島正
剛)는 “노동조합의 주도로 추진된 노사정 협력의 과정과 이로 인한 국민경제
위기극복의 노력은 전국민들에게 엄청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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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정부에서도 당초 ‘3년 내 인플레 한자릿수 억제’라는 약속을 지켜 1975년
10.4%, 1976년 9.5%, 1977년 6.9%로 소비자물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노정 간의 정책연합을 확고히 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政勞使懇談會’로 정착되
었다.
한편 국철 등 총평 내 강경 주류파는 IMF-JC 주도의 1975년 춘투를 노동자
의 파업권을 포기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그 해 가을에 <ST권 탈환투쟁>(罷
業權奪還鬪爭)을 시도하였으나 완전 실패로 끝났다. 총평 좌파의 1975년 추계
투쟁 실패를 계기로 총평은 일본 노동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하였다(清
水慎三 編著, 1982).
그런 의미에서 1960년 三池투쟁에서 시작된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체는
1975년 IMF-JC 춘투를 통해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5년 ‘JC춘투’를 통해 그 세를 과시하였던 IMF-JC는 이후 일본 노동운동
의 노동전선통일운동을 주도하여 1987년 민간 렌고(民間連合)를 출범시켰고,
1989년에는 관공노조까지를 포괄하는 렌고(連合)로 일본 노동운동을 통합시켜
냈다. 기존의 산별운동이 중앙집권화를 추구하였다면, 렌고의 조직 원칙은 기
존의 각 조직의 역사와 특수성을 인정하여 각 조직의 노선 및 행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는 위에 전국적 차원의 정책적 행동통일을 도모하는 느슨한 형
태의 연합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사업장별
교섭관행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정치노선에 있어서도 상층 연합단체 수준에서
는 정부 및 사용자단체와의 정책협의를 중시하고 각 단위조직 수준에서는 자율
적 결정을 존중하는 다양성으로 발전하였다(大場鐘作․佐藤寬行, 1991; 清水慎
三 編著, 1982).
일본의 협력적 노사관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전제조건은 경영 전반에 대해
서 노조와 ‘사전협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협의의 관행은 일본 노사관계에
뿌리 깊게 정착되어 있는 그라운드 룰(ground rule)이며, 이는 노조를 기업 공동
체의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노조가 회사 일에 헌신할 근거를 이루는 결정
적인 요건이다.
일본에서 노사 간의 사전협의의 관행은 오래된 것이지만 노사 간에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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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조선산업에서의 우파 리더십에 의한 노동전선 통일

원칙으로서 정립된 것은 1950년대의 생산성향상 운동에 대한 노사 간의 협력
을 통하여서였다. 전후 극좌파 노동운동의 자주관리 지향의 현장조직화 공세
속에서 일본의 경제계는 경영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조의 공세에 대
항하는 한편5), 미국식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일본생산성본부를 설립하여 적극
적으로 생산성향상 운동(まる生運動)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좌파 노
동운동은 이를 노동착취의 일환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우파 노동운동은
근로조건 저하 방지,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노사협력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합의하면서 조건부 협력을 하게 되었다6)(大場鐘作 外, 1991; 미쯔비시
중공업노동조합 내부자료).

5) 일본 일경련은 1950년 5월「신노무관리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고, ‘경영권의 확립’, ‘비조
합원의 범위의 명확화’, ‘직계제의 제정’, ‘고능률 고임금의 원칙 수립’, ‘직무분석ㆍ인사고
과제도의 정비’, ‘생산능률 향상’ 등을 제창했다.
6)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중기업체인 미쯔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 노사가 합의한 합리화 4원칙
은 다음과 같다.
① 합리화는 사회, 경제, 기업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는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합리화는 직장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일에 대한 만족감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합리화는 그 추진에 있어서(계획단계에서 실시, 추적의 단계를 포함하여) 노사 간의 협
의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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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의 일본 노사관계에서 사용자가 어떤 노조를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은 생산성향상 운동에 대한
노조의 태도, 즉 노조 리더십의 성향이었다. 이 시기 일본 노동운동의 노조 리
더십의 교체사례는 복수노조 상황하의 조직 진화에서 어떤 노조 리더십이 살아
남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예이다. 조직 진화에서 노조의 생존과 도
태를 결정하는 해답은 바로 노조 리더십이었던 것이다. 이는 또한 노조 리더십
이 사용자의 공격을 피해 경영참가를 통해 노사 파트너십을 확립함으로써 조직
진화에서 살아남는 생존 요건이기도 하지만 사용자로서는 치열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생존의 대안(alternatives)이기도 했다.
일본 노사관계에서 이러한 사전협의 관행을 경영자가 무시할 때, 일본 노사
관계 특징의 하나인 노사협조의 근거도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1979
년의 ‘사세보중공업(佐世保重工業)’ 파업이다(山本潔, 1991).
1974년의 제1차 오일쇼크 이후 불어닥친 조선 불황 속에서 사세보중공업은
기업 회생을 위해 새로운 사장을 영입하였고, 사세보중공업노동조합(勞動組合佐
世保勞愛會)은 사장에 협조하여 1,681명의 고용조정, 임금 15% 삭감, 주휴 2일
제 폐지 등 고용 및 근로조건의 대폭적인 양보를 통해 기업 회생의 기틀을 마련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경영이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자 사장(坪內)은 지금까
지의 노조와의 협조관계를 무시하고 경영을 독단함으로써 노사갈등이 증폭되어
결국 1979년 12월 20일부터 1980년 2월 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28시간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결국 이 파업은 조선중기노련 차원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하
였고, 坪內 사장의 행위가 지금까지 일본 노사가 발전시켜 온 소중한 자산인 노
사협력 전통을 훼손시킬 것을 우려한 日經連의 개입으로 사용자 측이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것으로 사태가 수습되었다. 일본 노동운동의 노사협조주
의의 배경에는 이처럼 철저한 사전협의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Ⅲ.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체의 특성과 한국적 함의

본 장에서는 일본 노동운동에서의 리더십 교체의 특성 및 조건에 비추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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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단위의 복수노조하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를 전
망해 보고자 한다.
1960년대 및 그 이후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변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노동조합의 교섭구조가 철저히 기업별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산별노조 형태를 취하고 있던 총평 산하의 조선중기, 철강, 자동
차, 전기 등 모든 부문에 공통되는 현상이었다. 교섭은 산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와 사업장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총평
등 좌파노조는 산별 형태를, 동맹 등 우파노조는 기업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노조들은 각각 좌파는 사용자와의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를, 우파는 노사협조적 노사관계를 추구하였다.
둘째, 1960년대는 일본 기업들이 패전을 딛고 경제 부흥을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은 일본의 기업으로 하여금 세계시장에서의 사활적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영전략에 우호적인 노조 파트너의
선택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었던 것이다. 일본 노동운동의 좌우파 그룹은
일본 기업들의 세계시장을 겨냥한 경영전략에 대해서 저항과 협조의 뚜렷하게
구별되는 대응전략을 추구하였다. 1960년의 미이케쟁의나 1960년대 중반 미쯔
비시중공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사업장 좌우파 노조들이 보여준 대응 태도
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셋째, 좌우파 노동조합의 조직노선상의 차이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조 선택
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든 주요한 요인이었다. 오타-이와이 라인이 제시한 총
평의 ‘조직강령’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좌파노조는 기본적으로 현장조직화
를 통한 생산관리투쟁(자주관리)7)을 추구하였고, 미이케탄광은 강한 현장조직

7) 일본에서의 생산관리투쟁은 표면상으로는 ‘사측의 조업 중단에 대항하는 수단’이라는 명분
하에 추구되었으며, 경영ㆍ관리자를 공장에서 쫓아내고 노조(투쟁위원회)가 생산, 판매, 경
리 등 모든 경영권을 장악한다는 격렬한 것이었다. 이는 공산당의 지도하에 추진되었으며,
패전 후의 생활고와 불안한 사회 정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요미우리신문에서 최초로 노조
의 투쟁전술로 채택되었으나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서 1946년에는 약 400
건, 2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참여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경영 측은 대폭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기업은 황폐화되었으며, 결국 경영 측의 반격을 불
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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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한 노조의 자주관리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대표적인 사업
장이었다. 이와는 달리 우파노조들은 작업장 수준에서의 경영관리권을 존중하
는 대신, 미쯔비시중공업 코오베조선소나 사세보중공업에서 보는 것처럼 중요
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의 사전협의제도를 중시하는 대조적인 모습
을 보여주었다.
넷째, 정치노선에 있어서도 좌우파 노조는 확연히 구별된다. 일본의 노동조
합들은 대체로 좌파 정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총연합단체 차원에서의 정치노선
이나 조직적인 선거참여 전략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총평은
공산당 또는 사회당 좌파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이들 정당의 집권을 통한 ‘보
혁역전(保革逆轉)’을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우파인 동맹은 기업별노조의 연합
단체의 형태를 총연합단체 차원에서의 정치적 연대활동에 소극적이었으며, 대
체로 사업장 단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거를 활용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동
맹의 정치적 입장이 1975년 춘투에서 IMF-JC가 집권 자민당 정부와의 정책연
합을 추구한 배경을 이루었다.
일본의 노동운동이 좌우파로 분화하게 된 것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파노조는 일본 노동운동의 창시자로 불리는 스즈키 분지(鈴木文治)가 1912년
조직한 ‘우애회(友愛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이 총동맹 → 동맹으로 발전했
다. 일본에서의 좌파 노동운동은 1917년 러시아혁명에 자극받은 좌파 지식인들
의 노동운동에의 개입을 시초로 발전되었으며, 일제 시대의 적색노조 전통과
패전 후의 극좌적 ‘산별회의’ 및 총평으로 그 맥을 이어왔다. 이처럼 일본의 좌
우파 노동운동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발전 경로를 거쳐왔고, 이러한 속성은
1960년대 리더십 교체 시기까지 큰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North,
1990, Stinchcombe, 1965).
일본의 노동운동이 이처럼 좌우파 간의 뚜렷한 노선 차이를 보이게 된 배경
에는 복수노조 환경이 크게 작용하였다. 복수노조 환경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게 자신의 주장과 신념에 따라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
건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선거 때마다 사업장 단일노조 내에서 다수파가 되기
위해 조합원들의 단기적인 요구에 영합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곤 하는 한국의 노동운동 관행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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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본의 좌우파 노동운동은 이념적 지향성과 행동양식, 노사 간의 관계
특성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계통을 이루어 왔고, 조직 진화에 있어서 별개의
‘종(種)’이라 할 성격의 것이었다(Aldrich, 1979, 1999; Hannan & Freeman,
1977, 1984, 1989; McKelvey, 1978, 1982).
진화론에서 ‘종’(種)은 다른 생물들과는 독립적으로 진화하며, 또한 자신만의
진화적 경향성과 역사적 운명을 지니고 있는 계통적 직계로 정의된다. 따라서
진화적 ‘종’은 하나의 직계(개체군과 조상과 그 후손들의 연쇄)로서 이 직계는
다른 직계와는 진화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진화적 역
할과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조직 ‘종’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로는 ‘환경적 변화
와 관련해 공동의 운명에 처해 있는 조직들(Hannan & Freeman, 1977)’, ‘일단
의 조직을 생태학적으로 유사하게 만드는 핵심 속성을 공유하는 조직들
(Hannan & Carroll, 1995)’, ‘comps나 routines 등의 지배적인 역량을 공유하는
다배열(polythetic) 조직들(McKelvey, 1982)’ 등이 있다.
조직군 생태학이론에 따르면, 조직 진화는 기존 개체들의 생존과 사멸의 단
순한 집적 과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種의 交代’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Hannan & Freeman, 1977, 1984). 환경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조직형태의 적응
은 개별 조직 차원이 아니라 조직군 수준에서 기존 조직의 사멸과 새로운 조직
형태의 탄생이라는 ‘종’의 교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Hannan & Freeman
(1977, 1984, 1989)은 상황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조직변화가 현존하는 조직
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조직은 구조적
관성(structural inertia)으로 인해 환경의 변화 속도에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따
라서 환경에 대한 조직구조의 적응(adaptation)은 개별 조직의 변화로 인한 것
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의 탄생과 기존 조직의 사멸의 결과로 나타나는 조직군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즉, 강한 관성의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는 개별
조직들이 환경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전략이나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
는 것이 좀처럼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다른 ‘종(조직
군)’의 출현에 의해서 대체되는 형태의 적응이 일어난다는 것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주요 내용이다. 그들은 환경 조건이 바뀜에 따라 나타나는 조직형태의
변이는 현재 존재하는 것들의 소멸과 새로운 조직이나 조직형태의 탄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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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바꿔 말하면,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이 만일 사회적 정당
성을 상실하고 그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부정당하는 경우, 전혀 새로운 ‘종’의
조직군에 의해서 교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종’의 교대를 가져오는 조직 도태는 이들 조직이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할 때 발생한다. 제도는 한 번 확립되면 그 자체로서 사회적 통념(myth)화
하여 사회적 생존의 파워를 가진다. 이는 제도화 과정에서 확보한 사회적 정당
성의 힘이기도 하다.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직은 단순히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때 생존의 근거,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제도화 이론에서는 조직의 생존 및 사멸에는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정
당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Scott, 1995).
이상에서 검토한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체의 조건들이 2010년 복수노조
전면 시행을 앞둔 현 시기 한국의 민주노조운동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핵심
적인 점에서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은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코 이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출
현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첫째, 전투적 조합주의라 부르는 적대적 계급투쟁
을 추구한다는 점, 둘째, 경영혁신 프로그램은 물론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해서 추구하는 경영자의 모든 합리화 행동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점, 셋째,
현장을 장악함으로써 경영자의 현장관리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현장을 노동운
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치투쟁을 위한 물리력의 기지로서 확보하는 것을 목표
로 현장조직 노선을 추구한다는 점, 넷째, 기존의 자유주의 정당과는 달리 사회
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과의 조직적․정책적 연대를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일본의 1960년대 총평 좌파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민주노조들이 세계화와 복수노조 환경하에서 사용
자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사 협조적인 파트너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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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복수노조 시대의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의 전략적 선택

일본의 전후 노동운동은 산별노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산별회의 및 총평은 물론 진보적인 학자들의 산별노조에 대한 집
착은 각별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산별노조운동은 1960년대의 노동
운동 리더십의 대이동을 거치면서 기업별노조 체제로 정착되었다. 그런 의미에
서 1960년대의 좌우파 노조 간의 경쟁은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에 패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산별노조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일본의 저명한 노사관계 연구자
인 니무라(二村一夫)는 일본 노동자에게 숙련공의 직업별노조(craft union) 전통
이나 자본가 등 다른 계급ㆍ계층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문화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별노조가 제대로 정착한 나라는 길드(guild)와 같
은 직업별노조 전통이 있는 서구밖에 없으며, 일본처럼 정치 지향성이 큰 노동
운동이 일시적으로 세력을 얻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은 기업별노조로 환원하고
말았다는 것이다(野村正實, 1998).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별조직화 운동
이 교섭형태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유도 일본의 예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산별노조가 뿌리를 내리기는 어
려울 것이며, 특히 2010년 복수노조가 전면 실시된다면 그 취약성은 더욱 분명
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201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복수노조 전면 허
용에 따른 노동계의 지각변동은 사업장 단위에서의 리더십 교체로부터 시작될
것이 예상된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하에서 나타날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는, 비노조 형태
를 제외하면, [그림 3]에서와 같이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 모형은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도해한 것이다(노병직, 2003; Schmitter & Lehmbruch, 1979; 稻上毅,
1989). 노조가 참가적 협의주의(consultation orientation)를 선택하는가, 파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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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 조선산업에서의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의 형성 경로

자료 : 노병직. 2003.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학박
사학위논문.

임에 의존하는 교섭주의(bargaining orientation)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사용자의
노조대표권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며, 이것이 다시 노동조합의 교섭전략에 영향
을 미치면서 사업장 단위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다.
1987년 전 사회적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용자와 정부
로부터 자주적인 노조를 지향하던 ‘민주노조’들은 ‘전투적 조합주의’를 통해 스
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했으며(산업주의 모형), 이러한 노동운동이 사용
자의 반격으로 강성노조 리더십이 노동자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거나(신자유
주의 모형),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업장 단위의 노사협의 시스템을 정착시켰
다(마이크로 코포라티즘).
첫 번째 경우는 현재 심각한 노사갈등 속에서 불안한 노사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의 강성노조(adversarial union) 비파트너십(non-partnership)
관계의 재편을 통한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이다. 조선산업에서의 기업
별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 경로는 이러한 변화를 전망하는 데 하나의 시사점
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1994년은 노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한 해
였다. UR를 타결짓고, 1995년 1월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앞두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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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세계시장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경영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자연히 노사관계가 격화될 수 있는
시기였다. 특히 이 해는 ‘민주노조운동’이 1995년 한국노총과는 다른 제2노총
(민주노총) 건설을 앞두고 ‘투쟁을 통한 조직화’라는 조직노선을 적극적으로 실
천하였던 시기여서 노사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났다. 당시 제2노총 건
설그룹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로 결집되어 있었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노조의 위원장들이 공동의장으로 있었다.
서울지하철과 한국철도의 기관차 부문이 선도로 촉발된 1994년 춘계투쟁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유발했고, 전노대는 이에 반발하여 6월 29일을 기해 총
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총파업을 주도한 의장(議長) 노조인 현대중공업노조
과 대우조선노조의 이후 경로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은 6․29 전노대 총파업을 선도하여 63일간의 장기파업
을 벌였지만 사용자의 대대적인 반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노조의 현장조직이
붕괴되고 이후 노조집행부는 2002년까지 8년간 지속되었지만 회사와 온건파
대의원대회의 견제로 사실상 식물조직 상태로 빠져들었다. 현대중공업에서 무
파업 기록은 1994년 전노대 총파업의 종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1994
년 이후 현대중공업노조 내부에서는 ‘노민투’라는 노사협력을 지향하는 온건파
활동가 조직이 대의원대회를 중심으로 강경파 활동가 조직인 ‘전노회’ 주도의
노조집행부와 경쟁해 왔으며, 2002년 집권에 성공하였고, 2005년 6월에는 ‘복
지노조’, ‘노사협력’, ‘지역사회 공헌 및 리더십 발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
노선 선포식을 갖고 노사 공히 ‘강한 노조 파트너십(strong union partnership)’
을 추구하고 있다(현대중공업노조 내부자료). 현재 현대중공업노조는 민주노총
을 탈퇴하여 독립노조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노동조합 집행부는 전노대 총파업에 동참하고자 4차례나 파업
을 시도하였으나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노조의 파업 시도는 실
패로 끝나고 말았다. 파업 실패 후 노조집행부를 배출하여 이를 뒷받침해 온
활동가 조직인 ‘노민추’ 주도로 1994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여에 걸친 진지
한 내부토론 결과 전투적 조합주의에서 경영참가로 노선 전환을 결단하고 그해
10월의 노조 위원장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추인을 받아 ‘기업 단위의 노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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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십’을 추구하였다. 노조의 새로운 노선이 사용자의 호응을 얻어 정착하기까
지는 적지 않은 진통과 시간이 요구되었으나, 이러한 전환은 노조 지도부의 확
고한 신념과 조합원을 설득할 리더십, 사용자를 설득하여 상호신뢰를 이끌어내
는 인내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전술 행동 등 수많은 난관과 이를 극복하는 노
력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우조선노조는 민
주노총 소속이지만 산별금속노조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강한 노조 파트너십은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점차 강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지향할 목표와 경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현대중공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우조선
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해당 기업의 노사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 사
항인 것이다(노병직, 2003).
[그림 4]는 사업장 수준에서의 노사관계가 갈등이 강성노조로 인한 대립뿐만
아니라 약한 노조와의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노조의 자주성을 지향하
는 노동자의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앞에서 검토한 한국 조선산업에서의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 형성관련 사
례연구는 강성노조(adversarial non-partnerhsip)가 강한 노조 파트너십(strongunion partnership) 노사관계 유형으로 안정화되는 경로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림 3]과 같이 그 경로는 현대중공업의 길과 대우조선의 길처럼 노사의 전
략적 선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경우이던 강한 노조 파트너십
(strong-union partnership)은 사용자의 인용(acceptance)과 적극적인 후원
(sponsorship)이 필요하다.
두 번째 경로는 노조가 사용자의 하위 파트너로서 경영정책에 순응하면서 리
더십을 보장받고 있는 약한 노조 파트너십 유형의 노조들이 복수노조 분위기
속에서 민주노총이나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도전
에 직면하여 보여줄 변화이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한국노총 소속의 많은 노조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와 1987～88년의 시기
와 다른 점은 당시에는 사용자들의 후원하에 자신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복수노조 금지’의 제도적 안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보호막이 더 이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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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의 안정화와 파트너십 형성 경로

자료 : Acker, P., Marchington, M., Wilkinson, A., and Dundon, T., 2005. 'Partnership
and voice, with or without unions' in Mark stuart and Miguel martinez
Lucio, Partnership and Modernization in Employment Relations. Routledge.

동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호막 속에 안주했던 과거가 이제는 부
채가 되어 ‘어용시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도 더 이상 약한 리더십의 파트너가 노사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
게 되고 오히려 사용자의 부담(burden)으로 변한 것을 깨닫고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노무관리 기능을
수행해 줄 수 없는 약한 리더십의 노동조합은 이제 용도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노사관계 안정화의 길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신속
하게 노조 리더십을 확립함으로써 강한 노조 파트너십(strong-union partnership)
을 구축하는 길이다. 이 때 사용자가 지금까지의 순응적인 노조의 협력에 안주
하여 새로운 노조 리더십의 목소리(voice)를 경영권에의 도전으로 이해하고 이
를 적대시한다면, 노조가 강성화하여 사용자의 노무관리 역량과 대립ㆍ경쟁함
으로써 노사관계가 강ㆍ온 노조 리더십이 ‘냉탕-온탕’을 반복하는 불안정 상태
에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업장 노사관계 시스템은 경영 시스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장
기적으로 안정적 균형상태를 지향하게 될 것이고, 2010년의 복수노조 전면 허
용은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이 [그림 4]에서의 A → B의 경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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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B의 경로, 아니면 A → C → B의 경로 또는 C → A → B의 경로를 밟거
나, 비노조 파트너십(D)으로의 길을 걷든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균형 상태를 지
향하게 될 것이다.

Ⅵ. 결론 및 논의

2010년부터 시행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의 의미는 1997년 법개정시부
터 허용된 상급단체에서의 복수노조와는 그 영향에 있어서 크게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양식이 기본적으로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
은 노사관계 시장의 전면 개방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노
사관계에서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되는 것이다.
복수노조하에서 사용자의 선택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조 리더십이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를 지향하는가 여부가 될 것이다. 보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노동운동의 경제정합성에 따라 특정 노동운동세력의 사회
적 정당성 여부가 갈릴 것이고, 2010년 복수노조 전면 시행의 결과 이것이 조
직진화에서 선택과 도태의 기준이 될 것이다. 만일 기업 수준에서 노선을 달리
하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이들 기업 내에서의 노조간 경쟁의 결과는 사
용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결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것이고, 이것이 조합
원인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사용자와 노동자의 노조 선택이 서로 일치함으
로써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기업 수준의 복수노조가 실시될 경우, 개별단위노조에서의 리더십 교체 등
변화에 따라 전국단위 총연합단체의 구도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만일 기업 수준에서 노선을 달리하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이들 기업 내
에서의 노조간 경쟁의 결과에 따라 양대 노총 간의 치열한 영토 전쟁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기존의 ‘종’이 그 사회적 정당성을 공격받으면서 새로운 ‘종’이 그 자리를 대
체하는 조직 진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지형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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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러한 種의 교대의 결과,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정당성
위기를 맞고 있는 기존의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는 광범한 독립노조군이 출
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향후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 방향은 이들 광범한
독립노조군이 어떤 결집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복수노조가 실시될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실무적인 과제로서
창구 단일화 논의가 있다. 실제로 2010년 복수노조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
부 등 관계부처와 노사 양측 및 학계 등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사안이 교섭창구상의 혼선이다. 그러나 필자는 복수노조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기업별 수준에서는 신속하게 다수파 중심의 통합을
이루어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심각한 창구 단일화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근거로는,
첫째,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사업장 단위에서 제1, 제2노조의
경쟁관계가 신속하게(짧게는 수개월, 길어도 1～2년 안에) 하나로 정리되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검토한 미이케탄광의 경우나 미쯔비시중공업의 나가사
키조선소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간의 경쟁은 사용자
의 선택에 의해서 수개월 안에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이는 미쯔비시중공업의 요
코하마 등 다른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일본 노동운동을 주도한 8개 사
간담회 핵심 노조들의 경우도 창구 문제없이 강력한 노조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일본에서 자율교섭 제도가 정착한 배경에는 복잡한 교섭 체계를 유지하고 있
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구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복수노조하에서도 사업장별
노동조합 조직이 신속하게 단일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장 조직 단일화의 배경에는 일본에 직업별노조의 전통이 없고,
기업별노조 교섭관행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기업별 아이
덴티티가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는 노동자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보다 숙련공 전통이 더욱 미미한 나라이다. 노동운동이 활발한 중화학 공장의
경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숙련공 전통 속에서 양성된 것이 아니라 농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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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생산직 노동자가 되는 입직 경로를 거쳤다. 따
라서 이들은 먼저 기업의 종업원이 된 후 기업별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퇴직과 함께 조합원 신분의 상실은 물론 조합원으로서의 소속감도 없어
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직종별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결집할
별도의 신분 차이나 문화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직 전체를 포괄하
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직종별 동류의식
이나 사업장을 뛰어넘는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보다 강한 기업별 종업원 아이
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조가 난립하여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 점은 이미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있는 공무원노조의 경우, 기관별․지역별
아이덴티티가 희박한 수도권 공무원노조의 경우는 분립 경향이 크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의 경우는 공노총, 전공노, 민공노 등 이
념적 분립보다는 지역 내 다수파 노조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지역적․기관별 아이덴티티가 이념 또는 다른 요인보다 우선한다는 증
거라고 할 수 있다(송태수ㆍ권순미ㆍ손동희ㆍ이승협, 2008).
둘째로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파트너 선택이 조합원들을 일정한 흐름으로 통
합시켜 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에서 사업장 복수노조가 다양한 노조의
난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노조의 리더십 교체의 형태로 단일화됨으로써 복수
노조 창구 문제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던 데에
는 노동자들의 기업별 의식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노조 선택, 즉 노
조차별화 전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파트너 선택은 조합원들에게 조합 선택상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시기에는 사용자의 선택이 조
합원들이 ‘어용’으로 기피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했다면, 복수노조 시기의
사용자의 선택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용자의 후원(sponsorship)을 얻어내 자
신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노조가 누구인가를 판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복수노조가 실시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제2, 제3의 노조가 결성되어
경쟁한다든지, 이들 노조를 대상으로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파트너 선택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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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든지 하는 일은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각 사업장마다의 사정에 의해
서 결정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발
전과 선진화, 나아가서는 노사관계 안정화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 간의 경쟁과 사용자 및 노동
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가 한국의 노사관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경제 시스템과
노동정치 간의 부정합성 및 사용자들의 정부에 의존한 노사문제 해결 경향 및
무책임한 이지고잉(easy going)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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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Leadership Transition in Japanese
Labor Movement under the Plural Union Settings
Byung-Jik Noh․Jun-Woo Lee
The overall permission of the rights to organize plural labor unions in
same company is expected on January 1, 2010 in Korea.
Those conditions of industrial relations will allure the employers to take
risks to choose more cooperative union leaderships as partners instead of
letting the adversarial ones infringe the managerial rights. As a result of
employers' determination to change partners, there will be expected critical
transformations in the leadership structure of Korean labor movement.
To forecast the direction of the union leadership change and to
understand the tasks of three actors of industrial relations(labor unions,
employers, and government), writers made a case study on the period of
1960s-70s of Japanese labor movement, which showed the grand flows of
union leaderships from left to right. It is because the path of getting jobs,
the process of skill formation, and therefore, the labor consciousness and
culture of Korean workers are too much similar to those of Japanese.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mpetition of plural unions at a company
as well as employers' and workers' union-selection will be a momentum
to overcome the deep-rooted problems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socio-economic systems and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in Korea. And
also it will resolve the problems of employers' easy-going habits relying
on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lessons of Japanese labor movement, authors foresee
there is low probability to be realized the confusion of the competition
among plural unions in bargaining quite different from the gen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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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n anxieties about the plural union settings. Because Korea and Japan
are similar in bargaining level(the traditional company level bargaining
structure) and the strong company commitment of workers, they choose
the majority union quickly to clear up the dissonance between company
and union. And the employers' choice of union partner will accelerate the
workers' flow to a majority union.
Keywords : plural unions, union leadership transition, Japanese labor
movement, social legitimacy, organizational evolution, the
alteration of species, strong-union partnership, weak-unio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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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가 노사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해관계자 관점을 중심으로

김 동 주**

본 연구에서는 기업수준 종업원참여제도 및 기업지배구조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주이익보호제도가 각각,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사협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중시하는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종업원과 주주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수
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종업원참여 수준과 주주이익보호 수준이 노사협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종업원참여 수준이 노사협력 수준에 미치는 영
향력이 주주이익보호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종업원참여 수준은 노사협력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주이익보호 수준과 노사협력 수준
은 역 U자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주주이익보호 수준은 종업원
참여 수준이 노사협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부(-)의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
어서 주주와 종업원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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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주주 중시 경영, 경영투명성
의 증대, 기업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제
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인 변화와 관련
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재무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종속변수도 재
무적 성과가 중심이 되었다. 즉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에게 동기를 유발하여
기업 성과를 제고시키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구축에
연구의 초점이 모아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한 실증연구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으며(Coles, McWilliams, & Sen, 2001), 기
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일부 변수군과 당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을
보는 데 그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도 기업 구성원들의 인지․행위적 요소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이 기업의 중요한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 및 기업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며 또 이러한 인식
내용과 수준이 노사협력 수준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
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소유구조,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대해 왔음에도(Blair & Roe, 1999; Armour, Deakin &
Konzelmann, 2003; Gospel & Pendleton, 2003),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는
최근까지도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를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에 국한하여 이해하지 않는 한 기
업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참여문제와 기업수준에서의 지
배구조의 특성이 노사관계와 갖는 관련성은 노사협력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이
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화된 기업지
배구조의 변화가 한국의 기업수준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기업수준에서의 기업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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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노사관계 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주주이익보호제도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있어서
의 종업원참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특성이 노사협력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
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제Ⅲ장에서는 자료 및 기초통계
를 제시하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면서 결론을 맺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

가. 기업지배구조를 보는 관점과 노사관계
본 연구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문제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를 바라보는 것을 협의의 기업지배구조로 정의하고(Shleifer & Vishny, 1997),
기업을 둘러싼 주주, 경영자, 종업원, 노동조합, 정부, 지역사회, 거래업체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를 바라보는 것을 광의
의 기업지배구조로 정의하고자 한다(John & Senbet, 1998). 주주 중심의 협의
의 관점은 이론적으로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해관
계자 관점의 부각, 사회적 책임의 강조,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 증대 등과 같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관점이 더욱
적합하다고 보여지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김
동주, 2009).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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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접근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Pendleton & Deakin, 2007). 우선 주
주중심적인 소유구조의 특성과 기업지배구조 체제가 종업원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에 종속되도록 한다는 관점(Hutton, 1996; Porter, 1997; Lazonick &
O'Sullivan, 2000; Gospel & Pendleton, 2005)이 있다. 또 다른 관점은 종업원의
이익과 소유구조,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간의 관계의 복잡성과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발전에 초점을 두는 입장으로서 종업원 이익
과 주주의 이익이 반드시 상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Vinten, 2001; Hillman
& Keim, 2001; Hermann, 2005).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의 검증에는 다수의 기업
수준이나 작업장수준의 자료를 사용한 양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종업
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주주이익보호를 위
한 변수 이외에도 기업수준 의사결정참여를 중심으로 한 종업원이익보호를 위
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배구조 관련 변수와 노사협력 수준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보다
풍부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합적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지배구조
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의 이해관계자 관점과 주주 관점의 기본적 차이점 및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 이해관계자 관점과 주주 관점의 차이점
이해관계자 관점
- 이해관계자이론
이론적 배경 - 이해관계자주권론
- 광의의 기업지배구조 개념

주주 관점
- 대리인이론
- 주주주권론
- 협의의 기업지배구조 개념

- Stakeholder형(기업가치 중시)
- Shareholder형(주주가치 중시)
모델
주주와 이해
모델
-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기업경영
관계자 간의
- 주주와 경영자, 대주주와 소액주
과 지배구조에 대한 참여를 허용
관계
주 간의 대리인문제에 초점
-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아울러 고
-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
려하는 입장
- 고용의 유연성을 선호
노사관계를 - 고용의 안정성을 선호
- 등거리(arm's length) 노사관계 지
- 참여적, 협력적 노사관계 지향성
보는 시각
향성
자료 : 김동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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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으로는 주주 관점에 입각한 주주 모델과 이
해관계자 관점에 입각한 이해관계자 모델이 있다. 주주 모델은 기업은 주주가
소유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협의의 관점이
다. 반면에 이해관계자 모델은 소유주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
이 존재하고 운영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관점이다. <표 1>에서는 이
해관계자 관점과 주주 관점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주와 종
업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면 주주 모델에서는 종업원은 기업지배구
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주주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이해관계자 모델에서의 종업원은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가
일정 부분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원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주된 연구 경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메커니즘과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외부통제 메커니즘 간의 구분에 기반한
접근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관점의 부
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 증대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설명해주는 제3의 통제 메커니즘의 대표적 이
론이 이해관계자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존재하고 운영된다는 사고에서 벗어
나,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괄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와 함께 의사결정에의 반영을 주장하
고 있다.
최근까지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주로 주주, 경영자, 채권자에 집중
되어 있었으며, 주인․대리인 모델 혹은 주주가치극대화 모델과 같은 주주중심
모델에서 종업원은 사실상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진배 외, 2002). 그러나
이해관계자 이론이 발전하면서 종업원은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당사자로 등장
하게 되었으며,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의 종업원들의 참여와 이익
보호는 이해관계자 이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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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경향
최근 들어 각국의 소유구조,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경
향이 증대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
론적․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lair & Roe, 1999; Armour et
al., 2003; Gospel & Pendleton,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수준의 연구로서
는 소수의 사례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
업수준의 양적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Hopner & Jackson, 2001).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관련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본고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모형에 대해서 방법론상의 시사점을 주고 있는 연구로서는 Gospel
& Pendleton(2003)의 연구 및 Pendleton & Deakin(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Gospel & Pendleton(2003)의 연구는 지배구조의 특성이 종업원에게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질적 고찰로서 정치경제학 및 재무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을 결합하여
노사관계에 적용하고 있다. 즉 경영상의 의사결정은 지배구조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노무관리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무경제학적인 접근방법에서는 투자자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를 중시하지만
정치경제학적인 접근방법에서는 종업원, 노조와 같은 내부 이해관계자를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와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여섯 가지로 요약2)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간의 관련성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2000년 이후부
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내의 연구들은 주주중심적이고 시장친화
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단기성 증가나 종업원의 헌
신 약화, 비정규직의 급증과 같은 고용관계의 불안 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해관계자 관점에 기반한 규범적․제도적인 연구를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
에 그 특징이 있다. 김재구․노용진(2000)은 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
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과연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서 근로자이사제, 종업원지주제, 참여적 작업시스템 등
2) 근로자와 자본의 이익 간의 자원의 균형,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시간적 구성(time frame),
경영전략의 목적, 의사결정에서 재무적 요소에 주어진 중요성, 경영자와 종업원의 몰입을
유도하는 접근방법, 다른 기업과의 협력의 정도와 교섭구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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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으며, 조성재(2001)의 사례연구에서는 광의의 기업지배
구조에 기반해서 노동자와 노조가 기업지배구조에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참
가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 한편, 박상용(2005)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상의 환경변화인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 위협과 종업원의 경
영참여 요구를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종업원의 경영참여 및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강조
하면서 노사관계 당사자 간 힘의 균형 문제 등에 주목하고 있으나, 기업 내의
전략적 행위 주체의 하나인 노조의 역할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조준모․박성재(2007)의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고용조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문경영 체제가
노동시장 평판효과를 우려하여 기업성과에 연동한 신속한 고용조정을 행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고용조정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고용조정 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이 전문경영인의 고용조정 유인을 제한할 가능
성과 함께, 주주와 노조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다면 주주중심적인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가 고
용관계의 유연성 증대를 중심으로 하여 노사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노동비용, 교육훈련,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역할 및 종업원 경영참여 등과 같은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의 노사협력적 기업지배구
조를 구축함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종업원참여제도와 노사협력 수준

가. 종업원참여제도
기업경영 환경의 글로벌화와 복잡화로 인해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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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으로
부각되고 있다. 종업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감
시되고 견제되어 경영 의사결정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조직
의 장기적 성과를 높이도록 지배구조가 적정하게 체계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기업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조직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
게 될 것이다(Marzilliano, 1998).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를 포함하는 광의의 기업지
배구조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초점이 기업지배구조의 제도화
형태와 노사관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노사관계의 가장 주요한 이
해관계자인 종업원과 그 대표 조직인 노동조합의 기업지배구조 참여 수준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종업원참여제도를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기업지배구조 모형으로 바
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경영참여에는 근로자이사제
와 같은 최상위 수준의 기업지배구조참여도 있지만 운영적 차원의 경영참여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사회를 통한 종업원참여제도 외에는 실질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제도의 범주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하지만 종업원참여제도
의 경로를 이사회에 국한시키는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적 상황에서 그 실천 사
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와 아울러 본 연구의 초점이 이해관계자 이론에
기반하여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종업원 간의 이익 상충관계의 존부
를 분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수준에서의 종업원의 의사결정참여를 포함
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광의의 기업지배구조 개
념에 근거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수준의 주요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 본다
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수준의 종업원참여제도들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는 종업원참여 및 이익보
호제도에 관해서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종업원의 이사회 참여, 종업원지주제 혹은
이익분배 메커니즘 및 종업원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참여제도와 관련된 측정 항목을 “이사회
나 경영회의에의 참여 혹은 배석,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기술 도입이나 고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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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련 협의제도” 등과 같이 기업수준에서의 의사결정참여제도들을 위주로 구
성을 하였다(손동희, 2007).

나. 노사협력의 개념과 이론
다음으로 본 연구 모형에서 종속변수로서 다루게 될 노사협력의 개념과 이론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정보화 및 세계화
는 국경을 초월한 경쟁시대를 열었으며, 이처럼 국가 간․기업 간의 무한경쟁
상황하에서 노사 간의 참여와 협력의 이익은 과거보다 훨씬 크다. 노사가 진정
으로 협력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바라는 고용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
은 불가능할 뿐더러 기업의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어렵게 된다(이원덕,
1997). 즉 정보화사회는 극한경쟁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갈등관리에 치중하
던 기존의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즉 노사관계가 과거처
럼 계층 간의 갈등관리에 치중하는 시대를 지나서,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립 여
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 분야
에 있어서 생산적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신수식․김동원․이규용, 2005).
노사협력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김동원 외, 2005), 노사협력은
학자들에 따라 강조하고 있는 구성 개념이 매우 차별적으로 존재하여 통일된
입장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시스템적 관점에서 노사협력의 구성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각각 협력 영역의 공유와 노사의 공동 노력이 투입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협력적 기구의 설치와 각종 노사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
한 노사 간의 상호작용을 과정으로, 생산성 향상 등의 경제적 성과와 근로자
만족 및 노사관계 향상이라는 사회적 성과가 산출물을 구성하는 일종의 시스템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노사협력,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파트너십은
당사자들 간의 태도, 관계형성 및 조직분위기의 변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는 점에서 감성적 접근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종업원참여와 고성과 작
업시스템은 주로 작업조직과 생산시스템을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혁신하여 생산
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적 접근
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동원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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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의 학문적 영역은 크게 조직개발론적 접근, 교섭이론적 접근 및 경
제학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이 중에서 조직개발론적 접근은 노사협력
프로그램의 도입 결정과 효과성 및 제도화에 대한 결정요인을 설명해줌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실질적 변화와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에 이루어진 노
사협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노동조합과 경영진 간의 대립적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도입 결정 및 성공 요인을 파악
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조직개발론적 이론을 노동조합과 경
영진 간의 관계에 적용시킨 Kochan & Dyer(1976)의 기여가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하의 연구들(Hartley et al., 1986; Angle & Perry, 1986; Voos, 1989)은 노
사 간의 태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노사관계 분위기(IR Climate)라는 변수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측정 도구들은 하위구성 개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조직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수준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자 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종업원참여제도와 노사협력
그렇다면 기업수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수준이 노사협력
수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노사관계는 근로자 외에도 노동조합이라
는 별도의 주체와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권력 과정이
수반되어 변화한다는 점과 이해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 요인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들어 노사관계 학자들이 기업지배
구조와 노사관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화되는 기업환경 속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선순환적인 상호관계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각컨대 기업수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종업원참여 수준과 노사관계의
관련성은 종업원참여 수준이 노조에 미치는 영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
각된다. 그런데 종업원참여제도는 노조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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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위기로서의 측면은 경영참가제도의 실시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노조
에 갖는 관심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든 점과, 노조를 거치지 않고 경영진에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기회로서의
측면은 종업원참여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장기적인 고용안정
과 조합원의 이익보호라는 노조 본래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고, 이는 노조의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김동원, 1996; 신수식 외, 2005). 조성재
(2000)는 광의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종업원과 노조가 기업지배구조에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참가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의 인사임금체계
및 의사결정참가경로, 공식화된 분배규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참여 수준이 노사협력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사업체의 노사관계 담당자, 근로자 대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자 측 요인으로서 위계적 의사결정 구조와
경영정보의 미공개,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사용자의 권위주의적 태도 등이 노
사관계 저해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노사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
다(이주희, 2002). 결국 불투명한 경영과 위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노조 측의
이해부족을 낳고, 그로 인해 노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배될 이익의 크기를
늘려가는 데 협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임금인상 위주의 단체교섭을 하게 됨으
로써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주희, 2002). 따라
서 이러한 노사관계 메커니즘을 고려한다면 의사결정 참여를 중심으로 한 종업
원참여제도는 노사협력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업 수준에서의 종업원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노사협력 수준이 높을 것
이다.

3. 주주이익보호제도와 노사협력 수준
주주이익보호제도의 제도화 수준도 노사협력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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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중심적인 소유구조의 특성과 기업지배구조 체제가 종업원의 이익을 주
주의 이익에 종속되도록 한다는 관점(Lazonick & O'Sullivan, 2000; Gospel &
Pendleton, 2005)에 근거한다면 주주이익보호와 종업원의 이익은 상충관계
(trade-off)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노사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크다. 또 다른 관점은 종업원의 이익과 소유구조, 기업지배구조와 노사
관계 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종업원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반드시 상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Hillman & Keim, 2001; Hermann, 2005). 이런 관점에
근거한다면 주주이익보호 수준의 증가가 반드시 노사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주이익보호 수준과 노사협력 수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
는가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는 별로 없으며, 이로 인해서 연구의 필요성이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관점을 종합한다면 주주이익보호제도의 강화는 노사관계 측면
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하에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가설의 설정과 관련된 주요 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아울러 고려하
는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적 이익조
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Vinten, 2001). 이로 인해서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
키는 경우에는 종업원이익보호와 관련된 제도들도 함께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해관계자 이론에서 주장하듯이 균형적인 이해관계자 이익보호는 기업성과에
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는 종업원들에게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으로 인식되어 일정 부분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주주이익보호제도는 경영자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아
주고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긍정적이지만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주주이익보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결국 사용자 측에서 노조와 종업원들에 대한
균형적 이익의 고려보다는 주주에 대한 고려수준을 증대시키도록 유인할 가능
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사용자 측의 주주이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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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도의 도입이 소위 균형적인 이해관계자이익보호의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임계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주주이익을 보다 중시하는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 경향이 우리나
라에서도 점차로 증대하고 있다.3) 점차로 세계화되고 있는 자본시장에서 주주
중시 경영풍토와 경영의 투명성은 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주주이익보호 수준은 기업가치에도 긍정적
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주이익보호 수준이 소위 중위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주주중심적인 경영관행을 통해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균형
적 이익의 고려보다는 주주에 대한 고려 수준을 증대시키도록 유인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단체교섭이나 성과배분 등에서 노조와 종업원 측의 요구에 불가피하
게 소홀해질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Porter, 1994; Hutton, 1996;
Froud, Haslam & Williams, 2000; Lazonick & O'Sullivan, 2000).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주주이익보호 수준과 노사협력 수준의 관계는 초기
의 긍정적인 효과, 중위점에서의 최대 효과,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역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여 결국 역 U자형의 비선형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탐색적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탐색적 연구가설 3과 관련된 논점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우선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 속에서 주주와 종업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
해 본다면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연계된 기업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사안에는 이해가 일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주주이익 극
대화 추구와 관련하여서는 주주와 종업원 간에는 개별적 고용관계나 노사관계
를 둘러싸고 특히 고용조정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해 상충관계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Vinten, 2001; Hermann, 2005). 따라서 종업원참여제
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는 노사협력 수준에 대해서 단선적인 관계가 아닌 복잡
한 상호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결과로써 노사협력 수준에 대
해서 종업원참여 수준과 주주이익보호 수준이 유의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의 조사자료(200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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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인가? 기
존 연구에서는 주주이익보호제도와 종업원참여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
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려운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가설 2의 내
용을 고려하여 주주이익보호제도는 종업원참여제도와 노사협력 수준의 관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기울기를 감소시키는 부(-)의 상호작용을 나타낼 것으로 탐
색적 가설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즉 탐색적 가설 2에서는 주주이익보호 수준
이 노사협력 수준에 비선형적인 역 U자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
데, 탐색적 가설 3에서는 다른 이해관계자인 종업원이익보호수준과 관련해서
주주이익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종업원이익보호제도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근거로서는 종업
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적 이익을 지향하는 이해관계자 모형의 관
점에서 보았을 때 주주에 대한 이익보호 수준이 증가할수록 종업원에 대한 이
익보호 수준이 노사협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부(-)의 효과가 존재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탐색적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탐색적 가설 2. 주주이익보호 수준과 노사협력 수준의 관계는 역 U자형의 관계
를 보일 것이다.
탐색적 가설 3. 기업 수준에서의 종업원참여 수준과 노사협력 수준의 관계는 주
주이익보호 수준에 의해 부(-)로 조절될 것이다.

Ⅲ. 자료 및 기초통계

1. 표본 추출 및 연구 절차
실증연구를 위해서 2006년 및 2007년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 경제정의연구소(KEJI)의 자료원과 연결이
가능한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14개의 기업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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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응답을 받았다.4) 이 중에서 유노조기업 158개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독립변수의 구성 항목인 주주이익보호제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에서 시행한 2006년도 상장법인 기업지배
구조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기타 통제변수는 상장사협의회의 TS-2000, CGS
의 조사자료, KEJI의 조사자료,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또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2.0을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이므로 계층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측정과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손동희(2007)의 연구를 참조하
여 종업원참여제도와 관련된 설문 항목을 “이사회나 경영회의에의 참여 혹은
배석,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기술 도입이나 고용조정 관련 협의제도” 등과 같이
기업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참여제도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였으며, 경영상의 운
영적 효율성 측면이 주로 강조되는 QC, TQM, 생산성향상운동, 직무교육 등과
같은 일부 참여제도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주주이익보호 수준의 측정과 관련하여, 먼저 외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모형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주권리보호제도와 관련된 평가 기준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ISS(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의 평가 기준에서는 일
반적인 주주의 대우와 관련한 항목에서 투자자와 회사 간의 관계개선 노력, 동
등한 투표권의 선호, 주주의 관심사에 대한 배려, 주주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홍콩의 금융전문 월간지인 ‘에셋’은 소액주주 추천이
사의 인원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CGS)의 주주권리보호 항목 등을 참조하여 집중투표제, 서면 등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제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장소 및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의 사전통지제도, 공시제도를 통한 주주이익보호
제도, 이사시차임기제 등을 주주권리 행사의 용이성을 위한 제도로서 실증분석
4) 표본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8년 5월 10일～8월 12일까지 우편 및 전화
를 통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상장기업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응답률은 30%이고, 설
문대상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응답률은 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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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사외이사제도를 통한 주주이익보호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까지 많은 기업들이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
는 주장이 나뉜다(김창수, 2006). 사외이사제도가 일찍이 도입되어 시행 중인
외국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Brickley et al., 1994;
Cotter et al., 1997), 사외이사제도는 당초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
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이
(Bhagat & Black, 1997; Vafeas & Theodorou, 1998) 서로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외이사의 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효과를 배제하고 자발적인 사외
이사 선임의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서 초과 사외이사 수를 대용변수로서 사용하
기로 한다. 사외이사를 자발적으로 많이 선임한 기업은 사외이사제도가 기업가
치 향상 및 주주이익보호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졌을 것이
라는 근거에서이다(최정호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주주이익보호제도 관련 변수들을 모두 표준화
한 후에 합산하여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에 활용하기로 한다.5)
다음으로 노사관계에 관한 타당한 측정변수의 선택과 관련하여, 변수를 유형
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연속형 변수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기존의 기
업수준 노사관계의 많은 실증연구들이 노사관계 변수를 유형화하여 투입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계(time horizon)와도 관련된다. 즉 일단 노
사관계 형태가 한 번 형성되면 환경적․전략적 요인이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업지배구조도 마찬가
지이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충격은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행위 주체이
자 이해관계자인 사용자 측과 종업원, 노조, 정부 및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커
다란 변화를 초래했으며, 그 변화의 주된 방향은 IMF가 제시한 시장친화적인
개혁이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에 미친 제도적 힘은 시장과 주주
5) 주주이익보호와 관련된 제도들을 요인분석을 통해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해석이 곤란한
너무 많은 수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 조사기관인 CGS의 합
산방법 및 제도의 목적과 기존 연구의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산하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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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지배구조나 노사
관계의 유형적인 변화로까지 연결되었는지는 더욱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서, 본고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를 유형화하는 방법보다는 노사협력
의 수준을 나타내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표인 노사관계 분위기(industrial
relations climate)를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실증연구에서도 노사관계의 우호
성과 관련된 지표로서 노사관계 분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박우성․유규창,
2000; 노용진,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노사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변수로
서 Angle & Perry(1986)의 노사관계 분위기를 참조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한편, 통제변수로서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변수들과
경영참가 관련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환경, 전략, 재무변수들을 투입하
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외에도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환경요인과 전략요
인, 재무변수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 또한 소유구조 및
기업특성과 관련된 변수로서 외국인지분율과 내부지분율, 재벌계열사 여부 및
소유·전문경영 여부,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실증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의 유형과 측정방식은 <표 2>과 같으며,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가설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
할 수 있으므로 이후의 가설검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종업원_Index 변수와 노사관계 분위기 간에 p<.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주_Index 변
수와 노사관계 분위기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 종업원_Index 변수와 주주_Index 변수 간에도 p<.01 수준
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기업규모와 재
벌계열사 여부 간에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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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들의 측정방법
측정방법
업종

경공업, 중화학공업, 비제조업(기준 업종), 건설업

기업 규모

종업원 수(로그를 취함)

기업 연령

(2007–기업 설립연도)

상급단체

한국노총․무소속=1, 민주노총=0

출처

재벌계열사 여부 30대 재벌의 계열사에 속한 경우는 1, 아니면 0
남성직원 비율

(남성 직원 수/전체 직원 수)×100(%)

관리사무직 비율 (관리사무직 인원 수/전체 직원 수)×100(%)
평균 근속연수

전체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년)

노동장비율

(유형고정자산/종업원 수)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당기순이익

(당기의 총수익–영업외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

유보율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납입자본금

외국인지분율

(외국인 주주의 주식 수/전체 주식 수)×100

내부지분율

소유경영 정도

경쟁전략
노사관계 분위기

종업원참여제도

상장사 협의
회, 사업 보
고서

한국증권금
융

최대주주(오너)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지
분율
경제정의연
구소
(대주주 임원 수/전체 임원 수)×100, 임원 : 이사회 구 (KEJI)
성원, 대주주 :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원가우위전략(3문항)과 차별화전략(4문항)을 합산 후
평균값(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노사협력 수준에 관한 설문(1~5점 척도, 12문항)을
합산 후 평균값(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설문조사
(사측)
이사회 참석, 최고경영회의 참석, 노조, 노사공동위원
회, 노사협의회, 공동협의제도 등에 관한 설문(1~5점
척도, 10문항)을 합산 후 평균값(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집중투표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제도, 주주총회의 홈페
주주이익 보호제
이지 공시 여부, 이사시차임기제, 초과사외이사, 공시제
도
도 등에 관한 10문항의 설문 점수를 표준화(척도 상이
함) 후에 합산하여 평균값

한국지배구
조개선지원
센터
(CGS)

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가 노사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김동주) 

193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명
C1
직원 수
C2
Ln 직원 수
평균근속연수
C3
중화학공업
C4
경공업
C5
건설업
C6
비제조업
C7
부채비율
C8
노동장 비율(천원)
C9
남성직원 비율
C10
원가우위전략
C11
차별화전략
C12
외국인지분율
C13
내부지분율
C14
소유경영 정도
C15
기업연령
C16
상급단체
C17
재벌계열사 여부
C18
관리사무직 비율
C19
당기순이익(천원)
C20
유보율
C21
우리사주지분율
C22
종업원참여제도_Index
EA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한다
E1
근로자대표가 최고경영회의에 참석한다 E2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
E3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E4
노사공동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E5
인사노무제도 개선시에 노사간에 합
E6
의해서 결정한다
고용조정시 노사간에 합의해서 결정
E7
한다
성과배분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E8
경영계획시에 노사간에 합의해서 결
E9
정한다
신기술도입 결정시에 노사간에 합의
E10
해서 결정한다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158
89
37514 1758
158 4.49
10.53
6.56
156 3.30
19.20
9.77
158 0.00
1.00
0.51
158 0.00
1.00
0.30
158 0.00
1.00
0.08
158 0.00
1.00
0.10
157 8.90 359.60 87.94
156 15245 3716831 268024
156 27.47 97.92 84.41
158 1.00
4.00
3.27
158 2.00
5.00
3.25
158 0.00
85.48 14.98
158 2.27
75.85 38.76
158 0.00
42.86 11.81
158 5.00
83.00 39.53
158 0.00
1.00
0.68
158 0.00
1.00
0.16
158 4.10 100.00 42.47
158 -63064 3206605 110832
158 0.25 268.92 12.74
158 0.00
9.83
0.47
158 1.50
4.90
3.05
158 1.00
5.00
1.35
158 1.00
5.00
1.34
158 1.00
5.00
3.75
158 2.00
5.00
4.09
158 1.00
5.00
3.72

표준
편차
4207
1.18
3.64
0.50
0.46
0.28
0.30
67.93
415684
13.30
0.54
0.70
18.44
15.67
11.13
14.55
0.47
0.37
22.46
347338
32.51
1.48
0.62
0.74
0.65
1.13
0.99
1.19

158

1.00

5.00

3.61

0.85

158

1.00

5.00

3.59

0.90

158

1.00

5.00

3.70

0.83

158

1.00

5.00

2.82

0.83

158

1.00

5.00

2.5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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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변수
명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주주이익보호제도_Index
집중투표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

SH

158

-1.49

1.98

0.00

0.40

H1

158

0.00

1.00

0.04

0.21

H2

158

0.00

1.00

0.11

0.31

전환사채 발행한도 규정

H3

158

0.00

1.00

0.97

0.16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규정

H4

158

0.00

1.00

0.96

0.19

이사시차임기제

H5

158

0.00

1.00

0.41

0.49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H6

158

0.00

1.00

0.69

0.28

초과사외이사

H7

158

0.00

0.66

0.05

0.13

사외이사 활동내용 & 평가결과 공시

H8

158

0.00

1.00

0.49

0.11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여부의 홈
H9
페이지 공시

158

0.00

1.00

0.31

0.46

외부감사인에 관한 사항과 최근 감사
H10 158
의견 등의 홈페이지 공시

0.00

1.00

0.32

0.47

노사관계 분위기
노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노사는 회사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하고자 노력한다
노사는 서로 협력적이다
경영진은 노조와 협력하려고 노력한
다
경영진은 노조가 옮은 경우 양보한다
경영진은 힘으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R)
경영진은 노조를 약화시키려 한다(R)
노조는 경영진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노조는 경영진과 협력하려고 노력한다
노조는 경영진이 옮은 경우 양보한다
노조는 힘으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다(R)
노조는 경영진을 약화시키려 한다(R)

RS

158

2.67

4.75

3.79

0.46

R1

158

3.00

5.00

3.95

0.33

R2

158

2.00

5.00

3.92

0.36

R3

158

2.00

5.00

3.87

0.81

R4

158

2.00

5.00

3.76

0.50

R5

158

2.00

5.00

3.64

0.64

R6

158

1.00

5.00

3.72

0.60

R7
R8
R9
R10

158
158
158
158

1.00
2.00
2.00
2.00

5.00
5.00
5.00
5.00

3.90
3.58
3.89
3.64

0.80
0.68
0.85
0.63

R11

158

2.00

5.00

3.81

0.79

R12

158

2.00

5.00

3.84

0.81

주 : 종업원참여제도_Index는 EI~E10을 합산 후의 평균값임. 주주이익보호제도_Index
는 H1~H10을 표준화하여 합산 후의 평균값임. 노사관계 분위기는 R1~R12를 합
산 후의 평균값임. (R)은 역코딩 항목임.

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가 노사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김동주) 

195

<표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1
1. Ln 직원 수 1.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기업연령 0.05 1.00
3. 평균근속연수 0.30**-0.10 1.00
4. 중화학공업 -0.14 -0.14 0.32**1.00
5. 경공업

-0.09 0.19* -0.42* -0.68* 1.00

6. 건설업

0.06 0.04 -0.01 -0.31* -0.20* 1.00

7. 원가우위
0.02 0.05 -0.19* -0.02 0.04 0.04 1.00
전략
8. 차별화 전략 0.07 -0.03 0.31**0.23**-0.28* 0.00 -0.20* 1.00
9. 상급단체 -0.20* 0.21**-0.21* 0.00 0.34**-0.43* 0.04 -0.05 1.00
10. 재벌계열
0.62**-0.02 0.29**0.01 0.17* 0.12 0.09 0.06 -0.29* 1.00
사 여부
11. 외국인지
0.48**-0.01 0.18* -0.08 0.01 0.11 -0.03 0.01 -0.12 0.42**1.00
분율
12. 내부지분율 -0.24* -0.13 -0.02 0.11 -0.05 -0.12 -0.03 -0.01 0.05 -0.19* -0.15 1.00
13. 소유경영
-0.06 -0.07 -0.03 -0.10 -0.02 0.17* -0.04 -0.01 0.02 -0.01 0.01 0.02 1.00
정도
14. 부채비율 0.21**-0.07 0.07 -0.07 -0.22* 0.22**-0.01 0.10 -0.27* 0.26**-0.13 -0.16* 0.03 1.00
15. 노동장비율 0.10 0.03 0.17* -0.09 -0.20* -0.05 0.03 -0.01 -0.03 0.17* 0.09 -0.06 -0.02 0.21**1.00
16. 당기순이익 0.58**0.00 0.29**0.04 -0.13 0.03 0.02 0.09 -0.11 0.53**0.40**-0.37* 0.10 0.05 0.22**1.00
17. 유보율
18. 남성직원
비율
19. 관리사무직
비율
20. 우리사주
지분율

0.21**0.07 -0.03 -0.03 0.10 -0.08 0.02 0.02 0.13 0.18* 0.16* 0.13 -0.06 -0.21* 0.03 0.06 1.00
-0.09 -0.06 0.50**0.39**-0.60* 0.22**0.00 0.21* -0.22* 0.07 -0.04 0.06 0.09 0.10 0.16* 0.01 -0.16* 1.00
-0.23* 0.06 -0.16* -0.14 0.15 -0.12 -0.07 -0.01 0.08 -0.08 -0.03 0.03 0.06 0.05 -0.05 -0.13 -0.08 -0.10 1.00
0.18* -0.03 0.10 -0.18* 0.01 -0.04 -0.03 0.03 -0.07 0.03 0.03 -0.07 0.19* 0.01 0.08 0.28**-0.04 0.02 0.03 1.00

21. 노사관계
0.10 -0.03 -0.08 -0.16 0.18* -0.09 -0.20* -0.17* 0.18* 0.01 0.10 -0.07 0.03 0.07 0.11 0.12 -0.02 -0.19* -0.06 0.04 1.00
분위기
22. 종업원
0.24**-0.02 0.04 -0.10 0.04 0.03 -0.11 0.00 -0.04 0.20* 0.18* -0.08 -0.01 0.07 0.06 0.28**-0.03 -0.10 0.00 0.17* 0.60**1.00
_Index
23. 주주_Index 0.35**-0.03 0.34**-0.14 -0.03 0.04 -0.05 0.14 -0.13 0.25**0.23**-0.34* 0.10 0.14 0.16* 0.46**-0.12 0.13 0.05 0.36**0.17* 0.24**1.00
주 : 양측검정. Pearson 상관계수. * p<.05, ** p<.01. 기준 업종은 비제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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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해서 측정하
였을 때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가를 의미하는바,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석도구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설문 문항에 대
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설문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s
alpha 계수값이 모두 0.6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측정 도구의 신뢰성은 비교적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 문항별로 삭제된 문항을 본다면, 경쟁전략은 총 7개 문
항 중에서 2개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의사결정과 관련된 종업원참여제도의 경
우에는 총 12개 문항 중에서 2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노사관계 분위기는
총 13개 문항 중에서 1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의 측정을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통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방식은 베
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경쟁전략에 관한 문항은 원가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의 두 가지 요인으로
묶였으며, 실증분석에서는 원가우위 전략에 관한 두 문항과 차별화 전략에 관
한 세 문항을 각각 합산한 후에 평균값을 투입하였다. 종업원참여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참여 형태와 수준별로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묶임을 알 수 있
었다(전체 구성 항목의 Cronbach's alpha=.866, N=158). 즉 이사회와 최고경영
회의에의 참여와 같은 최상위 수준의 참여 유형과 노조나 노사협의회, 노사공
동위원회와 같은 대의기구를 통한 참여 유형 및 신기술도입, 생산과 투자계획
에 대한 의사결정참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
의 참여를 모두 포괄하여 종업원의 의사결정참여제도로 변수화하였다. 한편,
노사관계 분위기는 적재값이 작은 항목 하나를 제외하고 노사 양쪽 분위기, 경
영진 측 분위기, 노조 측 분위기를 모두 합산하여 실증분석에 투입하였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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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항목의 Cronbach's alpha=.904, N=158).

2. 분석 결과
가설검증을 위해서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al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노사협력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기업규모, 기업연령, 평균근속연수,
업종 및 경쟁전략과 상급단체, 외국인지분율, 내부지분율, 소유경영 정도, 노동
장비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유보율, 우리사주지분율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 모형별로 검증하였다. <표 5>에서 각 모델 1은 통제변수들만을 투입한 모델
이며 모델 2~모델 5는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으로서, 독립변수와 2차항, 상호작
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이다. 즉 모델 2에서는 통제변수와 종업원참여 수준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종업원참여 수준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모델 3에서는 주주이익보호 수준 변수를 추가하여 총 설명
력을 살펴본 후, 모델 4에서는 주주이익보호 수준의 2차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탐색적 가설 2를 검증하였다. 이 때 변수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R2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변수들간의 공선성
(collinnearity)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Bedian et al., 1991).
먼저 가설 1과 관련하여 종업원참여 수준이 노사협력 수준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에 관한 <표 5>의 모델 2의 분석 결과를 보면, 종업원참여 수준의 계수 추
정치는 노사협력 수준에 대해 양측검증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주이익보호 수준과 노사협력 수준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주이익보호 수준의 1차항과 2차항을 동시에 독립변수
군에 포함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5>의 모델 4에 정리되어
있다. 그 추정 결과를 보면, 주주이익보호 수준의 1차항은 노사협력 수준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비해 주주이익보호 수준의 2차항
은 노사협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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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Ln 직원 수
기업연령
평균근속연수
중화학공업
경공업
건설업
남성직원비율
관리사무직비율
원가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상급단체
재벌계열사 여부
외국인지분율
내부지분율
소유경영 정도
부채비율
노동장비율
당기순이익
유보율
우리사주지분율
종업원참여제도_Index(A)
주주이익보호제도_Index(B)
주주이익보호제도_Index(B)**2

모델 1
-0.001
(-0.006)
-0.062
(-0.753)
-0.050
(-0.469)
-0.089
(-0.518)
0.042
(0.248)
-0.041
(-0.322)
-0.057
(-0.512)
-0.116
(-1.369)
-0.232***
(-2.804)
-0.152*
(-1.777)
0.240**
(2.443)
-0.025
(-0.219)
0.111
(1.129)
0.010
(0.110)
0.015
(0.183)
0.164*
(1.666)
0.063
(0.639)
0.135
(1.152)
-0.051
(-0.592)
-0.006
(-0.063)

모델 2
-0.039
(-0.370)
-0.043
(-0.660)
-0.015
(-0.182)
-0.088
(-0.653)
0.022
(0.162)
-0.080
(-0.805)
-0.016
(-0.186)
-0.126*
(-1.899)
-0.149**
(-2.270)
-0.135**
(-2.019)
0.211***
(2.730)
-0.083
(-0.921)
0.077
(0.993)
-0.028
(-0.406)
0.057
(0.876)
0.143*
(1.853)
0.051
(0.657)
0.018
(0.198)
0.001
(0.018)
-0.078
(-1.100)
0.581***
(8.722)

노사협력 수준
모델 3
모델 4
-0.051
-0.064
(-0.490)
(-0.622)
-0.038
-0.062
(-0.586)
(-0.974)
-0.043
-0.004
(-0.506)
(-0.049)
-0.059
-0.076
(-0.440)
(-0.571)
0.022
0.019
(0.163)
(0.146)
-0.066
-0.066
(-0.662)
(-0.677)
-0.034
-0.049
(-0.380)
(-0.571)
-0.138**
-0.163**
(-2.074)
(-2.473)
-0.151**
-0.162**
(-2.323)
(-2.539)
-0.144**
-0.127*
(-2.150)
(-1.930)
0.216*** 0.222***
(2.808)
(2.947)
-0.072
-0.106
(-0.797)
(-1.189)
0.072
0.102
(0.938)
(1.341)
-0.003
-0.032
(-0.040)
(-0.455)
0.053
0.037
(0.825)
(0.581)
0.139*
0.140*
(1.817)
(1.861)
0.051
0.043
(0.669)
(0.568)
-0.013
0.023
(-0.133)
(0.245)
0.011
0.064
(0.156)
(0.920)
-0.097
-0.035
(-1.364)
(-0.478)
0.568*** 0.561***
(8.518)
(8.454)
0.142*
0.155**
(1.748)
(1.908)
-0.133***
(-1.679)

모델 5
-0.021
(-0.201)
-0.052
(-0.800)
-0.037
(-0.435)
-0.081
(-0.603)
0.014
(0.108)
-0.082
(-0.830)
-0.025
(-0.285)
-0.152**
(-2.285)
-0.131**
(-2.006)
-0.121*
(-1.801)
0.210***
(2.760)
-0.086
(-0.956)
0.058
(0.751)
-0.028
(-0.392)
0.043
(0.668)
0.129*
(1.686)
0.051
(0.673)
0.010
(0.103)
0.036
(0.527)
-0.063
(-0.861)
0.579***
(8.953)
0.140*
(1.764)

-0.143*
(-1.846)
R2
.205
.494
.506
.529
.516
2
수정된 R
.086
.414
.423
.446
.431
△ R2
.289
.011
.023
.010
F
1.726*
76.071*** 3.054*
6.396**
2.818*
주 : * p<.10, **p <.05, ***p<.01(양측검정), 표 안의 값은 β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t값임. N=15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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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탐색적 가설 2의 예상과 같이 주주이익보호 수준이 중위 수준에 있
을 때 노사협력 수준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주주이익보호 수준이 종업원참여제도와 노사협력 수준 변수 간에 상호
작용효과를 지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종업원참여 수준과 주주이익보호 수
준의 표준화 값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표 5>의
모델 5에서는 종업원참여 수준과 주주이익보호 수준의 표준화 값을 곱한 상호
작용항을 투입하여 상호작용효과의 존부를 검증하였으며, 2차항과 상호작용항
을 동시에 투입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의 회귀
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의 모델 5와 같으며, 회귀식에 상
호작용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증가하는 R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므로, 주주이익보호 수준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종업원참여 수준이
노사협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부(-)의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델 5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분산확대인자(VIF)값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VIF값이 5 이상의 계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독립변수들 간의 연관성에서 기인
하는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는 한국노총․무소속 더미의 효과가 양측검증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재벌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소유경
영 정도는 노사협력 수준에 거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유경영체제, 전문경영인체제 여부보다는 기업지배구조
의 의사결정구조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특성이 노사관계와 상대적으로 더욱 밀
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본 연구의 관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6)

6) 소유경영 정도가 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바, 변
수의 설정에 있어서 ‘3% 이상 지분을 가진 임원수의 비율’이 아닌 최고경영진(회장, 부회
장, 사장, 부사장 등)의 소유경영자 비율, 혹은 소유경영 여부의 더미변수를 쓰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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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이상으로 본 연구는 기업수준 종업원참여제도와 최근 기업지배구조에서 부
각되고 있는 주주이익보호제도가 각각,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사협력 수
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종업원참여 수준은 노사
협력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주이익보호 수
준과 노사협력 수준은 역 U자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주주이익보호제
도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종업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적 이익을
지향하는 이해관계자 모형에 따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주주이익보호제도와 노사협력 수준은 정(+)의 관계를 가진다. 그
러나 임계점을 넘어선 과도한 주주이익보호는 오히려 노사협력 수준을 떨어뜨
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주주이익보호 수준은 종업원
참여 수준이 노사협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부(-)의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어서
주주와 종업원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주주이익보호 수준이 증가하는
것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노사협력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특히 다른 이
해관계자인 종업원에 대한 이익보호 수준과 관련해서는 종업원이익보호제도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두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적인 이익
보호가 노사협력 수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주요한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에 관한 논의 및 연구들이 주로 조직 전체 수준 또는 전략적 관점에서 지배구조
가 기업 전략 또는 가치에 어떠한 변화 또는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한 반면, 노조와 종업원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적인 측면을 고려하
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광의의 이해관계자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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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노사협력 수준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실증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러한 관점은 향후의 연
구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연구 주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으로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간의 관련성에 관한 기업수준 실증연
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하게 검증되지 못
한 부분이었던 다수의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간
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질적으로
광의의 기업지배구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들에 근거해서 분석모형
을 설정하여 검증하는 것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함의를 줄 수는 있겠으나 기업의 실무진 및 정책입안자에게 보다 설득력을 가
지려면 이론적 배경의 강화와 함께 실증적으로 보다 정교한 분석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증모형의 설계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존
논문이 거의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과
국가수준 실증연구들의 분석모형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상당 부분 탐색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노사협력 수준과 관련하여 사측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응답
의 편중(bias)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설문조사에 의한 정성지표
의 경우에는 동일 응답자의 오류 및 사회적 기대의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
다. 향후에는 복수 응답자 방식의 사용 및 중요한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
게 응답을 받는 후 평가자간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안(Collins & Smith, 2006)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변수는 장기적 추세에 따
라 변동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종단분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
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해 횡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로 해석하거나 일반화함에는 상
당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넷째, 종업원참여제도 및 주주이익보호제도와 관련
된 측정변수들에 대한 보다 이론적이고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노사
관계 이외의 기업성과변수들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주이익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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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인덱스(index) 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의 관점과 자료 조사기관인 CGS의 합산방법 및 제도의 목적과 취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산하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추후에는 개
별 제도의 채택 유무 외에도 도입 시기, 제도의 강약, 시행 수준을 고려하여 보
다 세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함의
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양상의 영향요인과 결과 및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특징을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이슈에 관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지만, 기업 수준의 연구는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를 계기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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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mployee Participation and Shareholder
Rights o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
Focusing on Stakeholder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Dong-Ju Kim
This study conducted the empir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effect of
the employee participation and shareholder rights to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n the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And the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employee participation and shareholder
rights to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was also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employee
participation has the positive relations to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Second, shareholder rights have inverted U-shaped associations with good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Third, shareholder rights and the level
of employee participation have negative interaction effect o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compromise mutual interest of the employee participation
and shareholder right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Keywords : employee participation, shareholder rights,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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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2004년 당시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의 증
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2004년 일
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사회협약의 의미와 역
사, 일자리 만들기 관련 외국의 사회협약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로운 사회협약의 지속
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사정의 합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행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속 추진,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와 경영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추진 성과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만
들기 사회협약의 한계는 사회협약 체결 과정 및 수준의 문제, 사회협약의 실
효성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정책
적 시사점은 경제위기 극복의 공감대 확산과 대화 체제의 내실화, 사회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인식, 신뢰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립 계기,
협약 대표의 실행력 제고 인식, 합리적인 의제와 명확한 기준으로 합의 유인
책 필요, 임금 안정화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필요성 인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핵심용어 : 사회협약, 일자리 만들기, 합의주의, 코포라티즘

논문접수일: 2009년 5월 6일, 심사의뢰일: 2009년 5월 18일, 심사완료일: 2009년 7월 21일
* 본 논문은 한국생산성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2009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
사민정 비상대책기구의 출범과 사회적 합의를 계기로 최근 자료를 보완․수정한 것이다.
** (주저자)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youngman@dongguk.edu)
*** (교신저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hikim15@k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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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2004년 2월 10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듯했던 우리나라 경제는 2003년 이후 내
수부진과 기업의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다. 특히 제조업체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이전과 같은 산업공동화,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청년실업의 증가 등 고용문제가 국가경제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12월 26일 노․사․정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이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
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 2월 10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매월노동동향』, 2004. 3). 당시 협약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성과 고령자 등 잠재인력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성장, 고용, 분
배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노사정위원회, 2004a). 하지만 사회협약 체결 당시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효
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즉 일자리의 수요를 창출하여 공급과 일치시킨다
는 시장주의적 접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강우란, 2004: 2).
2004년 사회협약에 대해 2008년 상반기에 이행점검이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한계,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등을 살펴볼 시점이라고 판단
된다. 특히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로 2009년 2월 23일에 ‘경제
위기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이란 ‘일자리 나누기 사회협약’이 제시
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한계,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계속 추진되어야 할 2009년 일자
리 나누기 사회협약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1)
연구방법은 기존 선행연구,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부보고서 및 관련자 인터뷰,
1) 참여정부에서 현 정부로 환경이 달라졌지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는 일자리 관련
사회협약 정책이 외국 사회협약의 경험을 볼 때 크게 달라질 수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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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통계자료 및 국내외 사례연구 등 문헌
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사회협약의 의미와 역사, 일자리 만들기 관련 외국의 사회협
약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체결 결과 어떤 성과가 있는
지, 과연 의도한 대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사회협약은 체결도 중
요하나 오랜 기간 동안 이행․점검하는 것이 협약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
다. 이를 토대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한 한계, 향후 새로운 사회협약의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합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행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사회협약의 이론적 고찰

1. 사회협약의 의미와 역사
현대사회의 특징은 ‘다양성’의 존재인데 이는 ‘차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구조와 사회구성원의 행위양식에 따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혹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or social integration)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황기돈, 2003: 9). 배제가 사회의 균열과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반면에, 통합
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구성원 전체가 사회적 부의 공정한 분배와 정책결
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Stewart, 2000: 1).
사회분열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정책은 고용창출, 사
회적 양극화의 시정,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좀 더 거
시적 정책은 경제적․교육적 기회의 확장, 사회구성원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의
확대, 차별에 대한 거부, 인간 존엄성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민주주의
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2)
2) 미시적 차원, 즉 생산 현장에서 노사 간의 사회협약(social partnership)도 넓은 의미에서
사회협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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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방식은 사회적 파트너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의 방안
(integrated bargaining)을 찾아가는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와 타협을 들
수 있다(Walton & McKersie, 1964). 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
일랜드 등의 국가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한 국가들이며, 특히 노
사관계에서 사회적 대화 및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아우어, 2000; 김동원, 2003a).
여기서 사회적 대화의 주체인 노사정 3자의 합의주의(Tripartism)란 ‘노동관련
법, 조세와 사회보장, 고용정책, 그리고 산업정책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이슈들
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차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 그리고 중앙정부간의
정기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3)

가. 코포라티즘과 사회협약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제하면서 수많은 사회통합 모델과 이론이 논의되어
왔으나 시장경제의 순기능적 측면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달성하는 모델의 하나로서 서유럽에서 발전된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논의
해 볼 수 있다.4) 코포라티즘은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이익집단 간에 서로 상충
되는 이해관계가 높은 수준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주의를 지향하는 모델
이다(이호근, 2003: 2). 코포라티즘의 역사는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
세기 중반까지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호황을 경험했던 유럽의 자본주의 시장경
제가 과잉생산과 경쟁심화로 경기침체를 겪게 되면서 노동운동과 정당, 그리고

한다. 생산 현장에서 사회협약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Black & McCabe(1998), D'Art &
Turner(1999), Deery, Erwin, & Iverson(1999), Deery & Walsh(1999), Kelly(2004),
Roper(2000), Stump(1999), Rubinstein(2000)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사회협약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노사정의 3자를 언급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Zoll(1998: 111)은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인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여성,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의 의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유럽국가에서는 사회협약의
주체로 기존의 노사정 3자만이 아닌 다른 이해집단도 포함되는 경향을 보인다. 2009년
우리나라의 사회협약에도 민간이 포함되어 4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4) 코포라티즘은 사회 유기체(organic)이면서 공동체적(gemeinschaft)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
어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합주의와는 구분할 수 있다. 조
합주의라고 했을 때는 계약에 기초한 근대사회적(gesellschaft)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개념
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한 최장집(1988)의 경우에 따르기로 하나
국내에서는 ‘조합주의’ 또는 ‘협의주의’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음을 밝힌다(이호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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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적 이익집단의 급격한 성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코포라티즘은 1970년대 후반 다시 새롭게 논의된다. 1973년 석유위
기를 계기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이나 노동조합은 직
장의 민주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
게 된다. 독일에서는 1972년 공장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공장평의회에 대한 노
조개입권이 강화되었으며, 1976년에는 2천 명 이상의 모든 기업에 공동결정권
이 확대적용되었다. 영국은 1974년 산업정책과 소득정책이 핵심인 사회협약
(social contract)을 체결하여 노조의 노사협의에 대한 권리와 참가 권리의 법제
화를 추진하였다(고세훈, 1999: 358; 박덕제, 1995: 103).
20세기 후반의 사회협약을 설명하는 네오코포라티즘(neo-corporatism) 이론
은 이익집단의 대표를 둘러싼 제도의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중앙조직과 일반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들간의 갈등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협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앙조직이 일반조합원의 반
대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임상훈, 2002: 5; Scokie,
1999). 이러한 결정론적 주장은 1970년대 후반의 독일의 Konzert Aktion, 영국
의 Social Compact, 이탈리아의 National Solidarity의 붕괴, 1980년대 스웨덴의
국가교섭의 산별교섭 전환 등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갖지만, 1990년대 이후 중앙
집권적이었던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서 분권화되면서 동시에 사회협
약이 체결되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임상훈, 2002: 6).
그 이후 연구자들은 글로벌화가 중앙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
음을 파악하고 정부가 자본의 유동성 제고와 탈규제 등으로 정책집행력이 약화
되는 반면에 사회정책의 설정이나 경제의 규범 이행 등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행
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Rodnik, 1997; Hirst, 1998). 즉 글로벌화는 노동유연성
과 노사관계의 분권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노사정 사회행위자들에 대해 사회 전
체에 걸쳐 상호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것과 임금과 물가상승에 대
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Auer, 2000; Grote & Schmitter,
1999; Rhodes, 1997; Visso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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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협약과 노사관계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
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Lister, 2000). 미국의 경우는 사회통
합적인 측면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노동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제성장이나 고용
창출에는 성공했으나 빈곤율과 소득격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
에 비해 네덜란드나 덴마크 등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코포라티즘을 바탕으로
한 사회협약을 추진하면서 양쪽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노동정책 방향
을 추진한 바 있다(Madson, 2003a, 2003b).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은 다각화된 교섭 및 협의시스템, 행위규범으로
서의 노사자율과 사회적 책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시스템의 운영, 그리고 유연
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등의 구성요소를 들 수 있다(황기돈, 2003: 19). 사회
협약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대화란 상호 인정과 존중이라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핵심이며, 대화를 통한 타협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사회
적 대화는 전국, 지역 및 기업 차원에서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에 진행되며 형식
은 주로 정보의 교환과 자문, 공동 의사결정, 협의, 협상 및 계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최고 단계의 대화와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합의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사회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자리 만들기 관련 외국의 사회협약 검토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역사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유럽에서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각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Casey & Gold, 2000;
Berger & Compston, 2002).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 노사정과
공익의 대표로 구성된 사회경제협의회를 구성해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모
색해왔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고용유지와 임금안정에 대한 협약을 맺어 경기
회복에 기여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최근까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
드,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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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jertag & Pochet, 2000).5)
본 연구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연계성을 갖는 일자리 만들기 관련 외
국 사회협약의 비교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사정 각 주체의 시각 내지 종합
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정부주도적으로 코포라티즘이 실행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네덜란드
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이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사
회적 협의기구는 협의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경제협의회(Social-Economische Raad
: SER)와 합의 기능을 강조하는 노동재단(Stichting van de Labour, Labour
Foundation)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회경제협의회는 정부의 산업조직법에 의해
1950년에 설립된 정책자문기구로 노사공 각 11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 협
의회는 35명의 전문인력을 포함하는 170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가지고 있으
며 노사정 간에 협의에 필요한 정책 자문과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재단은 1945년에 설립된 노사협의기구로 사적 기구이다. 노사
대표 각 1명의 공동회장을 중심으로 이사회, 의제위원회, 실무위원회로 구성된
다. 예산편성기인 봄과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는 가을에 대표들이 모여 내각의
대표들과 협의를 거친 후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사회경제협의회를 구성한다. 주
요 기능은 노사 간 수시적 대화 및 현안 논의,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등을
행하며, 특히 1982년 바세나르협약 이래 모든 노사협의는 노동재단을 통해 나
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기구이다. 1982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ccord),’
1993년의 ‘신노선(New Course),’ 1996년의 ‘유연과 안전(Flexibility and Safety:
Flexicurity),’ 1997년의 ‘Agenda 2000’ 등의 주요 협약은 모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노사 간에 체결된 합의이다.
5)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Review, 2006～2007, 한국노동연구원(2004)의「세계 각
국의 사회협약」과 노사정위원회(2006, 2007)의「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
제 비교연구(Ⅰ․Ⅱ)」에서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호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사회협약’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파트너십은 박석돈(1997,
1998), Marterbauer(1993), 그리스는 Kioukias(2003), 동구권 국가인 불가리아와 폴란드는
Iankova & Turner(2004), 러시아는 Ashwin(200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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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보면 노동조합은 임금안정과 근로시간 단
축을 통한 경제회생을 위해 1983년 이후 2년 동안 예정되었던 임금인상을 포기
하였는데 이로 인해 실질임금은 9%가 하락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3～
17). 사용자는 그 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협상하고 주당
38시간으로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장제
도와 연금 혜택이 폐지되고 대신에 교섭권과 파업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1982
년 이후 4회에 걸친 사회협약 도출을 토대로 국민소득은 1만 달러(1982년)에서
4만 3천 달러(2006년)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11.6%(1982년)에서 3.5%(2006년)
로 감소하였으며 고용인력은 1982년 550만 명에서 1996년 680만 명으로 약
25% 증가하여, 유럽연합의 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4배에 달했다. 그 이후 2002
년 11월의 ‘2003년 노사 간의 고용조건정책’ 협약에서는 물가인상률 전망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10
월 노사정은 5개월의 협상을 통해 2004～2005년 임금동결을 포함한 노사정 사
회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노조는 임금동결에 합의하고, 경영자 단체와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2년 연기하였다(임상훈, 2006: 237).
이러한 네덜란드의 합의주의 모형은 첫째, 임금안정과 근로시간 단축(40시간
→ 38시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둘째, 비정규직, 임시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유
연화, 셋째, 물가연동 임금인상제 폐지와 노사 중앙교섭 강화, 넷째, 세금 감면
및 기업보조 확대, 공공지출 및 서비스고용 증대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다섯째,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 그 활동 범위와 노사정 협의의 방식을 새롭
게 하여 사회경제적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꾸준히 노사정 협의의 전통을 발전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노사정 합의 결과인 바세나르협약은 먼저 1970년대 이후 혹독한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실정과 고도의 실업난으로 인해 가능했으며, 다음으로
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으로 노사의 자율적 협약을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강명세, 2006: 209～210). 그러나 바세나르협약에 대해 시장의 요구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으로 비정규직 및 파트타임 근로자의 양산,6) 정규직의 임금
6) 새로이 창출된 일자리 10개 가운데 9개는 주당 12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이었
다는 점에서 비판하는데, 네덜란드의 비정규직은 근로시간이 적은 파트타임일 뿐 정규직
에 비해 크게 차별받지 않는다. 적게 일하고 적게 받는 대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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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강명세, 2006: 213).

나.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보면 1973년 국제경제사회위원회(NCSC)가
설립되어 매 3년마다 국가발전전략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1993년 국가경
제사회포럼(NESF)이 설립되어 보고서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감독 기능을 담
당해 왔고,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NCPP)는 2000년 이후 사회협약의 개별사
업장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2002년에는 총리실 직속으로 국가경제사회발전처
(NESDO)가 설립되어, 이 세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있다(경제사회발전노사
정위원회, 2008. 9: 20).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아일랜드는 서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실패한 국가
로 알려져 있었으며 1987년에는 실업률이 17%, 7년 동안 실질소득이 7% 감소
함으로써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총리실 산하 국가경제사
회위원회(NCSC)는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는 실질임금이 줄
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노정 간의 사회협약을 발표했다. 그 해 말에는 “일자리
창출과 실질임금을 보장하되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를 2%로 자제한다”는 국가
발전전략(Strategy for Development)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하였다. 그 이후
1993 ～2001년까지 8년 동안 인구 30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일자리가 30만
개가 창출되었으며 실업률은 17%에서 3.8%로 급속히 낮아졌다(O'Donnell,
1997; Sweeny, 1998). 그리고 1998년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006년 4만 5천
달러에 이르는 등 유럽연합(EU)에서 1991년 이후 2000년까지 국가 간 GDP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주체는 노조, 사용자, 농민, 그리고 NGO 등이다.7) 정

게 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노동시장이 유연해졌고, 최저임금법과 사회보장법 개정으
로 저임금의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었다.
7) 아일랜드의 경우 1993년 국가경제사회포럼이 구성되어 실업문제를 포함하는 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의회, 노동조합, 기업, 농민 등의 이해관계자 대표와
여성, 실업자, 장애인, 청년, 고령자, 환경단체들을 대표하는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다.
기존의 NCSC와 달리 지역사회의 대표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더
포괄적인 이슈를 다룬다는 점이다(McCashin, O'Sullivan & Brenn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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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조정 역할을 맡는다. 각 주체들 간에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중재안을 만들어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주체들과 정부 대표가 논의를 통
해 최종안을 만든다. 또한 아일랜드는 1987년 이후 보통 3년마다 협약안을 만
들고 시기별로 협약의 이름을 바꾸어 왔다. 1987∼90년에는 ‘국가재건프로그램
(PNR),’ 1991∼93년에는 ‘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PESP),’ 1994∼96년에는 ‘경
쟁력과 일자리를 위한 프로그램(PCW),’ 1997∼1999년에는 ‘사회통합과 고용
및 경쟁력을 위한 파트너쉽 2000,’ 2000∼2003년에는 ‘번영과 공정을 위한 프
로그램(PPF),’ 2003∼2006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SP),’ 2006∼2015년에는
‘2016년을 향하여’ 등이다. 2003년의 ‘지속가능한 발전협약’의 경우 향후 18개
월간 7%의 임금인상을 결정하며 그 외에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금조성,
인플레이션 진정대책 강구, 해고보상금의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국노동연
구원, 2004: 21～70; 강명세, 2006: 207). 2006년에는 과거 협약과 달리 향후
10년(2006∼2015)의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담은 사회협약(2016을 향하여)을 체
결하였다.
아일랜드의 노동조합이 이러한 사회협약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보면 주변국
인 영국의 노조가 대처 수상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점, 불황과 실업에 대한
위기감 등을 들 수 있다. O'Donovan(2002)은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성공 요인으
로 상호 존중, 높은 수준의 신뢰, 권력과 영향력을 공유하고자 한 의지, 더욱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상호 의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노사 간 협상 틀을 넘어서
파트너십을 확대하였다. 노사정, 농민, 정당,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적 협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둘째, 노
동조합 조직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어서 노동계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
며 단일 전국연맹인 아일랜드노총(ICTU)을 통해 결속된 힘을 바탕으로 적극적
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그 성과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배분받고자 하였다.
셋째, 이 사회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지만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상하
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이다(노사정위원회, 2006: 297).8) 넷
8)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행점검을 통해 시정 사항이 발견되면 정부 정책의 수정을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
다. 공식적 기구는 중앙이행점검위원회(CRC), 파트너십 2000 이행점검위원회, 중앙이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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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노동조합은 집행부가 변경되어도 10년 이상 노선의 변경이 없었고 정부도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전임 정권이 약속한 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을 공표하
였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첫째,
국가 수준의 파트너십이 기업 수준의 파트너십과 연결되는 데 한계를 드러냈
다. 둘째, 사회협약에 포함하는 의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그 자체가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노사정위원회, 2006: 297～298). 셋째, 거시경제적으
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소득불평등의 증가, 생활수준의 정체, 장시간 근로, 비
정규직의 증가, 출퇴근시간의 증가, 환경오염 증가, 사회복지의 축소 등이 문제
점으로 제시되고 있다(Allen, 1999, 2000; Nolan, O'Donnell, & Whelan, 2000).

다. 일 본
일본의 경우 사회적 협약을 위한 단일의 노사정 기구는 없고, 노사정 협의는
정부의 여러 정책심의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기업수준의
미시적 차원을 포함하여, 지역 및 전국 단위에서 산업노동간담회 이외의 다양
한 비공식적인 노사정 3자, 또는 노사 2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임상훈,
2006: 2～3). 대표적인 사회적 협의인 국가수준의 ‘노사정 산업노동간담회’를
보면 1970년대 고용안정과 임금억제를 맞바꾸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인 바 있다
(윤효원, 2007: 241).
1990년대 후반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는 고용문제 개선을 위해 3자 협
의회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일본경단련은 일본 연합의 요구를 지지했으며, 노
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후생노동성은 정노사고용협의회(GLMEC)를 개최하였
다. 이 협의회 출범 이후 4년 동안 10회의 회의를 거쳐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임상훈, 2006: 17～18).
2002년 3월의 ‘워크셰어링에 관한 노사정 합의’ 이후에도 고용상황이 개선되
지 않으면서 2002년 11월 26일 내각 총리대신의 요청에 따라 노사정 3자가 고
용문제 대처방안을 검토하여 12월 4일 ‘고용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하고,
검체계, 운영그룹 등으로 대체․발전되어 왔다. 또한 사회협약의 별첨 형식인 임금협약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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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노사정위원회, 2004d: 445～449). 또한 2002년 12월
26일에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양한 근로방식과 워크셰어링에 관한 합의’를
정리하고 서로 협력하여 고용유지․확보에 노력할 뜻을 확인하였다. 다만, 비
상설기구로 인해 합의 이행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발표 이외에 추가로 구
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못해 그 성과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있다(임
상훈, 2006: 2, 18).
2009년 1월 15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고용안
정․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09년 3월 3일 정부에 대해 고용
안전망의 정비와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을 촉구했다. 같은 해 3월 23일 현재 고
용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노사 3자가 일체가 되어 ‘고용안정․창출의 실현
을 위한 정노사합의’를 도출하였다(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09).9)

Ⅲ. 우리나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의미와 내용

1. 우리나라 노사정 사회협약의 역사와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사정 협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의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와 김대중 정부 시절의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를 들 수 있다.10)
먼저 김영삼 정부는 1996년 노개위를 설치하여 노동시장을 둘러싼 노사 간
의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두 요구 간의 타협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였으나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1997년 3월 노사 간에 힘겨운 재협상을 통해
수정된 노동법이 통과되었다(최영기 외, 2000).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12월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노사정
9) 여기에서 정노사는 내각 총리대신,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일본상공회의소 회두(會頭),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회장,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회장 등이다.
10) 현재 노사정위는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본위원회가 있고,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제를 검
토․조정하는 상무위원회가 있다. 그 아래 분야별 의제를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업종
별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해 사무처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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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위기극복을 적극 천명하고 1998년 1월 15일에 노사정위
를 발족하였다. 그 이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되었
고, 핵심 내용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변형근로제의 허용, 재량근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등이었다.
1998년 6월까지의 제1기 노사정위는 노사정 간의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당시
위기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998년 7월 이후 6개월
정도로 구분되는 제2기 노사정위는 앞에서 체결된 사회협약이 성실하게 이행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산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자 노동계는 내부 비판으로 인해 결국 민주
노총이 1998년 12월 31일 노사정위를 탈퇴하였다. 그 이후 19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되
었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불참을 공식 선언하였고 그 이후 민주노총이 빠
진 상태에서 효과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1999. 9. 1∼2007. 4. 26의 제3
기 노사정위를 거쳐 2007년 4월 이후 제4기 노사정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로 개편되어 다루는 의제의 범위를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
회정책’ 등으로 확대하여 왔다.

2.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의미와 주요 내용

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의미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핵심은 노사정 간의 고통 분담이며 임금
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계는 임금안정에 협조하고, 기업은 정리
해고를 제한하며 고용친화적 투자에 나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
모한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협약에 대해 박태주(2004: 43～44)는 다음의 두 가지로 그 의의를
정리하고 있다. 첫째, 대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점이다. 청년
실업의 증가와 일자리의 질적 악화라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
고 나아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 노조측
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금안정을 받아들이고 기업 측이 고용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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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낮은 노조 조직률, 민주노총 불참 등
으로 사회적 협약의 구속력이 취약하다는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전문과 7장 23절, 55개 항목에 이르는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요
약하면 노동조합은 임금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협력하는 대신, 사용자는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조정의 자제, 비정규직의 보호를 약속하였
다. 정부는 노사의 약속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직업훈련의 강화,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노력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
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노사정위원회, 2004b; <표 1> 참조).
이번 사회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여기에는 기
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조세 및 금융 지원의
확대,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이 포함
된다. 둘째, 고용안정과 격차 완화를 위해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하며,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실근
로시간 단축과 연계되어 일자리 나누기에 노력하며, 대기업은 하도급 단가의 현
<표 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노동계
- 향후 2년간 임금
안정 협력
- 작업장 혁신 및
품질․생산성 향
상
- 생산시설 점거 및
불법행위 금지
- 노동유연성 제고
협력

경영계
- 투자확대로 일자
리 창출
- 경영정보 공개, 투
명경영․윤리경영
실천
-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 부당해고․부당노
동행위 금지

정부
- 기업활동 규제 완
화
-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 물가 3% 수준 안
정
- 공공부문 신규 채
용 확대

노사정
-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무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노
력
- 일자리 만들기 지
역별 연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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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와 적기 지급을 통해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도움
이 되도록 한다. 기업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노동계
는 임금격차의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2년
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혜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취약근로자
에 대한 근로감독 내실화 등을 포함한다. 셋째,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
들기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 청
년․고령자․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넷째, 일자리 만
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노력한다. 경영자는 투명경영
을 통해 노사 간의 신뢰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
익을 위한 작업장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사회협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노
사정협의회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 연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Ⅳ.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체결된 지 5년이 지나면서 2008년 상반기 이행
점검도 완료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그 성과 및 한계, 향후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나라도 경제위기에 빠짐에 따라 2009년 2월 23일 ‘경제위기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이란 ‘새로운 일자리 나누기 사회협약’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협약이 2004년 사회협약을 참고로 더 효과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
하면서 2004년 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속 추진
선진 외국 사회협약의 경험을 볼 때 우리나라 일자리 만들기 성공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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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등이다. 즉
일자리 만들기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성 있고 강력
한 정책과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지속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
정와 민간이 함께 하는 ‘일자리 만들기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약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였다. 2004년 3월 26일에는 제1차 일자리 만들기 위
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단순 저임금의 공공근로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IT분야의 일자리 발굴 및 창출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2004년 2월 사회협약 이후 향후 5년간 200만 개의 일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대책은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민간기
업의 인턴제 활성화, 해외인턴․연수의 확대,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을 들 수 있
다. 공공부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상담, 산재근로자 간병 등의 사회적 일자리
에 3,000명 채용, 공무원과 군부사관 인원 4,000명 증원, 문화유산, 해양오염관
리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문화 관련 시간제교사의
확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 개장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년과 고령자의 공익적 일자리 확충, 경찰․소방․집배원․식약품 안전 등 대
민서비스 부문에서 7,000명을 추가 증원,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2008년까지
공기업 127곳에서 매년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는 등 총 1만 5,000명을 신
규 채용하는 등의 계획이었다. 또한 뉴패러다임센터11)를 세워 유한킴벌리의 교
대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작업장 혁신과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근원적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0
대 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문화관광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신성장 잠
재력의 확충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활성화 유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취업률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근원적이
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면 자동
11) 2009년 1월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로 재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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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자, 철강, 조선 등 기존 핵심 업종에서 산업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결국 핵심 업종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한 것이다.

나.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계의 노력
협약 내용을 보면 노동계의 역할은 당시 협약 체결 이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 작업장 혁신 및 품질․생산성 향상, 생산시설 점거 및 불법행위 금지, 노
동유연성 제고 등이다. 한국노총은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이고, 노사 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창출 논의, 배치전환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조정 방안 논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주장하
였다.
한국노총의 경우 사회협약 체결 이후 지역 단위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을 체결하였는데, 광주직할시, 전라북도 등의 광역자치단체 10곳, 의왕시와 구
미시 등의 기초자치단체 8곳에서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고용안
정과 일자리 나누기 등의 후속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노사정위원회, 2004c; 연
합뉴스, 2004. 4. 22). 2004년 5월 20일에는 제주도 노사정협의회도 고용증대와
노사화합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자리
나누기와 인위적인 고용조정 자제,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 고용촉진 등의
일자리 만들기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다(조선일보, 2004. 5. 21).
2004년 5월 25일에는 목포시를 중심으로 9개 지자체가 ‘서남권일자리창출연대
회의’가 출범했다. 일자리 만들기, 실업 및 고용대책, 근로자 능력개발, 투자유
치 등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한국노총 간에 급조
된 측면이 있다. 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 결과보다는 우선 발표함으로
써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인기정책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실제 협약의 효과보다는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는 내
용을 중심으로 추진했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단위기업 차원에서는
참여한 바 있으며, 예를 들면 서울 성동지역에서 ‘서울 성동지역 일자리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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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산업평화선언’에 민주노총 산하 1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서울 동부지역
노사대표 간에 합의한 ‘산업평화 및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일부 민주노총
산하의 단위기업 노조가 포함되어 있었다(동아일보, 2004. 4. 23).
그러나 사회협약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하위 단위에서 사회협약의 내
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는
임금인상 자제 등 스스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이후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 내부적 유연성의 제고 등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노동조합
은 2004년 임단협에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규직 조합원의 임
금인상에서 5%를 양보하고, 이 중 2.5%는 신규채용, 1%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여 3,31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1.5%는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배
분해 비정규직 1인당 연간 179만 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사회적 대타협
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어냈으나, 노조의 지부대표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거부
하는 바람에 부결되었다(한겨레21, 2004. 5. 6).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4년 현대자동차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전
년과 비슷하게 기본급 대비 10.48%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노조의 인상요구율
이므로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보다는 높지만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서
논의한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 요구 수준이었다(한
겨레, 2004. 5. 11). 완성차 4개 노조는 사회공헌기금과는 별개로 2004년도에
10.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한겨레21, 2004. 4. 28).
일자리 만들기는 노조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역할은 중요하다.
임금인상 자제 등 노조의 역할은 고용창출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다. 일자리 만들기와 경영계의 노력
2004년 사회협약에서 경영계의 역할은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조
정 자제, 감원 최소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이다. 경영계는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회복의 의지를 천명하고, 특히 양보와 타협을 통한 협력
적 노사관계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LG전자는 2004년 2월 26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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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經)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임단협안에 최종 합의했는데 물가인
상과 생산성 향상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기준 임금대비 6.1% 임금인상안에 합
의하였다. 다만, ‘선(先)경쟁력 확보․후(後)성과보상’을 확인하였고, 노사정위
에서 합의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향후 2년간 생
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과 인위적 구조조정 지양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해 발표했다.
포스코는 2004년 5월 12일 노경협의회에서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창사 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일자리 창출,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이 노사 간의 협상에서 구체적
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언급한 것을 찾기는 어렵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이전과 이후에 회사 측의 주장에 바뀐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2004년 5월 2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의 총수들이 회담을 열고 삼
성, LG, 현대자동차 등에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사원 채용을 늘리겠다고 발
표한 바 있다. 그러나 투자를 하는 지역이 과연 국내인지, 그리고 채용되는 사
원들의 고용조건은 어떠한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에 투자되는
경우 국내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고 채용되는 사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충원
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고용구조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추진성과 분석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다년간에 걸쳐서 실행해야 할 사항을 노사정이 합
의했기 때문에 전체 합의 취지의 여론화를 통해 노사정 스스로 합의 이행토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이 사회협약의 사실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합의된 사회협약에 대해 2008년 6월에 이루어진 마지막 이행점검 결
과에 의하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이행현황은 총 55개 항목 중 이행완료
20개 항목(36.4%), 점검대상 제외 27개 항목(49.1%), 종결처리 8개 항목(14.5%)
등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그 실행 결과를 단순하게 집계한 내용대로 평가해
보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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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이행평가 결과
(단위 : 건)
연도 총계

이행평가결과

구분
이행
완료

2004.
12. 31
(1/4～ 55 점검대상
제외
4/4)
종결처리

2005.
12. 31

55

2006.
6. 30

55

2006.
하반
기

55

2007.
하반
기

55

2008.
상반
기

55

소계
4
6

이행
중
주요 내용
- 한시적 세제․고용보험지원방안 강구, - 연구․인력비 세액공제 수혜범위 확대, -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 사업지원, -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채용장려금 지급 및 훈련사업지원 확대
- 제1장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 일관성 있게 추진(2004. 7), - 2-8 기업의 투자확대(2004. 7),
-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운영위원회(04.7), - 6-4 추가협약 추진(2004. 7), -입법 및 예산조치 45
(2004. 7), -고비용정치구조개선 조치(2004. 7)

0

-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조성 지원, - 근로감독정책 수립에 노사참여, - 공공부문중
서비스제공분야의 신규채용확대, -노사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 및 노동시장 정책연구에
이행
9 대한 지원확대, - 퇴직근로자를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 강화 및 지원확대, - 근로자 세부담 경
완료
(13) 감대책의 지속추진 및 저소득근로자 소득향상 방안 강구,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및
고령근로자 능력개발투자 지원확대, -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 및 지원제도 마
련, -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
-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 존경받는 기업풍토조성 공동노력(노사정), - 노사는 임금제도
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 비정규직 등과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 23
에 협력, - 물가의 지속적 안정유지 등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노력, -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점검대상 13 실천으로 노사간 신뢰기반 조성 등, - 근로자 참여 활성화 공동노력 및 이에 대한 재정지원 확
제외
(19) 대, -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갈등의 자율적․평화적 해결관행 확립, - 교섭과정에서 고용안정․
임금안정․노사화합 정신구현을 위한 공동노력, -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및 경영자의 부당해
고․부당노동행위 근절, -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평화와 준법질서 정착, - 일자리 만들기
지역별 연대사업 추진, - 사회협약 내용의 단체협약 반영
종결처리 0
- 공공직업안정기관 내실화 및 민간직업안정기능 활성화,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직업
이행
5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 -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청년취업 지원 및 기업의 청년채용
완료
(18) 확대노력,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 제고와 지원확대, - 노사분쟁의 예방 및 전문
적 조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인프라 확충
-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14
점검대상 4 대상자 확대, 자활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등 강화, -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대상 확대, -공공서
제외
(23) 비스 분야(보육서비스, 간병서비스, 사회복지요원 등) 일자리 확대
종결처리 0
이행
2 -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에 노사단체 등 가입자 단체의 참여 내실화, -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
완료
(20) 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점검대상 3 -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사의 노력 및 정부지원,
7
제외
(26) - 기업의 인위적 고용조정 자제 및 재고용 노력
2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사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및 정부의 지원, -노사의 “산업․부문별
종결처리 (2) 인력개발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부의 지원3)
이행
0
완료
(20)
점검대상 1
6
제외
(27) - 정부의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호 이상 공급
종결처리 0(2)
이행
0
완료
(20)
점검대상 0
제외
(27)
△6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 교대근무제 등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 -대기업의
6 하도급단가 현실화 등 하도급업체 경영안정 지원, - 대기업 노사의 협력업체 등 관련 기업의
종결처리 (8) 연구개발․근로자 능력개발, - 비정규직 균등처우에 대한 노사의 노력, - 노사정의 사회보험사
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주 : 1) 종결처리 : 점검 실효성이 없거나 기존 합의와 유사한 후속합의가 있을 경우.
2) 점검대상 제외 : 선언적 합의 또는 이행과제 반복적 시행 등으로 이행 정도나 완료 시점을 측정
할 수 없을 경우.
3) 유사한 후속 합의인「노사참여형 평생학습 활성화 합의문」(2006. 3. 31)과 연계하여 점검키로 함.
자료 : 노사정위원회(2004. 6, 2004. 10, 2005. 1, 2005. 6, 2005. 11, 2006. 2, 2007. 2), 『일자리만들
기 사회협약 이행현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07. 9, 2007. 12, 2008. 6),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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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구직자 및 근로자 측면
에서는 고령자․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애로계층인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12) 둘째, 고용의 주체인 기업
측면에서는 인력양성 및 고용전달체계의 개선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노
동시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에 의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투자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력이 제고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고 원활한 인력공급
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13)
또한 청년실업률(15∼29세)과 청년고용률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청
년실업률은 1998년 12.2%까지 상승하다가 2002년 6.6%까지 하락했으나, 2004
년 다시 8.3%로 높아졌고, 그 이후 2005년 8.0%, 2006년 7.9%, 2007년 7.2%,
2008년 7.2%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고용률을 보면 2004년 45.1%, 2005년
44.9%, 2006년 43.4%, 2007년 42.6%, 2008년 9월 현재 41.0%로 하락했으며
5년 전에 비해 4.1%포인트 낮아졌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
적인 고용률도 하락하고 있어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악화되었다. 게다가 실제
청년층 실업률은 통계청의 수치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가 실
업률의 감소만 부각시켜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한계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노사정위원회 이행평가위원회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이행현황 평가 결과 및 외국의 사회협약 경험 등을 살펴볼 때
12)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및 청소년 워크넷 구축 등 청년층의 취업지원체계를 갖추었고, 고령
자․여성의 신규 고용 및 유지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금 신설 및 확대, 장애인표준사업
장 선정․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애인 고용률 및 산재장해자의 직
장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3) 10개 업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별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훈
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
력개발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체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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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가. 사회협약 체결 과정 및 수준의 문제
1) 원론적 수준 합의로 실행 및 측정 곤란
2004년의 사회협약은 원론적 내용 수준 합의 및 선언적 합의이므로 개별사
업장에서 이행이 일률적으로 시행하기가 가능하지 않다. 또한 협약에 대해 명
확한 실행 기준이 없고 협약 내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 추진만 가능하다
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임금안정-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하다. 임금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 ‘상대적
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이 무엇인지가 모호하다. 임금안정 대상을 일부 대
기업 정규직에 한정하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유연성 제고의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협약 내
용에 대해 노사가 자기 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어 타협과 협력을 쉽
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자리 만들기와 직접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회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보호 등 너무 포괄적인 합의도 포함되어 구체성에 문제
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구체적으로 임금조정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실행이 용이하다. 즉 네덜란드의 사회협약 성공은 임금
억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고통분담 및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Give & Take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강우란, 2004: 18).
2) 정책의 일관성 유지 미흡
노동계의 집행부나 정부의 장관직이 바뀌면 기존 정책이 바뀌어 정책의 일관
성 유지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우리나라는 노정의 집행부가 바뀌면 기존 협
의했던 내용이 무시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정부의 주요 부처 장관이 자주 바뀌는 현실에서 정책의 일관성 확보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처럼 노정의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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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도 전임 정권이 약속한 협약 이행을
공표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독일의 경우 1차, 3차 협약에서
사민당 주도로 이루어져 야당(기민당)의 협조 부족 때문에 실패했다.
3) 민주적 여론수렴 및 국민지지 결여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의제 채택에서 합의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어 초
스피드로 추진됨에 따라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하였다는 비판이다. 그
결과 이에 대한 대국민 지지 확보와 책임의식 결여로 구속력이 저하되는 문제
점을 노출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사회협약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
고 있고, 이익단체들의 폭넓은 참여로 인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고된다.

나. 사회협약의 실효성 문제
1) 사회협약의 구속력 문제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1998년 이후 6년 만에 체결된 사회협약이
었지만 이행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든 협약이었기 때문이다(이장원․최성수, 2008: 127). 또한 민주노총의 불참
은 사회적 대화와 협의체제를 약화시켜 자칫 논의만 무성하고 실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대화의 형해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 사회적 협약에 대한 최소한의 구속력 제고를 위해 민주노총이 사회협약
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그 적용대상의 확대와 구속력
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로 해석된다. 하지만 2009년 상반기까
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9년 신임 민
주노총 위원장도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협약은 법적 또는 제도적인 구속력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지키려는 측면을 통해서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임금인상 요구자제의 한계
외국의 사회협약 경험을 볼 때 일자리 만들기에서 임금안정이 매우 큰 역할
을 담당했는데 우리나라는 임금안정에 성공하지 못했다. 2004년 사회협약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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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 임금안정에 대해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앞으
로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
감했던 기업의 비율은 2003년 16.3%에 비해 2004년 24.0%, 2005년 24.5%,
2006년 18.4%로, 매년 임금교섭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게 변화했다
고 보기는 어렵다. 협약 당사자인 한국노총의 경우 2004년 임금협상에서 경제
및 물가상승률의 2배를 훨씬 넘는 10.7%(2005년 정규직 9.4%, 비정규직
19.9%)을 임금인상 요구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였고, 민주노총의 임금협상 가
이드라인도 10.3∼10.7%였다. 또한 2004년에 노동계는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
로 대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바 있으며, 사용자 측에 사회공헌기금ㆍ통
일기금 적립,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동의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노동계가 일자
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잡고 해결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임금협상 과
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3) 협약 행위자의 실행력 확보 미흡
2003년 말 현재 노조조직률이 11.0%(2008년 말 현재 10.5%)로 낮은 수준이
라 노동계의 대표성에 한계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한 축이고, 대기업
근로자 중심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1998년 이후 계속 불참하고 있다는 점
은 사회협약의 실천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5월 당선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라면 외국자본 유치에
노조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면서 “대기업 근로자들이 자신의 몫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이 현
장에서는 수용되지 않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사용자단체 또한 구성원을 대표하고 통제하는 기능에 있어서 복수의 사용자
단체 간 통일된 의견이 종종 제시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노동
부도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합의사항에 대해 비판적인 편이어서 각 부처간에 이견으
로 입법화되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노사정위의 위상을 타
부서에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정부 부처 간 전략의 불일치에서 나온 것
이라 볼 수 있다(김동원, 2003b: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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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협약의 실행력 확보가 미흡하다 보니 협약 행위자들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특히 지역별․업종별․기업별 협약으로 널리 확
산되는 데 한계를 나타냈다.
4) 노사간 신뢰 미흡
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 기업의 경영투명성 미흡 등으로 인한 노사 간 신뢰
미흡이 사회협약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먼저 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고임금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이다. 노조가 임단협에서 교육훈련보다 임금인
상 중심의 노동운동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낮은
임금․고용유연성은 생산 현장의 급속한 고령화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
다. 둘째, 경영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협약 발
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부 기업의 회계 오류, 관리 중심의 노무관리, 불법자금
조성 등 불투명한 경영도 사회협약의 실천력을 저하시키는 노사관계 형성에 한
몫 하고 있다. 경영진의 윤리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 노조의 불신과 강경투쟁으
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토
대로 사회협약의 효과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사정의 합의 주체들이 어떤 역
할을 행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여기에서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은 경제위기 극
복을 위해 향후 계속 추진해야 할 2009년 일자리 나누기 사회협약의 성공에 다
소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의 공감대 확산과 대화체제의 내실화이다. 사회협약을
일찍부터 실행하거나 성공했던 국가들에서 공통점은 위기감의 공유이다. 즉 어
느 나라이건 사회적 타협이 추진되는 시기는 경제위기로 인해 자본과 노동 모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다. 우리나라의 초기 사회협약도 외환위기라
는 절체절명의 상황하에서 추진될 수 있었다. 2004년의 경우도, 최근 2009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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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회협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
정간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상시적인 대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인식이다. 일자리 만들
기 사회협약이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구
체화 작업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협약은 선언적인 의
미로 그칠 수밖에 없다. 사회협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후속 협약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그 내용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긴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금안정, 산업평화
와 같은 사항들은 노사 간에 동의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비
정규직 보호 등은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고 그 결과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처럼 아직도 노사 간의 신뢰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적 비
동시성이 사회협약의 실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Hartcourt &
Wood, 2003).
셋째, 신뢰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립 계기이다. 유럽 국가에서 체결된 사회협
약의 성공 배경에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타협과 신뢰
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 점만을 고려한다면 사회협약의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에서 쉽게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협약의 성공은 무엇보
다 협약행위자들간의 신뢰 구축에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결정이나 새로운 제
도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에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여 갈등을 최소화하
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적 대화가 더욱 필
요하다.
넷째, 협약행위자의 실행력 제고 인식이다. 사회적 타협은 경제적 교환이 아
니라 정치적 교환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 노사정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 다수로부터 적극적인 지지가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협약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아주 드물게는 협약행위자들의 대표성
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또한 협약의 내용이 국민적 이익보다
정파적 이익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협약 행위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합의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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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합리적인 의제와 명확한 기준으로 합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만들기 구체적 내용 마
련, 이행점검 기구, 노사정 자율점검반, 자율적 실행 등 다양한 정책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
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협약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비록 2004년의 사회
협약이 기대한 충분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 4년 동
안 협약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
국단위의 사회협약이 어떻게 하면 지역별로, 업종별로, 나아가서는 기업별로 활
성화할 수 있는지 다양한 기준과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안정화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 필요성 인식이다. 경제위기는
언제 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제위기가 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유지
와 임금조정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노사정 간 협의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협약의 성공은 임금안정화에 달려 있다. 선진국들은 임금안정에 대한 노사
정 합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왔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제대
로 지키지 못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에서 사회
협약의 성공은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조정 및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기본적
으로 그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노사 협상
에 있어서도 타협의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
는 상황이므로 노동계의 입장은 타협보다는 결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난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탈퇴와 복귀를 반복한 것도 협
상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양보로 인한 희생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이장원․최성수, 2008: 154～155).
본 연구의 한계점은 기존 선행연구,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부보고서, 관련자
인터뷰, 노사정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통계자료, 국내외 사례연구 등
문헌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회․문화 환경 차이로 인해 외국 사례와
국내 사례 간 논리적 연계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제도 및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협약 구성, 정책 내
용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외국 사례와 비교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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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04 Social Pact for Job Creation in Korea,
Its Effect and Policy Lesson
Young-Myon Lee․Hwanil Kim
This paper is written to address implications for 2009 social pacts
from the social pact for job creation in Korea on February 10, 2004.
Social pact is, in general, the result of discussion on social issues
including wages and jobs by the labor, the employer and the
government. Netherlands, Ireland, and Japan among others are good
examples for successful social pacts in recent years.
Based on the evaluation on 2004 social pac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may be addressed. The government to fully accommodate
the social pacts should actively announce policies to create jobs in
public sector in addition to private sector with financial support and
support in improving nonstandard jobs to regular jobs. However, the
labors and the employers should do more in implementing social pacts
to create decent jobs for workers. The labor need to play more active
role in preserving wage increase in return for job creation. The
employer keeps the promise with employment-friendly investment policy
for creating more jobs. The tripartite discussion should be continued on
the job-preserving growth policy and on the incubating new industry
among others at the national level.
Keywords : social pact, job creation, tripartite commission, corporatism

원고투고 요령 및 원고작성 요령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 요령
1. 원고투고 요령

1) 『노동정책연구』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께서는 350 자 이내의 국문초록, 영
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5 개 이하의 핵심용어를 포함하여 20 페이지 이내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마감일까지 논문을 아래의 ‘원고작성 요령’에서 제시
하는 체제로 통일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시 원고(글파일) 및 투고신청서를 작
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이 때 투고신청서는 본원 홈페이지([www.kil.re.kr]
－[이용자참여] －[ 원고모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2)『노동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에 대한 논평(comment)과 답변(reply)도 아래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제출한다.
3)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일
학술지의 발간 횟수는 연 4 회로 하며, 발간일은 매년 3 월 30 일, 6 월 30 일, 9 월 30
일, 12 월 30 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투고 시기
학술지의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접수는 항시 한다.
5) 제출된 논문은『노동정책연구』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 여
부를 결정한다.
6) 제출처 : 남재량 연구위원 (TEL: 02-769-1958) e-mail: jrnam@kli.re.kr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35)
2. 원고작성 요령

1) 국문 논문은 국한문을 혼용한다.
2) 편집순은 章은 I, II, III으로 표기하고, 節은 1, 2, 3, 項은 가, 나, 다 順으로, 그
이하는 1), 2), 3) 으로 번호를 매기고 제목을 표기한다.
3) 인용 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
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는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 참고문헌’
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5) 표와 그림의 경우는 장, 절, 항의 구분 없이 < 표 1>, [그림 1] 과 같이 표기하며
세분화하지 않는다.
6) 논문 첫머리의 저자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공동
연구인 경우 주연구자(제1 저자) 를 먼저 표기해야 하며, 책임연구자 및 공동 연구
자의 소속과 지위 및 e-mail 주소가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243

244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2호

7) 논문 양식
구 분

아래글

* 편집 용지
용지종류
위쪽여백
아래쪽여백
왼쪽여백
오른쪽여백
머리말
꼬리말

A4
49
49
44
44
9.5
0

구 분
* 글자 모양
글자 크기
글꼴
장평
자간

아래글

10.8
신명조
100

구 분
* 문단 모양
정렬방식
들여쓰기
줄간격

아래글
혼합

10
170

-10

* 표는 ｢선그리기｣가 아닌 필히 ｢표편집｣으로 작성
( 글자 크기: 10, 줄간격; 135)
8) 영어 논문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준한다.
9) 이상의 원고작성 요령과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3.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중 국문 및 동양문헌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꺾쇠(｢
｣)로 표시하고,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이중
꺾쇠(『 』)로 처리한다. 영문의 경우, 논문명은 두 따옴표(“ ”)로 표시하고, 책명
이나 저널지는 서체를 이탤체 로 표기한다.

2)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
상일 경우에는 ‘ 가나다’나 ‘ABC’ 순서에 따라 a, b, c 로 구분한다.

3) 국문 및 동양 논문은 해당 학술지의 권 (집), 호, 발행연도, 발행월, 페이지를 표
기한다.

4) 영문 논문은 해당 학술지의 volume, number, 발행연도, 발행월, 페이지를 표기한다.
5) 신문기사는 발행년, 월, 일, 페이지(면)를 표기한다.
6) 아래 예의 각 경우들, 순서, period, comma, colon 등의 기호, space, 대소문자 등
에 유의한다.

원고투고 요령 및 원고작성 요령 

245

7) 예

금재호․조준모.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
집 24 (1) (2001) : 35 ～66.
이승렬.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 이후 취업기간에 관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보험포럼. 여름 ( 창간호) (2004) : 64 ～82.
이철수. ｢블루라운드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방안｣. 노동법학 4 (1994) : 199 ～222.
정진호.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 노동정책연구 1 (1) : 39
～56.
차철수. ｢직장-근로자 일치｣. 노동시장의 기능. pp.157 ～172. 한국노동연구원,

2000.
하경효.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산업관계연구 16 (2) (2006) : 29
～56.
Bernhardt, A., Morris, M. Handcock, M. S. & M. A. Scott. “Trends in Job Instability
and Wages for Young Adult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4)
(1999) : 65 ～90 .

Christian Belzil. “Relative Efficiencies and Comparative Advantages in Job Search.”
Journal of Labor Economies 14 (1) (January 1996) : 154 ～173.
Diebold, F. X., Neumark, D. & D. Polsky. “Comment on Kenneth A. Swinnerton and
Howard Wial, ‘Is Job Stability Declining in the U.S. Economy?’” Industr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9 (2) (1996) : 348 ～352.
Ehrenberg, R.G., & R. S. Smith. Modern Labor Economics. Addison Wesley, 1997.
Ki Seong Park. “Economic Growth and Multiskilled Workers in Manufactur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14 (2) (April 1996) : 254 ～285.
Kochan, T.A., & H. C. Katz.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Relations. 2nd ed.,
Irwin, 1988.

노동정책연구 목차 색인
- 2001년 7월호(창간호)～2009년 9월호(제9권 제3호) -

◐ 창간호(2001년 7월)

▪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황
덕순)

▣ 특집
▪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정진호)
▪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 및 세부담 분
석(성명재)
▪ 한국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이정
우․이성림)

▣ 연구논문
▪ 퇴직보험 활성화와 임금채권보장기금 부

▪ 미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 파트
타임과 풀타임(안주엽)
▪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공공선택의 관점에서(조준모)
▪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 독일 경영조직법의 개정배경과 주
요 개정내용(박지순)

▣ 노동통계
▪ 상시인구조사(CPS)의 이해(강석훈)

담금체계 개선방안(김호경)
▪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조준모)
▪ 임금식과 생산성변수의 역할(허재준)

▣ 노동전망

▣ 정책자료
▪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과
제(장홍근)

◐ 제2권 제1호(2002년 3월)

▪ 2001년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이주희)

▣ 특집 : 노동시장과 교육
▣ 정책자료
▪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ILO의 입장과 정책
적 시사점(윤석명)
▪ 유럽연합의 2001년 고용가이드라인(문성
혁)

◐ 제1권 제2호(2001년 12월)

▪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
한 연구(이병희)
▪ 청년의 학교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안주
엽․홍서연)
▪ 대학교육의 경제학(장수명)

▣ 연구논문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도입이 사교육비

▣ 연구논문
▪ 직종특성과 성별 직종분리 : 미국 노동시
장의 사례를 중심으로(황수경)

지출에 미치는 효과(김우영)
▪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과 지역정책(박
영구)

▪ 공공직업안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유길상․임동진)

▪ 공기업의 여성고용 현황과 관련 정책의
분석(김영옥)

▪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
(조용만)

▣ 연구논문
▪ 직업훈련 참가결정에 관한 연구(김주섭)

◐ 제2권 제2호(2002년 6월)
▣ 특집
▪ 고령화사회와 노동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장지연․호정화)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이혜훈)
▪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청의 신인구추계 결과를 중심
으로(윤석명․박성민)
▪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직종에서의 연
령분리현상(박경숙)
▪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이정)

▣ 연구논문
▪ 자연․공학계열 졸업여성의 직업력 분석
(황수경)
▪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Upward
Mobility : The Case of Korea from 1962
to 2000(Park, Se-Il)

▣ 정책자료
▪ 인구의 고령화 : 경제 현안과 도전받는 정
책(안주엽․홍서연)

◐ 제2권 제3호(2002년 10월)
▣ 특집
▪ 여성 성별 분리와 가치 차별에 대한 다층
분석(조혜선)
▪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간의 성별 임금격
차 차이의 요인 분해(전병유)

◐ 제2권 제4호(2002년 12월)
▣ 연구논문
▪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
(이병희)
▪ 비정규직 활용의 영향요인(김동배․김주일)
▪ Economic Crisis, Income Support, and
Employment Generating Programs : Koreas
Experience(Jai-Joon Hur)
▪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욱)

◐ 제3권 제1호(2003년 3월)
▪ 노동법의 규범력 위기(채호일)
▪ 특수형태근로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보험설계인, 골프경기보조원 및 학습
지교사에 관한 실증분석(김동배․김주일)
▪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확률의
동태적 분석(김우영)
▪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박경숙)
▪ 장애인-비장애인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
효과(황수경)
▪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유길상)
▪고용안정사업의 효과 :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중심으로(금
재호)
▪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교육훈련(김동배․
김주섭․박의경)

◐ 제3권 제2호(2003년 6월)

▪ 고용조정의 결정요인 : 감원계획과 일자리
소멸을 중심으로(이규용․김용현)

▣ 연구논문
▪ The Effect of Bargaining Structure

◐ 제4권 제1호(2004년 3월)

Change on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Korea(Young-Myon Lee․In-Gang Na)
▪ 노사의 전략적 선택,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가, 경영성과간의 관계(이동명․김강식)
▪ 내부노동시장의 성격과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노용진․원인성)
▪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이규용․김용현)

◐ 제3권 제3호(2003년 9월)
▣ 연구논문
▪ 한국 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 관대성,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심창학)
▪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김유선)
▪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
(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황수경)
▪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
용실태와 개선방안(황덕순)
▪ 인사관리시스템의 선행요인에 대한 탐색
적 연구 :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김동배․
임상훈․김재구)

◐ 제3권 제4호(2003년 12월)
▣ 연구논문
▪ 노동력 활용지표에 관한 소고 : 여성 유휴
인력 지표를 중심으로(황수경)
▪ 자격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정보통신기술이 작업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양호한 노동(Decent Work)의 관점
에서(황준욱․허재준)

▪ 일본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JPSC)의
소개(김기헌)
▪ 2003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과 정책과제
(이동명․김강식)
▪ 지역간 노동이동 연구(정인수)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법적 권한이 기
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이상민)

◐ 제4권 제2호(2004년 6월)
▪ Determinants of Intra-Regional Migration
and Effects of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in East Asia(Yasushi Iguchi)
▪ Globalization, Logics of Acti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National Government
Roles(Sarosh Kuruvilla․Anil Verma)
▪ Globalisation and Changing Patterns of
Employment Relations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Frameworks(Greg J. Bamber․
Russell D. Lansbury․Nick Wailes)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판례와 행정해석 분석 및 입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장의성)
▪ 자동차운수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개념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방안 모색의 기초
(이상희․배규식․조준모)
▪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
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황
수경)

◐ 제4권 제3호(2004년 9월)
▪ Labor Relations and Protection of Labor

Rights under Globalization : Core Labor
Standards in China(Chang Kai)
▪ The Changing Labor Market,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r Policy(Tadashi
Hanami)

(이수진)
▪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문
무기)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
(小考) (박은정)

▪ 고용촉진훈련의 성과에 관한 연구(남재량)
▪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제5권 제2호(2005년 6월)

적용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장의성)

▣ 연구논문

◐ 제4권 제4호(2004년 12월)

▪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김주섭)

▣ 연구논문
▪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고용 유연화가 기업의 훈련투자에 미치는
영향(정재호․이병희)
▪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작업조직 설계(이
동명)
▪ Alternative Retirement Plans and the
Salary Peak System in Korea(Semoon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변금선)
▪ 일본 남녀고용평등정책의 현재(다케나카에
미코)
▪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
요인 분석 : 보건의료노조의 사례(이주희)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김소영)

Chang)

◐ 제5권 제3호(2005년 9월)
▣ 특별기고논문
▪ 노동조직 연구에서 젠더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키모토키미코(木本喜美子))

◐ 제5권 제1호(2005년 3월)
▪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최옥금)

▪ 경기변동과 일자리소멸 : 생산성에 따른
선별을 중심으로(김혜원)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실인
가 (김용현)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
안(유길상)
▪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이철수)

▪ 연결망 접근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적 노동

▪ Including Informal Sector Workers In

운동’의 가능성 :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s(허재준)

주의적 전통의 복원(은수미)
▪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재정 추정(최강식․
정진화)
▪ 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이승렬)
▪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 제5권 제4호(2005년 12월)
▪ 노사관계로드맵 쟁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을 중심으로(조준모ㆍ이원희ㆍ이동복)

◐ 제6권 제3호(2006년 9월)

▪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박성재)
▪ 한국 기업의 퇴직연금제 선호에 관한 연구: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와 제도유형을 중심
으로(반정호)
▪ 사업장내 전자우편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n E-mail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이창범)

▪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위험(이병희)
▪ 미국의 해고자유원칙과 그 제한의 법리
(박은정)
▪ 노동조합이 기업의 유연화에 미친 영향
분석(이시균․김정우)
▪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규창․
김향아)

◐ 제6권 제1호(2006년 3월)

▪ 한국과 중국 근로자들의 이중몰입 실증

▣ 연구논문

▪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해석

연구(이을터․이장원)
▪ 비고용인구의 노동력상태 이행 역동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김가율)
▪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성지미․안주엽)

및 입법의 한계(이상희)
▪ Poverty, Altruism, and Economic Growth
(Lee, Injae)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호원․이종구․김두중)
▪ 성과배분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배․이인재․장지예)
▪ 노동조합의 전투성에 관한 연구(이병훈․
윤정향)

◐ 제6권 제2호(2006년 6월)
▪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 비교
(조성재)
▪ 비정규노동의 나쁜 일자리에 관한 실증연구
(이시균)
▪ 근로자 참여와 비정규직 고용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 연구(권순식)

◐ 제6권 제4호(2006년 12월)
▪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성지미)
▪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김경휘ㆍ반정호)
▪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
(신동균)
▪ 근로자 의사대표기제(Voice Mechanism)
로서의 노동조합, 근로자참여에 대한 비교
연구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률을 중심으로
(권순식․박현미)
▪ 일본 노동조합 재정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최영진)
▪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훈련(김우영)

▪ 사회협약 안정화 과정 비교 연구(임상훈)

▪ 고성과 지향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관리에

기술혁신 : 노동자 태도의 매개효과(허찬영

관한 연구(김재환)

ㆍ이현도)

▪ 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박제성)
▪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
(김동헌․유길상)

◐ 제7권 제1호(2007년 3월)
▪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장

지연․양수경)

◐ 제7권 제3호(2007년 9월)

▪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진숙경․김
동원)
▪ 한국 산별교섭에 대한 국제비교론적 평가
(조준모․이원희)
▪ 유럽에서 단체교섭 법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문제(박제성)
▪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 울산
동구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한상
진․김용식)
▪ 기업에서의 승진 결정요인 변화 : MF 외
환위기 전후 한국 대기업 인사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엄동욱)
▪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손향미)

◐ 제7권 제2호(2007년 6월)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조상균)
▪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자총협회의 역할과
전략적 행동 : 법정근로시간 단축 협상을
중심으로, 1998～2003(전인)
▪ 한미 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
실태(문무기)
▪ 조직문화,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김진희)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
방안(김재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 한국의 지역노동시장 조정의 동학(김혜
원)
▪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
2003년과 2005년(박기성․김용민)
▪「사업체패널조사」의 고용관련 여성차별
과 그 결정요인(성지미)
▪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판례상 근
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강성태)
▪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김동배․이인재)
▪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 :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박제성)
▪ 비교사례(영국, 아일랜드) 접근을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social pact) 성립의 제도
및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심상용)

◐ 제7권 제4호(2007년 12월)
▪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남준우)
▪ 적립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윤정열)
▪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이
승렬․최강식)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강병구)
▪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합리성 가설과 비합리성 가설
의 검증(김윤호)
▪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Status among
Salaried Workers in Korea(김진숙)

방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 항만노동체제의 전환과 동학(백두주)

(윤조덕․한충현)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 : 주요 개념을 중심
으로(이상우․장영철)
▪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 영․
미․일의 사례와 시사점(장화익)

성격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박은정)
▪ 지역노동시장정보의 빈곤 극복을 위하여 :
구․시․군 소지역 고용통계를 중심으로
(심상완․정성기)

◐ 제8권 제1호(2008년 3월)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지표의 문제점 :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 출산, 고용, 성장 간 상호연관성 연구 : 구조적
VAR모형을 중심으로(박추환․한진미)
▪ 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 분석(황수경)
▪ Is Good Beginning Half Done? : Measuring
the impacts of non-regular initial employ
ment on future employment prospects
in Japan(Joon Young Kim)
▪ 전공불일치 결정요인과 전공불일치가 근속과
임금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임찬영)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남기곤)
▪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 :
영국의 사례(황덕순)
▪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 영국․독일․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김형기)
▪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 : 제조업 사내하청을
중심으로(은수미)
▪ 공직사회의 노동자참여(EI)와 발언, 노조
몰입에 관한 실증연구(박재춘)

▪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강동욱)

◐ 제8권 제2호(2008년 6월)

◐ 제8권 제4호(2008년 12월)
▪ 근로생애사와 노동시장 성과(신동균)
▪ 연봉 차등폭이 보상수준 만족에 미치는

▪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김상호)
▪ Another Look at Affirmative Action :
Voices of U.S. Beneficiaries(Haejin Kim)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에
관한 비교 연구(이병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이준희)
▪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과 한국에서의 가능
성 : 이론 검토 및 선진국 비교연구를 중
심으로(임상훈)
▪ 2000년대 독일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국가의
미시적 작동방식 변화(황규성)

◐ 제8권 제3호(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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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널 자료로 추정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
성(강승복․신동균)
▪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 국민노후보장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엄동욱)

◐ 제9권 제1호(2009년 3월)
▪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전현

배․이인재)

◐ 제9권 제3호(2009년 9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익률에 대
한 연구(서병선․임찬영)
▪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
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
널」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전
승훈․홍인기)
▪ 공공기관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동명)
▪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조성혜)
▪ 국내 단체교섭구조 및 그 결정요인과 산
업별 다양성: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고찰(정
주연)
▪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황선웅)

▪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조동훈)
▪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효과 연구(조선주)
▪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종단면 연구(서인석․김우영)
▪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의 인사제
도 내재화, 조직몰입 및 품질경영활동에 미
치는 효과: 제조업종을 대상으로(김진희)
▪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직 명료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
직자를 대상으로(김 균)
▪ 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
체사례 연구(노병직․이준우)

◐ 제9권 제2호(2009년 6월)

▪ 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가 노
사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 기업지배구조

▪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
에 대한 연구(신동균)
▪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영향(박진희)
▪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노용
진․채창균)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김재훈)
▪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
색적 시도(김동원․이규용․권순식․김영
두․진숙경․김윤호)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의
도전과 기회 : 대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
의 의식조사 사례 중심(전 인)
▪ 복수노조 갈등 : 이론과 현실(김태기)
▪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
(少論)(박은정)

에 관한 이해관계자 관점을 중심으로(김
동주)
▪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이영면․김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