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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이자율 옵션모델(CIR)의 적용을 통한
산재보험의 적정 연금 ․ 일시금
수준의 평가

*

신종욱
**
마승렬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는 산재보상과 관련한 사
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함께 근로자의 보호에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의 연금과 일시금 급여 간 과도한 괴리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것은 연금 관련 재정문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한 가입자에
관한 문제,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산재와 관련한 각종 법률 적
용(중복 급여의 조정 등)에 있어서 현행 산재의 일시금/연금 급여체계가 상
호 동등한 급여로서의 적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른 불공
정성 문제의 야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는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일시금/연금의 크기를 옵션가격산정모형을 사용하
여 각각 제시하되 확률적 이자율(stochastic interest rate)모형인 CIR
(Cox-Ingersoll- Ross(1985))모델을 통해 기존 논문에서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할인율) 선택이라는 문제를 극복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현행 평균 약 4.49이며 4.46∼4.52 사이에
분포된 1급∼7급 장해에 대한 일시금/연금 비율을 현재 상태에서 24.0로 개
정하였을 때 일시금과 연금에 대한 옵션가치는 0에 접근하게 되며 이것은
장해 4급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의 크기를 현행 1,012일분에서 5,376일분
(5.31배)으로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유족급
여의 경우 일시금 기준 연금에 대한 옵션가치는 일시금/연금 비율이 26 이

논문접수일: 2009년 11월 23일, 심사의뢰일: 2009년 11월 24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24일
* (제1저자)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jsynn@uhs.ac.kr)
** (제2저자) 공무원연금공단 선임연구위원(samha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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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경우 0에 이르고 현행 일시금의 크기가 1,300일인 데 비해 적정
일시금의 크기는 4,867일로 나타났다. 즉, 유족연금의 경우 현행 일시금을
3.74배 확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장해연금에 비해 현행 일시
금의 조정배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의미한다.
핵심용어 : 산재, 장해, 유족, 연금, 일시금, 옵션, CIR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1964년에 시작되어 그 지급
액과 지급대상 등에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 기준 산재지급액은 이미 3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이와 함께 적용대상 측면에서는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의 점차
적인 확대과정을 거쳐 2000년 7월 이후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포함하
게 됨으로써 명실상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국가의 주요한 사회보험의 한 축으로 자리잡
은 산재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는 산재 관련 보상과 관련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
[그림 1] 주요 산업별 산재 건수 및 지급액 추이(1968～2006년)

주 : 마승렬․김명규(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표>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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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경감하는 것과 함께 근로자의 보호에 있다.2) 예를 들어 근로자의 경우 근
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상을 전적으로 사업주의 개별적 보
상 능력에 의지하는 경우 보상 여부와 그 정도가 사업주의 보상 능력에 좌우될
수 없어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제도를 통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비록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2007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여전히 담고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
가 바로 장해 및 유족보상과 관련한 연금과 일시금 간 급여 크기의 과도한 괴리
현상이다.3) 구체적으로 현행 산재보험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
금과 연금급여를 각각 제시하되 장해 1～3급까지는 연금, 장해 8급 이상은 일
시금만 지급하고, 장해 4～7급은 일시금과 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자료 : 산재보험법 별표 2(제57조 제2항 관련).
2) 자세한 내용은 이상국(2006) 참조.
3) 급여체계의 문제점들은 이외에도 피재근로자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령
계층간 불공정성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마승렬․김명규(2008)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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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볼 수 있는 일시금과 연금의 과도한 괴리현상에 대해
서는 마승렬․김명규(2008), 정홍주․송용(2008)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과 연결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금 관련 재정문제이다. [그림 2]와 [그림 3]은 1987～2006년간
산재급여 종류별 건수 및 급여총액 추이와 장해 및 유족급여의 일시금/연금 비
율 추이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먼저 [그림 2]를 보면 산재의 보험급여 요양급
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특별급여
중 연금으로 주로 지급되는 장해급여와 유족급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4)
[그림 2] 급여 종류별 건수 및 급여총액 추이(1987～2006)

주 : 1)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일시금을 포함한 누적연금 건수 및 금액을 나타냄.
2) 마승렬․김명규(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표>를 재인용.

다음 [그림 3]을 보면 연금지급액 및 연금 수급자 수에 있어 공히 일시금 대
비 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재
해보상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물론 산재보험의 경우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립방식이 가지고 있
는 지급불능 문제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연금 관련 보
험료 대비 연금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수익비가 1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4) 이것은 다른 급여의 추세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해 문성현(2008)은 증가 원인으
로서 2005년도의 경우 장해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78.8%), 1인당 장해연금 증가(21.2%),
그리고 유족연금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 수 증가(62.3%), 1인당 유족연금 증가(37.7%)
로 각각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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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해 및 유족급여 지급액 및 수급자수의 일시금/연금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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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홍주․송용(2008) 중 <표 1>, <표 2> 재구성.

기존에 약속된 연금지불을 위한 보험료 부담은 모두 후세대에게 돌아가게 되는
데 마승렬 외 2인(200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익비가 3.5를 초과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한 가입자에 관한 문제이다. 연금과 일
시금의 전체 급여 크기를 비교한 기존 논문을 보면 모두 일시금과 연금 간 급여
차이가 과도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정홍주․송용(2008)에서는 4급 장
해등급의 남성 집단의 경우 6% 고정금리하에서 연간 연금액의 13.6배를 일시
금으로 받아야 서로 상등한 관계가 된다고 밝히고 있어 현행 약 4.5배와는 현격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는 연금을 받는 피재근로자가 조
기 사망한 경우 일시금과 총연금 수급액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최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어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시
금과 연금의 괴리현상은 정홍주․송용(2008: 25)에서 언급한 바 “단지 유동성
문제가 있는 장해인만 일시금을 선택하게 되므로 결국 이는 사회적 약자(유동
성 문제가 있는 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행 일시금/연금급여 체계는 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
등한 급여로서의 적정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간주되어 있음으로 해서
산재와 관련한 각종 법적 실행상 상당한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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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
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
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일시금과 연금의 괴리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개정 과정
중에서 연금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과거 시
장이자율이 20%를 넘나들던 고금리 시절의 영향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5)
물론 현실적으로 연금의 가치는 가입자와 유족의 생존기간을 포괄하는 장기간
에 걸쳐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stable) 생존기간을 가정하는 경우 이자율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일시금과 연금의
과도한 괴리라고 하는 산재보험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하되 보다 현실적이며 적용 가능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국내외 문헌을 통해 적절한 장해․유족급여의 크기를
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마승렬․김
명규(2008), 정홍주․송용(2008)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왜곡된 일시금/연금
간의 관계를 시정할 수 있는 적정관계(비율)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CIR
(Cox- Ingersoll-Ross, 1985) 이자율옵션모델(interest rate option model)을 사용
하였다. 이 이자율옵션모델은 i) 무엇보다 옵션가격산정모델(option pricing
model)이기 때문에 일시금/연금 중 선택가능(option)이라고 하는 현 제도의 프
레임과 개념상 배합하며, ii) 이자율 기간구조모델(term structure model)로서 기
본적으로 향후 이자율의 변동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단일의 이자율(할인
율)을 가정하는 것에 비해 보다 논리적이며, iii) 단일의 이자율(할인율)을 가정
함에 있어 수반되는 문제점, 즉 다양한 할인율(이자율)은 다양한 결과와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는 수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특정 이자율과 이에
따른 결과의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정책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6)
5)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홍주․송용(2008)을 참조할 것.
6) 산재보험의 적정 일시금/연금 비율을 구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은 비록 연금의 지급기간
이 수십 년에 걸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것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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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의 검토와 논문의 구성

이미 언급한 바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의 일시금/연금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연구는 마승렬․김명규(2008), 정홍주․송용(2008)에서 볼 수 있다.7) 정홍주․
송용(2008)에서는 먼저 보험수리적 기준에서 현행 제도하의 연금액의 크기에
상응하는 일시금의 크기를 각 장해등급별로 산정하여 서로 비교하였다.8) 금리
(할인율)에 관해서는 6%, 7%, 8%, 9%를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일시금(실제로
는 현가배수)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동일
한 방식을 채택하였다.9) 이어서 현 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연금을
그대로 두고 일시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일시금을 그대로 두고 연
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있어 조정수치를 각각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마승렬․김명규(2008)에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유족 및 장해급여의
연금, 일시금의 크기를 비교하되 이 두 가지 외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는 일실이익(상실수익)10)과 함께 현실모형에 의한 실질
손해액11) 등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현행 연금과 일시금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7)
8)
9)

10)

11)

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보다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는 미래이자율의 추계치를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아래 제Ⅳ장(모델 및 실증분석)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자율의 변화 외에도 이자율의 변동성(σ) 자체가 연금/일시금의 적
정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관련 논문으로서 신종욱․마승렬(2009)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일시금/연금 급여의 괴리문제
를 급여선택권에서 발생하는 옵션가치의 산정을 통해 다루고 있다.
이 때 현재 평균 연령 및 장해발생시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산정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장해발생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6%의 할인율 가정시 연간 연금액의
배수로서 상응하는 일시금의 크기는 남자 1급의 경우 11.79배, 7급의 경우 14.76배로
나타났으며, 할인율 9% 가정시는 남자 1급의 경우 9.03배, 7급의 경우 10.54배로 나타
났다.
일실이익(상실수익)은 피재근로자가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장래의 가동가능 기간
까지 직업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의미한다. 자
세한 내용은 마승렬․김명규(2008)을 참조할 것.
실제 사망손해액 산정모형이란 법원 판례상 나타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과 호프만식
계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이 제시한 모형으로서 마승렬(200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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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12) 한편 개선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피재근로자의 실제 손해액
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연금을 조정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두 논문
들은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의 존재 여부를 염두에 둔 채 일시금/연금이 절대적
및 상대적 측면에서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홍주․송용(2008)의 경우 일시금/연금의 적절한 크기에 대한 정성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두 논문 모두 할인율(이자율)이 연금과 미
래급여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정된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언급한 바 정책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다소 미흡함을 가지고 있다.13)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먼저 다음 장에서 적정보상급여(일시금/연금)의 존
재 가능성을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 Ⅳ장에
서는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일시금/연금의 크기를 옵션가격산정모형을 사용하
여 각각 제시하되 급여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이자율 기간구조에 관해
서는 CIR(Cox-Ingersoll-Ross(1985))모델을 통해 확률적 이자율(stochastic
interest rate)모형을 채택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의 이자율(할인율) 적용과 관련
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Ⅲ. 적정 보상급여(일시금/연금)의 검토

장해와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재의 연금/일시금 간 급여 크기상
적정관계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단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첫
째는 보상급여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검토이다. 만일 이러한 검토가 선행되지
12) 그 결과를 보면 장해급여의 경우 4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실 모형에서의 손해액을 1
로 봤을 때 법원 일실이익은 장해발생 연령별로 0.61～0.72 사이, 연금의 경우 1.26～
1.92, 일시금의 경우 0.23～1.05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족급여의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0.61～0.72, 0.62～1.19, 1.06～1.62, 0.18～0.75로 나타났다.
13)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에 관한 논문은 국외의 경우 Boyle & Hardy(2003), Ballota &
Haberman(2002)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개인연금 상품의 계약 만기 적립
금의 연금 전환에 대한 보장계약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국내의 논문으로는 신종욱․
마승렬(2009)에서 공무원연금에서 볼 수 있는 연금/일시금의 옵션가치를 계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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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연금/일시금 간 관계 도출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기준의 결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정홍주․송용(200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것의 상대적 크기를 결
정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보상급여의 두 가지 대표적 형태로서 상황에 따라
그 실제가치간 괴리가 나타날 수 있는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위의 두 가지 검토를 기준으
로 한 연금과 일시금 간 적정관계를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먼저 적정보장 수준에 대한 지표는 사고발생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
체율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가장 보편적인 제도인 공적 및 사적 연금제도의 경우도 적정 보장수
준을 논의함에 있어 소득대체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과정이며 공사연금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데 소득대체율은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14) 참고로 노후소득
과 관련하여 KDI(2006) 보고서15)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사교육비 부담
(10% 내외) 등을 고려할 때 필요 소득대체율을 60% 내외 수준으로 적고 있다.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소득대체율을 포함하여 참고할 만한 국제적 기준에 대
해서는 박찬임(2002)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6) 그 하나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1964년에 채택한 협약 121(산재급여에 관한 협약)’이며 두 번째는
1972년 미국 산재보상법에 대한 국가위원회가 제안한 것이다. 여기서 후자는
각 주의 산재 제도의 다양성,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제도 변화의 한계
성으로 말미암아 1970년대에 의회가 주 산재보상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든 위
14) 한국노동연구원(2005)에서는 적정보장 수준에 대한 지표로서 소득대체율이 주로 사용되
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소득대체율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각 나라마다 경제개발의 단계가 다르고 연관하여 사회보장체계와 문화
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30년
가입 기준으로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40%에서 55%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
(ILO 헌장 제102조)하고 있으나 “ILO 이론적-명목론 수준의 소득대체율과는 별도로 경
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공사연금
에 의한 적정수준의 총 노후소득대체율을 60~70%대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금(퇴직
연금)제도의 역할』, 2005, pp.33～34를 참고할 것.
15) KDI,『재정안정화와 제도선진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정책연구』, 2006, p.151.
16) 박찬임,『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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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제노동기구와 미국 국가위원회의 표준비교
국제노동기구
협약 121

미국 국가위원회
권고 12117)

필수적 권고

기타
권고

장해 (1) 노동자 전소득의, (2) (1) 노동자 전 소득 혹 노동자의 소비 가
연금 일반성인 남성노동자 임 은 (2) 주요 산업에 종사 능한 소득의 80%
금의 60%(부인과 두 자 하는 남성노동자의 평균 나 총소득의 2/3
소득의 2/3
녀를 둔 노동자)
유족 (1) 피재자 전소득의, (2) 같음
연금 일반성인 남성노동자 임
금의 50%(부인과 두 자
녀를 둔 노동자)

사망 노동자의 소비 같음
가능한 소득의 80%
나 총소득의 2/3

자료 : 박찬임, “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연구”, p.34 <표 3-1> 중 일부를 발췌.

원회이다.18) 위의 <표 2>는 두 단체에서 제시한 연금형태(periodical payment)로
지급되는 경우의 소득대체율을 정리한 것이다.19)
한편 근로능력의 상실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장해의 경우
에는 장해급여의 적정 비율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표 3>에서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 장해급여의 계산방
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완전장해(total loss)란 일정 정도의 근로능력 상실
의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 기준은 국가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는 장해등급 1～7급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0)
<표 2>, <표 3>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산재 관련 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 문제는 확정적으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
닐 뿐 아니라 또한 현 상태에서의 대대적 개편의 필요성도 그다지 없다고 볼
17) 협약과 권고의 차이점은 박찬임(2002), p.18을 참조할 것.
18) 자세한 내용은 박찬임(2002), p.26을 참고할 것.
19) 한편 적정급여 수준이 반드시 소득대체율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
견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 판례 등은 소득대체율 기준이 아니
라 상실수익 혹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 연금이 지급되는 최소장해 정도는 근로능력 상실 정도에 따르게 되는데 그 기준은 10%
미만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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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국의 장해급여 계산방식
프랑스

덴마크

멕시코
독 일
헝가리

영 국
미 국

일 본
대 만
한 국

계산방식
완전장애 : 사고 전 1년간 평균 소득의 100%
부분장애 : 장애수준 50% 초과시 완전연금×장애 정도×150%
장애수준 10∼50%시 완전연금×장애 정도×50%
10% 미만시 일시금
완전장애 : 전년도 소득×80%
부분장애 : 완전연금×장애 정도
50% 미만 장애는 장애 정도에 따른 일시금
완전장애 : 소득의 70%. 크리스마스 보너스 : 1개월치의 연금
부분장애(26-99%의 장애): 완전연금×장애 정도
완전장애 : 가장 최근 연도 소득의 66.7% 지급
부분장애 : 완전연금×장애 정도
완전장애 : 연금의 장애연금 받음. 가입기간 2년 미만은 평균 순소득의 51%,
25년 가입 기간이면 63%까지 증가함, 그 이후는 노령연금에 5%씩 추가함)
부분장애 : 장애연금과 동일
완전장애 : 주당 일정액(108.10파운드)
부분장애 : 14% 이상의 장애에 대하여 완전연금×장애 정도
완전장애 :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의 66.7%
모든 주의 4/5는 전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만 나머지 주들은 지급한도
있음(103∼500주까지)
부분장애 : 임금손실에 비례하여 혹은 재해에 따라서 지급
장애 정도에 따라서(장애등급 1∼7급) 평균일급에 131∼313일을 곱함
덜 심각한 장애 : 장애 정도에 따라서 56일에서 503일치 일시금
완전장애 : 60개월 소득만큼의 일시금
부분장애 : 장애 정도에 따라서 50개월의 소득의 1∼1/2의 일시금
완전장해 : 평균 일급의 138에서 329일치 연금. 장애 정도에 따라서 55일
에서 1,474일에 해당하는 일시금. 간병급여 있음. 최고 최저 있음. 임금
에 대한 연동

주 : 박찬임,『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연구』, 2002, pp.56～57에서 부분발췌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각국마다 그 사례가 다양하여 획일적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 비춰본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를 보면 완전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1～7급의 경우 평균 228일급, 즉 개략적으로 연(年) 소득의 약
62.4%에 해당하는 보상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각국 사례의 극단에 해당되
지 않아 과잉이나 과소와는 다소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21)
21)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산재보험이 비록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존재하지만 현존
하는 산재보험의 재정 문제를 감안할 때 민영보험의 주요한 원칙의 하나인 수지상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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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검토 단계인 보상급여의 두 가지 대표적 형태인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가에 대한 것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 121(산재급여에 관한 협약)22), 미국 산재보상법에 대한 국가위원
회의 권고, 그리고 각국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당연히 연금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시금은 각국의 사례에서처럼 근로능력의 상
실 정도가 크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21(제15
장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그리고 산재 당사자의
동의하에(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with the agreement of the injured
person)”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연금/일시금의 급여 크기상 관계에 있어서는 보험수리상 상등관계를
기본적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121(제15
장 제1항)에서도 연금이 보험수리상 동등한 가치의 일시금으로 환산될 수 있음
(periodical payment …maybe converted into a lump sum corresponding to the
actuarial equivalent...)을 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와 관련한 적정보상 급여의
크기 및 형태와 관련하여 먼저 급여형태는 연금이 되어야 하며 만일 일시금지
급이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는 경우 둘 사이의 관계는 보험수리적 상등
(equivalency)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금의 크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연금급여의 크기가 다른 국가 대비 극단의 위치에
있지 않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경우 일단 정해진 급여체계를 변경하
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연금급여를 기준으로 적정 일
시금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일 언급된 바 보험료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 경우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의 적정성 여부
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단 요구되는 소득대체율을 정한 다음 이에 맞추어 보
험료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험료의 조정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하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한다.
22) Article 14, No. 2. “In case of total loss of earning capacity likely to be permanent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그리
고 no.4 “In case of partial loss of earning capacity likely to be permanent which
is not substantial but which is in excess of the prescribed degre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the cash benefit may
take the form of a lump-sum payment”라고 각각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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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적정연금의 조정, 법원의 일실이익 산정 과정의 고려, 산재급여정책의 변
화 등으로 말미암은 연금급여의 크기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따른
일시금의 변경은 논문에서 도출된 바 적정 비례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현
실적용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Ⅳ. 모델 및 실증분석

연금 대비 적정일시금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옵션가치결정
모형(option pricing model)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미 언급한 바
현행 산재보험에서 피재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일시금/연금에 대한 선택권은 일
종의 옵션으로 볼 수 있고 연금에 상응하는 적정 혹은 상등(equivalent)한 일시
금을 구한다는 것은 개념상 이러한 옵션가치를 최소화시키는 일시금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래의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자율의 변화 외에 이자율의 변동성(σ) 역시 연금/일시금의 적정비
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는 경우 옵션모델은 단순한 미래이자율
예측치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우월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금 지급기
간이 10년 이상 나아가 30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바 단일의 이자율(할인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
가 따르기 때문에 이자율 기간구조의 상정 등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가적인 이유이다. 한편 이 모형을 통해 산정된 가입 시점 기준
일시금/연금 옵션가치는 연금/일시금이라는 급부 외에 가입자의 선택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향후 산재보험료의 조정에 있어 중요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옵션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이른바 기간구조모델(term structure)
인 CIR(Cox-Ingersoll-Ross, 1985)모델을 사용하였다. CIR모델23)의 경우 금리
23) CIR(1985)모형은 이자율 기간구조가 선형모형(affine model)을 따르는 1요인(one factor)
모형이며, 항상 양(+)의 금리를 가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은행(2000), 김석영
(2005)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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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회귀(mean reversion) 현상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시장균형모델
(equilibrium model)24)이다. 따라서 현재 시장이자율 기간구조의 반영이라는 의
도를 가진 무차익(no-arbitrage) 모델에 비해 향후 이자율(할인율)의 진행에 대
한 예측 측면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25)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 변동
이 불안정적인 현 상황과 다소 장기간에 걸친 연금 수령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26)
한편 산재보험에서는 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액일시금 조항27)을 가지고 있
다. 이것은 연금수급자의 수급권 조기 소멸에 대한 일종의 보장장치인데 이 자
체가 연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CIR모델을 통한 분석에 앞서 과거 금리 변동이 산재보험의 1급 장해(남자)
기준 연금/일시금 간 가치격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연도별로 살펴보
면 다음 [그림 4]와 같다.28) 이것은 장해발생 이후 연금/일시금의 선택 시점을
24) 시장균형모델은 일반적으로 경제변수들에 대한 가정으로 시작하여 단기이자율 r의 진행
과정(process)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진행 과정을 통해 채권 가격과 옵션 가격이 계산된
다. 자세한 내용은 Hull(2009), p.674 참조.
25) 이러한 장점은 CIR(1985)모델의 단점, 즉 무차익모델과는 달리 시장이자율의 실제적 움
직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이 모델은 모수적 설정을 통
해 미래 단기이자율의 조건부 분포가 non-central 카이자승 분포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1요인 선형모델의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은행(2000), p.125, p.129
를, 그리고 비모수적 기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이필상․안성학(2003)를 참고할 것.
26) 참고로 신종욱․마승렬(2009)에서는 Black(1976)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금의 현재가
치 계산에 필요한 향후 30년에 걸친 시장이자율에 관한 데이터를 KDI의 한 보고서에
나타나는 장기적 이자율 예측자료로 대신하였다. 이 모델은 확률적(stochastic) 이자율을
가정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델로서 그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추
이를 나타내주지 못하고 단순히 미래 이자율의 분포가 특정 이자율을 중심으로 한 로그
정규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Hull, 2009: 673). 본 논문과 관련하여서
는 모델의 상대적 우월성을 말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두 가지 모델의 결과 차이는 주
42)와 주 43)에서 각각 언급하였다.
27) 산재보험법 제57조 5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
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
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8) 이러한 시도는 Boyle & Hardy(2003)에서 행해진 바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서 기존의
일시금 외에 연금수급이 가능해진 것은 1970년도로서 이후 장해1급 기준 일시금의 크기
는 5.58배(1970), 4.80배(1977), 4.28배(1981), 4.8배(1989)로 계속 변해 왔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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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일시금/연금 선택 시점의 선택가치(매년 1원의 연금수급 기준)

기준으로 하였으며 당시의 금리가 연금 수급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먼저 이 그림에서 나타난 바 연금/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점에서 선택
권에 부여된 가치란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T는 총 가입기간이 T년이 되는 선택시점을 나타내며 AT는 적정할인
율로 할인한 연금의 현재가치, LT는 일시금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이 수식은 피
재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시금의 크기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소정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음을 가정하고 있다.
이 그림은 매년 1원의 연금수급을 기준한 것으로서 1급 장해자(남자)의 연금
혹은 일시금 수급연령을 45세로 가정한 것이다.29) 그리고 피재근로자의 생명표
사실을 이 그림은 반영하고 있다. 산재 연금/일시금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홍
주⋅송용(2008)을 참고할 것.
29) 이것은 정홍주․송용(2008)에서 1급 장해(남) 발생시 평균연령이 45세 인 것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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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홍주․송용(2008)의 산재근로자(남자)의 경험생명표를 사용하였으며 할인
율은 국고채 5년 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공제한 실질수익률30)을 적용하였다.
위의 그림은 일시금/연금 간 가치격차가 매년 금리 수준의 변화에 따라 상당
한 영향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그
격차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높은 금리가 형성되었던 이른바 IMF기간
(1997년)에도 연금 1원 기준 일시금과 연금의 격차는 6.7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일 이 기간 동안 급박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일시금을 선택하였
던 재해근로자가 있는 경우 금리가 그 후 대폭 하락하면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의 적정 연금/일시금을 산정함에 앞서 산재보험료의 산정 등에 있어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 시점에서의 옵션가치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2)

여기서   가 연금/일시금이 지급되기 전 t시점에 있어서 일시금/연금 간
선택권이 가지고 있는 옵션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때   는 t시점에서의 일시
금의 가치,

       는

현재 나이가 x인 사람이     년 동안 산재사


고 없이 재직할 확률31),    
       는      이후 1년 동안 사망(s) 혹

은 장해(d) 등의 산재사고가 발생할 확률,   는 산재 가입자가 T시점을 기준
으로 향후 j년 동안 생존확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일시금을 연금액으로 나
눈 수치이며     는 만기 T시점에서 1원을 지급하는 할인채(zero coupon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전체 근
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매 1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되 60세(2013년 이후 매
5년마다 1세 추가)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그림에
서는 편의상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였다.
31) 일시금/연금에 대한 옵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망, 장해사고 외에도 실직이 아닌 상태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장간 이동이 순조롭고 이에 따라 계속 재직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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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의 t시점에서의 시장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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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를 행사가격으로 하는 t시점에서의 콜옵션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데 식 (2)

의 도출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yle and Hardy(2003)와 신종욱․마승렬
(2009)에 나와 있다. 이 식을 단순히 축약하여 표현하면 가치측정 단위(numeraire)
접근방식을 위주로 하여 연금/일시금 선택 시점인 만기 T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급여간 가치차이의 기대치를 t시점의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즉,
일시금/연금 선택이라는 콜옵션은





    

∞






        


 




(3)

∞

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바 미래가격(future price)



 

        

를 확보가 가능한 선도가격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있어서 가치측정단위(numeraire)
접근방식이 사용되는 것이다.32) 그런데 이표채(coupon bond)에 대한 콜옵션으


로 볼 수 있는 앞의 식  

∞






        


  는 이자율의 one-factor process33)


를 가정하는 경우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각각의 할인채(zero coupon bond)에 대
∞

한 유럽형 옵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34) 즉,



 

   

         가 되

며 이 때 새로운 행사가격  의 도출에 대해서는 Jamshidian(1989)에서 언급되
고 있다. 위의 식에서           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계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Boyle & Hardy(2003)은 Hull-White(1990)모델을 사용하였으며
Ballota & Haberman(2002)는 Heath-Jarrow-Morton(1992)의 one-factor 모델을
32) 이에 대한 내용은 Rebonato(1998), pp.246～247에서도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33) One-factor 모델이 의미하는 바는 단기이자율 r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 하나
의 요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또한 단기 기간 동안 모든 이자율은 모두 동일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동일한 크기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세한 내
용은 Hull(2009), p.674 참조.
34) Jamshidian(1989)의 결과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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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한 옵션가치를 산출하였으며 신종욱․마승렬은 Black(1976)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CIR모델은 시장균형(equilibrium)모델로서 단기이자율의
진행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35).
       


(4)

이 모델은 이자율의 mean reversion, 즉, 이자율이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적
평균이자율(  )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을 가정하며,  는 복귀의 정도(rate)를 나
타낸다.
그리고 CIR모델에 있어    를 만기로 하는 할인채(zero coupon bond)에
대한 콜옵션의 가치를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36)
                           

단,

(5)


     

                
 ,
          





     
 ,
         





        
   ,  
    




      ,


 
,



 

   
 
 

35) 단기이자율 모형 중 비교적 계산 과정이 용이하고 널리 활용되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CIR모형을 들 수 있다(강병진(2009), 차일권․정홍주(2008), 류수복(2007)의 연
구 참조). 국내 시장에서 CIR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에서 CIR모
형에 의해 추정된 금리가 실제 금리와도 잘 부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국찬표
외 2인(1998), 류수복(2007)의 연구 참조).
36) 자세한 내용은 Rebonato(1998), p.248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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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non-central chi-squared 분포를 의미한다. 한편    를 만기로
하는 할인채(zero coupon bond)의 t 시점에서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

     

        

 

(6)

,
       
       




      

 
 




  
,

     
   
   




   ,





  


위의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수,     각각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
다. 먼저    는 차일권․정홍주(2008)의 자료37)를 이용하였는데  는 0.67%,
 는 27.61%, 그리고  는 5.05%(실질금리 2.13%)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자

율)위험의 시장가격(market price of risk)38)을 나타내는  는 이필상․안성학
(2003)의 자료를 참고하여 0 으로 가정하였다.39) 한편  은 현재의 단기이자율
을 나타내는데 최근 5년간 국고채(5년 만기) 수익률 4.78%(실질금리 1.97%)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는 옵션 만기시점인 T시점에서의 채권의 선도
가격(forward price)이며 현재의 수익률 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한       , 혹
은         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식 (2)와 관련하여 장해연금
의 경우 장해 4급인 남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산재보험 가입 연령은 2007
37) 이 논문에서는 5년 만기 국고채를 대상으로 하여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
일반화된 적률추정법)을 사용한 모수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38) 위험의 시장가격(market price of risk)이란 위험(risk)과 수익률(return) 간 트레이드 오
프(trade-offs)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자세한 내용은 Hull(2009), pp.616～617 참조할 것.
39) 국채의 일종인 통화안정증권을 대상으로 이자율 위험의 시장가격을 측정한 이 논문에 의
하면 이자율 위험의 시장가격이 이자율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나 이자율 5～7% 정도에
서는 거의 0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필상․안성학(2003), p.
87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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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를 통해 만 34세로 가정40)하였으며

       와

      에 관해서는 정홍주․송용(2008)의 자료를 통해 남자의 경우 44세까

지 사망 혹은 장해사고 없이 재직 후 만 45세에 장해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41) 이 때 필요한 사망 혹은 장해확률은 2005～2008년 장해 및 사망
사고 발생 데이터를 통한 평균적 연간 장해사고 발생확률 0.000140167과
0.000139422을 각각 사용하였다.42)
한편 장해4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는 4.5179인데 이것은 일시금/연금의
선택권에 대한 금액 대비를 볼 수 있는 장해 1～7급  의 평균 값43)인 4.49와
유사한 값이다. 그리고 산재 가입자가 T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j년 동안 생존할
확률을 나타내는   는 정홍주․송용(2008)의 장해연금 수급자의 경험생명표
를 사용하였다.
한편 유족연금/일시금의 선택권과 관련한 적정 일시금의 크기를 산정함에 있
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유족의 숫자는 배우자(여자) 포함 2인으로
유족급여의 수급 시점은 장해급여와 마찬가지로 정홍주․송용(2008)의 자료를
참고하여 만 49세로 하였으며, 유족연금 수급자의 생명표는 국민생명표를 사용
하였다.
다음의 <표 4>는 산재보험 가입 시점에서의 장해연금/일시금에 대한 옵션가
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현 제도하에서 산재보험 가입자에게는 일시금 100원
(가입시점 가치) 기준 일시금 외에 0.0297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연금의 선택권
이 주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옵션가치가 낮은 이유는 장해나 사
망사고 등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44) 한편 일시금과 연금의 가치
를 동등하게 하는 할인율 혹은 일시금의 (실질)내부수익률은 21.4%에 해당하는

40) 이것은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재해자의 평균 입사 연령을 사용한 것이며, 자세
한 이유는 마승렬 외 2인(2009)에서 언급되고 있다.
41) 장해사고 발생시 평균 연령을 보면 남자의 경우 1급(45세), 2급(49세), 3급(50세), 4급
(42세), 5급(44세), 6급(44세), 7급(43세) 등으로 나타났다.
42) 자세한 내용은 연구 논문 마승렬 외 2인(2009)을 참고할 것.
43) 구체적으로  값은 1급(4.48), 2급(4.498), 3급(4.49), 4급(4.51), 5급(4.50), 6급(4.49), 7
급(4.46)이다.
44) 참고로 신종욱․마승렬(2009)과 동일한 방법으로 Black(1976)모형을 사용한 결과의 옵션
가치는 0.0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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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산재보험 가입 시점에서의 장해연금/일시금에 대한 옵션가치
가입자

옵션만기까지 기간

일시금의 크기

옵션의 가치

남자(34세), 4급장해 기준

11년

100

0.0297

<표 5> 장해등급별 적정 장해일시금
장해
등급

현행
장해보상연금

현행
장해보상일시금:
(A)

적정
장해보상일시금:
(B)

일시금
조정배율
(B)/(A)

1급

329일분

1,474일분

7,896일분

5.36

2급

291일분

1,309일분

6,984일분

5.34

3급

257일분

1,155일분

6,168일분

5.34

4급

224일분

1,012일분

5,376일분

5.31

5급

193일분

869일분

4,632일분

5.33

6급

164일분

737일분

3,936일분

5.34

7급

138일분

616일분

3,312일분

5.38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정연금/일시금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계산한바 일시
금/연금 선택관련 옵션가치를 최소화하는 일시금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시
행착오(trial and error)방식을 통해 구한 결과 일시금 기준 연금에 대한 옵션가
치는  = 24 이상이 되는 경우 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평균 약
4.49이며 4.46∼4.51 사이에 분포된 1∼7급 장해에 대한 일시금/연금 비율을 현
재 상태에서 24.0로 개정하였을 때 일시금과 연금에 대한 옵션가치는 0에 접
근45)하게 되며 이것은 장해4급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의 크기를 현행 1,012일
분에서 5,376일분(5.31배)으로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
다.46)
45) 참고로 신종욱․마승렬(2009)과 동일한 방법으로 Black(1976)모형을 사용한 결과의 옵션
가치를 0에 접근시키는 일시금/연금 비율은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
온 주된 이유는 이자율 기간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것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조정배율이 최소치를 의미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
46) 이러한 결과는 연금/일시금 옵션가치의 최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의
계산 과정에서는 산재급여의 연간 조정을 감안하되 60세 이전까지 장해급여 산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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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상일시금의 조정배율에 관한 기존 연구와의 비교 (장해4급 경우)
현행
보상일시금

수정
보상일시금

적정
보상일시금
조정배율

장해급수,
장해발생연령

마승렬․김명규(2008)

1,012일분

4,661일분

4.60배

45세, 4급

정홍주․송용(2008)

1,012일분

2,390일분

2.36배

42세, 4급

본 연구

1,012일분

5,376일분

5.31배

45세, 4급

주 : 마승렬․김명규(2008)의 논문 <표 12>에서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으며, 정홍
주․송용(2008)의 경우는 <표 16>에서 인용.

이러한 결과를 기존의 논문과 비교해 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승
렬․김명규(2008)에 비해서는 일시금 조정배율이 다소 높고, 정홍주․송용
(2008)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47)
한편 다음의 <표 7>은 <표 5>에 이어 유족급여 관련 적정 일시금(  )의 크기
를 보여주고 있다. 장해급여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 결과 일시금 기준
연금에 대한 옵션가치는  = 26 이상이 되는 경우 0에 이르고 현행 일시금의
크기가 1,300일인 반면 적정 일시금의 크기는 4,867일로 나타났다. 즉, 유족연
금의 경우 현행 일시금을 3.74배 확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장해
보상일시금에 비해 유족보상일시금의 조정배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의미
한다48).
<표 7> 산재보험의 적정 유족일시금(g)
가입자



현행
유족연금

현행
유족일시금

적정
유족일시금

배우자(여, 49세)
포함 유족 2인

26

187일분

1,300일분

4,867일분(3.74배)

준이 되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상승 대신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한 것이며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바 일시금과 총연금 수급액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제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7) 정홍주⋅송용(2008)과 차이가 현격한 이유는 이 논문이 물가인상 등에 따라 매년 이루어
지는 연금급여의 조정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8) 마승렬․김명규(2008)의 논문 <표 10>에서는 유족보상연금의 현가를 기준으로 한때의
적정 유족보상일시금 조정배율이 3.31배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정홍주⋅송용(2008)의
연구에서는 유족보상일시금 조정배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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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장단기 금리(  ,  ) 변화에 따른 연금 대비 적정 일시금의 배수(  )

 =0.0013

 =0.0113

 =0.0213

 =0.0313

 =0.0413

 =0.0513

 = 0.0097

31

27

24

21

19

17

 = 0.0197

31

27

24

21

19

17

 = 0.0297

31

27

24

21

18

16

 = 0.0397

31

27

23

21

18

16

다음으로는 금리의 변동에 따른 적정  값의 변동을 알아보았는데 구체적으
로 i)  과  가 동시에 1%씩 증감하는 경우 ii)  이 현재와 동일한 상태에서  가
1%씩 증감하는 경우 iii)  이 현재와 동일한 상태에서  이 1%씩 증감하는 경우
를 각각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옵션가치는 평균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평균 금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금리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토에 이어 <표 9>에서는 각종 모수 변화
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검토가 나와 있다.49)
이 <표 9>에 의하면  와  는 일반적인 모수 변화를 가정할 때 적정 일시금
의 크기에 별 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의 변화에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옵션모형의 모수 변화에 따른 연금 대비 적정 일시금의 배수(  )
모수

조정치

적정
배수

조정치

적정
배수

조정치

적정
배수



0.01

24

0.025

26

0.05

30



0.02

24

0.03

24

0.04

25



0.5

24

0.75

24

1

24

49) 와 값의 범위는 이필상․안성학(2003), 한국산업은행(2003)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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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는 산재보상과 관련한 사업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함께 근로자의 보호에 있다. 그런데 산재보
험의 연금과 일시금 급여가 과도한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누차 지적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일시금과
연금의 과도한 괴리현상과 연결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서 연금 관련 재
정문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한 가입자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현행 일시금/
연금급여 체계가 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동등한 급여로서의 적정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른 산재와 관련한 각종 법적 실행(중복 급여의 조정
등)에 있어서 상당한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특히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약자(유동성 문제가 있는 자)가 대부분 일시
금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어 산재보험의 취지에서 보았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한편 지금까지의 일시금/연금 관련 논문들은 일시금/연금의 괴리현상을 해결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할인율의 선택이 연금의 크기를 결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간구조의 고려 없이 모든 만기에 있어서 동일한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급여가 지급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형평성을 이룰 수 있
는 일시금/연금의 크기를 옵션가격산정모형을 사용하여 각각 제시하되 확률적
이자율(stochastic interest rate)모형인 CIR(Cox-Ingersoll-Ross(1985))모델을 통
해 선행연구에서의 이자율(할인율) 적용상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옵션가치결정모형(option pricing model)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보
다 이미 언급한바 현행 산재보험에서 피재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일시금/연금에
대한 선택권은 일종의 옵션으로 볼 수 있고 연금에 상응하는 적정 혹은 상등
(equivalent)한 일시금을 구한다는 것은 개념상 이러한 옵션가치를 최소화시키
는 일시금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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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보면 현행 평균 약 4.49이며 4.46~4.52 사이에 분포된 1∼7급 장해
에 대한 일시금/연금 비율을 현재 상태에서 24.0로 개정하였을 때 일시금과 연
금에 대한 옵션가치는 0에 접근하게 되며 이것은 장해4급의 경우 장해보상일시
금의 크기를 현행 1,012일분에서 5,376일분(5.31배)으로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논문과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족급여의 경우 일시금 기준 연금에 대한 옵션가치는 일시금/연금 비
율이 26.0 이상이 되는 경우 0에 이르고 현행 일시금의 크기가 1,300일인 데
비해 적정 일시금의 크기는 4,867일로 나타났다. 즉, 유족연금의 경우 현행 일
시금을 3.74배 확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장해연금에 비해 현행
일시금의 조정배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재보험의 연금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적정 일시금의 크
기를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료
대비 적정 연금액 수준의 조정, 법원의 일실이익 산정 과정에서와 같이 피재근
로자가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액의 고려, 산재급여정책의 변화 등으로 말미
암아 향후 산재보험에서 연금급여액의 크기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에 따른 일시금 수준의 조정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
에 근거하여 변경된 연금 수준과의 적정 비례관계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 연금을 기준으로 한 일시금의 상향 조정은 현실적으
로 재정수지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보험료의 상승이 필요하
고 이것은 사업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에서 흔히 거론되는 것인데 산재보험 연금급여 역시 연금수
익비의 확인 및 세대간 분배문제의 검토 등 기본적인 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
이다.
한편 위의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 CIR(1985) 금리모
델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연금의 가치는 금리모델의 선정에 따라 적지 않은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모수적 기법을 포함한 보다 다양하고도 새롭게 정
비된 금리모델의 적용을 통한 연구 결과를 추후연구에서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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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Fair Levels of Lump-Sum and Annuity
Payment in the Workers’ Compensation Using CIR
Interest Rate Option Model
Jongwook Synn⋅Seungryul Ma
As one of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Workers’ Compensation lies in the protection of the workers, as well
as lightening the financial burden of the employers. However, the gap in
the economic value between lump-sum and annuity benefits has continued
until now and this has been related to the problems of annuity-wise
financial unsoundness, adverse effects for the employees who have
chosen lump-sum payment, and also legal disadvantages as a result of
treating current annuity and lump-sum as an equivalent benefits. Using
Option Pricing Model, this paper attempts to resolve the size of the
lump-sum payment which is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nnuity.
Specifically, through the use of stochastic interest model (CIR model),
this paper tried to overcome the problem of choosing a sole discount
rate without considering term structure of the interest rate. The result
shows that, in the case of disability benefit, the option value of the
choice between annuity/lump-sum approaches zero as the ratio
(lump-sum/annuity), which is currently in the range of 4.46-4.52, becomes
24. That is, current benefit system needs a drastic change from
1,012days to 5, 376days for the lump-sum payment. In the meantime, the
survivors’ lump-sum payment needs to be changed from the current
1,300days to 4,867days.
Keywords : workers' compensation, lump-sum, annuity, CIR, disability, survivors,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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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로의 인구와 고용이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
다.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기준으로 할 경우1) 시부의 비중은 2000년
91.9%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06년에도 9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들 사이의 고용 성과의 차이도 크게 드러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혁신도
시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와 같이 도시와 지역의 특화 산업에 대한 지원 정
책이 추진되고 있다.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에서 산업 특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 고용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지역의 산업정
책은 도시․지역의 산업적 성격이 도시․지역의 고용 증가와 어떻게 연계가 되
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식이전
은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식은 도시에 집중
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식은 산업 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즉 도시의
성장은 산업의 특화, 경쟁, 다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도시에서의 혁신과
생산성 증가 그리고 고용창출은 도시의 규모와 지리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도시의 산업적 성격과 지역적 성격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고용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에서의 산업적 특성들이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여
어떻게 도시 간 고용 성과의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요인들에 대해서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이 자료에서는 농업부문의 자영 취업자가 많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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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과 기존 연구

Arrow(1962)와 Romer(1986) 등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성장은 지식의
외부성에 기인한다. 지식의 전수효과(knowledge spill-overs)와 관련된 외부성
이 성장의 엔진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사람들이 밀접해 있어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지역에서 지식의 전수효과가 현저하다
고 보았다. 도시에서의 인구와 고용의 증가는 이러한 도시가 가지는 지식의 전
수효과와 외부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로의 산업의 집적은 기업들 사이의 지식의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과 도시의 성장을 유발한다. 그러
나 도시로의 집적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동일하지만, 도
시의 경제활동이 특정 영역에 집중할 경우 외부성이 커진다는 가설도 있고, 도
시의 경제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외부성이 발생한다는 가설도 있다. 전자는
Marshall(1890), Arrow(1962)와 Romer(1986) 등이 제기한 외부성(이하, MAR
외부성)으로 동일한 산업 내에서 기업들 사이의 지식의 이전과 관련이 된다. 지
역적으로 산업이 특화되어 있고 독점적이어야만 지식의 이전 과정이 내부화되
고 이를 통해서 그 지역과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Marshall(1890)은 도시로
동일한 산업이 집중되는 것은 기업 간 지식의 이전효과를 가져와 그 산업과 도
시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서의 독점은 지식 이전의 외부성
을 지역 내로 내부화하는 데 기여하며, 지식 이전의 외부성이 내부화될 때 혁신
과 성장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보았다.
Porter(1990)도 산업이 지역에 집중될 때 성장과 고용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화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일한 산업 내에
서의 지식 이전의 역할과 지식 이전의 산업특수적 원천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역에서의 독점보다는 지역에서의 경쟁이 성장과 혁신을 채택하고 추구
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 Porter의 외부성은 지역적으로 특화되고 경쟁
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도시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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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1969)도 도시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혁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Jacobs는 MAR나 Porter와 달리
지식의 이전이 해당 산업의 외부로부터 온다고 보았다. Jacobs는 도시로의 집
적이 지식의 외부성을 창출하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지만, 중요한 지식은
핵심 산업 외부에서 오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지역적으로 특정 산업에 특화
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는 산업들의 다양성이 혁신과 성장을 촉진
한다고 보았다.
MAR 외부성에 따르면, 지역적으로 특화된 산업들의 경우 성장과 고용 증가
가 나타나는 반면, Jacobs 외부성에 따르면, 지역에 집중해 있는 산업들이 다양
해야만 성장과 고용을 촉진한다고 보는 것이다. Porter(1990)의 입장은 MAR와
Jacobs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포함하는 관
련된 산업의 연계, 즉 동일 산업 내 특화를 통해 지식 이전이 이루어지지만, 그
것은 지역의 경쟁적 환경 속에서 촉진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는 Jacobs도
Porter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경쟁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
았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성장과 고용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적 외부성이라
고 할 수 있다2). 동태적 외부성은 지역 수준에서의 그동안 축적되었던 지식이
현재의 생산성과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다. 장기적인 관계의 개
발을 통해서 지식이 축적되고 이것이 지역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는 것이다. 동태적 외부성은 입지(location)뿐만 아니라 성장(growth)을 설명하
는 것이다.
반면 도시로의 집적이 가지는 정태적 외부성도 있다. 예를 들어 정태적 균형
상태에서는, 도시가 가지는 외부성이 크면 산업은 특화된 도시에 입지하게 될
것이다. 도시가 가지는 정태적인 외부성은 입지외부성(localisation externalities)
과 도시화외부성(urbanization externalities)이 있다. 입지외부성은 동일한 산업
내에서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이고, 도시화외부성은 도시의 규모나
다양성 등에서 기업이 얻는 이득을 의미한다.
2) 지식의 이전효과와 같은 동태적 외부성은 산업이 지역으로 특화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혁신과 성장에 더 영향을 준다(Audretsch & Feldma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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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외부성이란 동일한 산업이 같은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산업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을 경우 기업들은 동일
한 산업에 특화된 노동과 같은 투입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동일한
공급자 주변에 위치하여 공급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
는 경우(기업수준에서는 변화가 심하지만 산업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수요가 존
재하는 경우) 특화된 노동이 도시들을 이동하지 않더라도 기업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산업이 집적하는 것이다. 이동이 쉽지 않은 투입요소를 공유하는 것
이다. 그러나 Glaser et al.(1992)는 입지외부성과 같은 정태적인 외부성은 산업
의 입지에는 영향을 주지만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입지외부
성은 도시가 특정 산업에 특화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성장을 설명하지
는 못한다고 보았다. 입지는 정태적 및 동태적 외부성의 영향을 받지만, 성장은
동태적 외부성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지외부성이 성장에 기여
하는 경로도 있다. 입지외부성은 새로운 제품이 도입되어 산업이 처음 시작되
는 시점에서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지외부성이 존재하여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기존 산업의 집중 지역에서 창출될 경우 입주외부성이 강한 지역에서
성장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다. 즉 입지위부성(localization externalities)을 활용
하는 신생 산업이 있다면, 산업의 특화도가 높을수록 창업이 더 많이 이루어짐
으로써, 성장과 고용이 촉진되는 것이다. 우리는 특화가 신생 산업에서 더 커다
란 기여를 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편 도시화외부성(urbanization externalities)이란 도시에 커다란 수요가 존
재하기 때문에 산업들이 모인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가
클 경우 추가적인 운송비용 없이 팔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한 산업이 성장
하면 지역 수요를 자극하고 이것이 다른 비관련 산업을 끌어들인다. 따라서 서
로 다른 산업들의 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3). 이러한 도시화외
부성은 특히 지역 서비스산업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도시화외부성이 산업
을 지배하면, 기업들은 더 다양하고 더 커다란 도시를 원하게 된다. 그러나 도
시 규모는 지역의 혼잡과 교통 비용을 야기하여 외부 불경제를 초래하기도 한
3) 이는 Henderson(1995)은 이를 도시화외부성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는 금전적 외부성의 일
종으로 생산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Krugman(1991)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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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에서 한 산업이 확장하면 그 지역의 임금과 지대를 높이게 되고 다른
산업들이 그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규
모는 이러한 도시화외부성과 혼잡교통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도시화외부성을 검증하려면 대규모 산업들의 고용이 증가하면 그 지역의 소
규모 산업들의 고용도 증가한다는 점을 검증하면 된다. Glaser et. al.(1992)의
경우에도 지역의 상위 4개 산업의 고용이 1% 증가하면 나머지 산업들의 고용
도 0.5%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도시화에 따른 혼잡비용보다는
총수요 이전효과(aggregate demand spillovers)가 크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도시의 성장과 고용 증가가, 동태적으로 지식 이전이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지(특화)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지식이 이전되기 때
문인지(다변화), 도시에 있는 산업의 경쟁이 지식 이전을 촉진하기 때문인지(경
쟁), 특화 지역으로 신생 기업들이 창출되기 때문인지(입지외부성), 도시의 시
장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인지(도시화외부성), 다양한 가설들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에서의 고용 증가는 도시에 있는 산업의 특화 정도, 도시가
가지는 산업의 다양성, 도시-산업에서의 경쟁 정도, 신생 기업의 창업, 도시의
시장규모 확대 등의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성과 고용 증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축적되었다. Glaser et al.(1992)와
Audretsch & Feldman(1996)은 경쟁과 다양성이 산업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반면, 특화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다. 지역의 산업 특성의 성장효과에 관한 실
<표 1> 외부성과 고용 증가

지식 외부성
(knowledge externality)

특화
경쟁
다양화

고용증가에 미치는 효과
MAR
Porter
Jacobs
+
+
+
-

입지 외부성
(localisation externalitiy)

입지(인프라)

+

도시화 외부성(urbanization
externalitiy)

총수요 및
도시인구

+

외부성의 유형
동태적
외부성

정태적
외부성

자료 : Groot et al.(2008)의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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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석의 시초가 된 Glaser et al.(1992)는 미국의 17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도시의 다양성과 경쟁적 산업 환경이 고용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지역으로의 산업 특화는 고용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즉 도시들이 특정 산업에 특화하는 것보다 산업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수록 고용을 더 촉진한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특정 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
지역에서 고용은 더 천천히 증가한다. 이는 Jacobs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지식의 외부성은 동일한 산업 내부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산업 사이
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산업별로 외부성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Henderson et al.
(1995)의 경우 외부성이 고용 증가에 기여하지만, 산업 특성에 따라 외부성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Jacobs 외부성은 제조
업에 중요한 반면, MAR 외부성은 서비스업에 중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서비스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King et al.
(2003)은 미국 광고산업을 대상으로 미국 도시지역의 고용 증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화보다는 경쟁이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MAR 가
설을 기각하고 Jacobs와 Porter의 가설을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다양성
은 광고산업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Henderson et al.(1995)에서는 자본재산업과 하이테크산업을 비교 분석하였
다. 자본재산업의 경우 MAR 외부성이 나타나는 반면, 하이테크산업의 경우
Jacobs 외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신생 산업의 경우 대규모
의 다양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성장하는 반면, 산업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생산은 좀 더 작은 더 특화된 지역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성숙한
산업에서는 모든 지역에 걸쳐 개별 고용의 지속성이 나타나고 이는 MAR 외부
성과 지역이 가지는 비교우위의 지속성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 연구들이 존재한다. Peri(1992)는 이탈리아 도시들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산업의 다양성보다는 집중과 특화가 고용창출에 유리하
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반면, Combes(2000)의 경우 프랑스에 대해서 분석하
였는데 집중과 다양성 모두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Baptista & Swan(1998)은 특화가 혁신에 긍정적이고 다양성은 그렇지

36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4호

못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메타분석을 시도한 것인 Groot
et al.(2008)이다. 이에 따르면 좀 더 최근의 연구들에서 특화와 다양성의 긍정
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집적의 외부성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부성들이 함께 동시에 고려되는
지 여부 그리고 회귀분석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의 특화와 다변화가 성장과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경제지리학 쪽에서 몇
몇 분석들이 이루어졌다. 이번송․장수명(2001)과 이번송․홍성우(2001)는 주
로 도시-산업의 성장요인을 생산성 지표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고용 측
면에서 검토한 것은 이번송․안형택․김종진(2001)이다. 이 논문에서는 Glaser
et al.(1992)의 방법대로, 우리나라에서 지역 특화, 다양성, 그리고 경쟁 정도 등
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대체로 Glaser et al.(1992)의 분석 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단지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만이 다른 결과
를 보여주었다. 이 경우에도 상위 20개 산업으로 한정해서 볼 경우 같은 결과를
얻었다. Glaser et al.(1992)가 상위 5개 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점을 고려한
다면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임창호․김정섭(2003)도 동일한
문제의식과 Glaser et al.(1992)의 방법론을 가지고 1995∼2000년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산업을 중분류별로 세분화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산업 집중의 외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다만, IT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 Jacobs의 외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이번송․안형택․김종진(2001)의 분석이 1994∼1997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환위기 이전의 시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창
호․김정섭(2003)도 분석 대상 기간이 외환위기 시점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2000년 이후 시점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가 가지는 외부효과가 도시에
입지한 산업의 고용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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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Ⅲ. 자료와 분석 방법

이 글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이론적 논의와 가설들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도 도시의 고용증가율이 도
시가 가지는 외부성의 성격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델은 이미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관찰 및 분석 단위는 ‘도시-산업’이다. 외부성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은 서로 다른 도시에서의 동일한 산업의
성장을 보고 어느 도시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속변수는 도시-산업별 고용증가율이 된다. 독립변수로는 앞의 이론적 검토
에서 제기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특화지수, 다변화지수, 경쟁지수 등을 기
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먼저 특화지수로는 일반적으로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사용한다. 즉 도시 r에서의 산업 i의 특화 정도는 도시 r의 고용에서
산업 i가 차지하는 비중(Eri/Er)을 전국 차원의 고용에서 i 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Ei/ET)으로 나눈 값이다. 이 지표는 상대적으로(전국 평균에 대비해서) 이
도시에서 해당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가를 나타낸다.
SPEri = (Eri/Er)/(Ei/ET)

(1)

도시 r의 산업 i에서의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전국 i 산업의 1인당 사
업체수(Fi/Ei) 대비 도시 r의 산업 i의 1인당 사업체수(Fri/Eri)를 나눈 값을 사용
하였다. 이 값이 1보다 클 경우 해당 산업이 해당 도시에서 그 규모에 비해 사
업체를 전국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
당 도시에서 해당 산업이 더 경쟁적인 산업 환경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평균 사업체 규모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도시-산업 단위에서
의 CR3(상위 3개 사업체의 매출액 비중) 등의 집중도를 구할 수 있으면 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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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활용하지 못하였다.
COMPri = (Fri/Eri)/(Fi/Ei)

(2)

다음으로 산업의 다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활용된
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산업다변화지수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hal index)의 역수를 사용한다(Henderson et al., 1995; Combes, 2000).
즉 해당 도시에서 해당 산업의 고용비중(sir)의 제곱합의 역수이다. 이 지수에서
sir은 산업 i의 고용이 도시 r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어떤 지역
에 한 산업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지수 값은 1이 될 것이다. 반면 이 도시에서
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DIV 값은 1보다 커지게 된다.
여기서 다변화지수는 도시-산업 단위가 아닌 도시 단위의 자료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 단위가 ‘도시-산업’이기 때문에 개별 산업이 직면하게 되는 지역의
다양성 정도를 계산해야 하고 따라서 해당 산업의 고용은 제외하고 계산할 필요
가 있다. 즉 산업 i가 도시 r에서 직면하는 산업의 다양성 정도는 식 (3)과 같이
측정된다. 모든 주변 산업들이 동일한 고용 비율을 가지면 이 값은 최대치가 된
다. 이 지수는 개별 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적인 산업구조와 비슷해질수록 값이
커진다. 회귀분석에서 이 변수의 회귀값이 양이면 Jacobs 외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산업 i가 더 균형적인 도시 산업 환경에 직면해있음을 의미한다4).
2
DIVri = 1/ Σ(Eri' /(Er- Eri) (i' =1, ..., n) (i' ∉ i)

(3)

한편 Glaser(1992)는 산업다변화지수로 도시 r에서 상위 5개 산업의 고용비
중(해당 산업이 포함될 경우 이를 제외)을 사용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 변
수를 포함시키는 회귀모델도 검토해 볼 것이다.
기타 통제변수로는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수준의 고용변동
변수를 포함시켰다. 산출물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고용 변화의 가
장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도시-산업을 분석 단위로 하고
4) 이 다양성 지수는 한 도시의 절대적 산업다변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국적 수준의 산업별 고용 비중의 차이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대다변
화지수는 개별 지역에서, 각 산업의 고용 비중을 전국적인 고용 비중과의 차이의 절댓값을
합해주는 방법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다변화지수는 DIVr = 1/Σsir - si (i=1,...n)
와 같이 정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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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전체 고용변동이 아니라 업종별 고용변동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
다. 단, 여기서 해당 도시에 속해 있는 해당 산업의 고용은 제외하고 계산하였
다. 즉 해당 지역의 고용을 제외한 산업 i의 고용증가율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
다. 특정 산업에서 전국적 고용변동을 통제할 때(그 산업에 대한 수요 요인을
통제할 때) 특정 도시에서 그 산업의 고용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지
느리게 증가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변수는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중요한 변
수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산업구조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의 시장규모와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s)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의 고용규모 변수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내생성
(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고용을 제외한 도시 r의 전체 고용
을 전체 지역 규모(total regional size)로 통제하였다. 집적효과를 다루기 위한
대체지표로 위의 지표를 도시의 넓이로 나눈 값(고용집약도, employment
density)을 사용하기도 한다(Ciccone, 1996). 그러나 도시의 분류 기준이나 넓이
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지역 총고용지표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출시장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도시-산업
단위의 초기 고용(2000년 현재 고용), 2000년의 산업-지역의 임금, 그리고 해당
도시가 수도권에 존재하느냐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 활용하였
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로 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2006
년 고용을 2000년 고용으로 나눈 값의 로그를 취한 값이다(log (Eri2006/Eri2000)). 이
기간은 외환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기간이고 2007년 자료부터
는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산업 코드와 연계가 용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 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인 산업 2자리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도시의 단위로는 시군구 행정 단위를 사용하였고 군 단위를 제
외한 165개 시를 선정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
시는 하나의 ‘도시’ 단위로 보고 분석하였다. 한편 임금의 경우 도시별 임금수
준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의「임금구조기본조사」에서 지역분
류와 산업분류를 고려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포함시켰다. 한편 서울 중심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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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해당 도시까지의 거리나 도시의 인적자원(대졸자 비중 등) 등의 지표도 통
제변수로 검토하였으나, 전체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분석 대상 지표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Ⅳ. 분석 결과
<표 2>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의 도시에서의 고용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165개 도시로 이루어진 시부의 경우 취업자의 90% 이상을 차
<표 2> 도시에서의 고용변동 현황
2000년(천명)
13,600
시부
12,505
군부
1,095
수도권
6,658
비수도권
6,943
6,588
수도권
시부
비수도권
5,917
70
수도권
군부
비수도권
1,026
화성시
100
아산시
59
성남시
179
평택시
108
고용증가율
파주시
55
104
상위10개도시 김해시
안성시
39
천안시
130
하남시
26
고양시
138
26
속초시
나주시
25
영주시
29
제천시
38
고용증가율
삼척시
21
하위 10개 도
익산시
88
시
정읍시
31
남원시
24
여수시
91
마산시
129
자료 : 통계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전체

2006년(천명)
15,430
14,287
1,143
7,805
7,625
7,728
6,559
76
1,066
197
90
268
160
81
153
56
188
37
198
26
25
28
36
20
84
29
22
84
112

증가율(%)
13.5
14.2
4.3
17.2
9.8
17.3
10.8
9.5
4.0
97.7
52.1
49.5
48.5
48.2
46.9
45.5
44.8
43.9
43.2
-1.9
-2.3
-2.6
-3.5
-4.4
-4.6
-4.8
-6.9
-7.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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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고 고용증가율도 2000～2006년까지 14.2%에 달하는 반면, 군부의 경
우 4.3% 정도의 증가율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볼 때도, 시부의 경우에도 수도권의 고용증가율이 높고 군부의 경우
에도 수도권 인접 군부의 고용증가율이 높다. 한편 도시 간 고용증가율의 격차
도 매우 큰 편이다. 화성시와 같이 2000～2006년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취업
자 증가가 이루어진 도시가 있는가 하면, 마산시와 같이 취업자가 10% 이상
감소한 도시도 있다.
<표 3>에 사용된 데이터의 기초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의 단위는 165개
도시와 53개 2자리 산업으로 구분된 도시-산업이다. 2000년 현재 10인 미만인
도시-산업 단위는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표본수는 2,996개이다. 2000년
에서 2006년까지 평균 고용증가율은 로그값으로 0.08이고, 이를 환산하면 약
8.31%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로그값의 표준편차는 0.059로
상당히 큰 편이다. 도시-산업별 고용증가율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창업에 따른 고용증가율은 로그값으로 -0.99이고, 이는 2000～2006년 6년간 신
규 창업으로 고용이 창출된 규모는 평균적으로 2000년 고용규모 대비 3.7% 정
도인 것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에도 표준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평균 고용규모는 17만 명이다.
<표 3> 기초통계 : 주요 변수와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empgrow

LOG(2006년고용/2000년 고용)
LOG(2000～2006년간 창업에 따른 고용
emcgrow 증가/2000년 고용)
indgrow
LOG(2006년고용/2000년 고용)
rsize
도시 고용규모(2000년, 십만)
le00
2000년 고용규모의 로그값
hwage
2000년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
compt
경쟁지수, 도시-산업 단위, 2000년
sp
특화지수, 도시-산업 단위, 2000년
div_x
다변화 지수, 2000년
emp5_own 해당 산업을 제외한 상위 5개 산업의 고용
비중, 2000년
compt_abs 절대경쟁지수(종업원 1인당 사업체수, 2000년)
절대특화지수(도시 고용 대비 개별 산업의
sp_abs
고용 비중, 2000년)
표본수( 165개 도시- 53개 산업2단위)

단위
도시-산업

평균 표준편차
0.08
0.59

도시-산업

-0.99

0.94

산업
도시
도시-산업
도시-산업
도시-산업
도시-산업
도시

0.08
1.70
6.58
7.79
1.58
1.40
14.07

0.24
4.64
1.76
2.74
1.44
5.06
4.11

도시-산업

45.74

6.27

도시-산업

0.18

0.16

도시-산업

0.02

0.03

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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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우선 우리들의 분석 관심사인 외부성
관련 지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경쟁지수와 다변화지
수의 경우 1%의 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화지수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값의 부호는 경쟁지수가 (+), 특화
지수가 (-), 다변화지수가 (+)로 나타났다. 경쟁지수의 경우 유의도도 높고 회귀
값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경쟁지수가 1 표준편차만큼 클 경우 6년간 고용증
가율에서의 약 3%의 차이를 초래한다. 특정 도시의 특정 산업에서 근로자 1인
당 사업체 수가 그 산업의 전국 평균보다 클 경우 고용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
다. 단 이 지수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대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더 경쟁적인 환경이 지식의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성장과 고용 증가를
이끈다기보다는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고 중소기업에서만 고용이 늘어나
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독점 대기업들이 지식을 내부화
함으로써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여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우리나라에
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5).
한편 특화지수의 경우 회귀값이 10% 유의수준에서 부(-)로 나타났다. 특정
도시에 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전국 평균보다 고용이 덜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의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회귀값의 크기도 크지 않다. 특화지수가 1
표준편차만큼 클 경우 6년간의 누적고용증가율에서 0.361% 정도의 차이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6년간 고용증가율의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매우 미미
한 수준이다. 즉 특정 도시로의 산업의 밀집 정도가 가지는 고용효과는 상대적
으로 유의도도 높지 않고 도시-산업의 고용증가율 차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집적에 의한 지식의 외부성은 그
리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업의 다변화지수도 유의하게 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변화지수가 1 표
준편차만큼 클 경우 6년간 고용증가율에서의 약 1%의 차이를 초래한다. 이는
5) 물론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클 경우, 독점대기업에 의한 지식의 내부화가 이루어져 성장
과 혁신은 촉진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가설을 좀 더
엄밀하게 검토하려면 매출 성장과 생산성 증가 지표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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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그 도시를 지배하는 산업을 가지지 않거나 다양한 산업을 가질수록 그
산업의 고용성과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구조가 다양한 지역에서 고용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도시들이 덜 혼잡하고 입지하는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다변화 지표로 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5개 산업(해당 산업은 제외)의 고용규모(emp5_own) 지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 변수를 사용했을 때에도 회귀값은 -0.01033
정도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외부성을 대표하는 지표를 한 회귀방정식에 같이 포함시킨 <표 4>의
결과 (4)의 경우에도 회귀계수 값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
로 해석해 볼 때, 도시가 가지는 산업의 다양성이 그 도시에 입지해 있는 산업
의 고용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산업이 직면해 있는 도시
의 산업 환경도 경쟁적일수록 고용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특정 도
시에 특정 산업이 밀집해 있다고 해서 그 산업의 고용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결과도 대체로 예측한 대로 나왔다. 우선 수요 변동을 나
타내는 전국 산업 고용변동 변수의 경우 당연하게 유의하게 나타났다. 산출물
에 대한 수요가 일차적인 고용변동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도시-산업의 초기 고
용 규모는 그 이후의 고용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 간 고용격차가 수렴이나 확산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도
시 간 격차가 2000년 이후에는 그대로 고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
의 초기 규모는 그 도시에 입지해 있는 산업의 고용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가 클수록 고용창출 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어떤 산업이 수도권 도시에 있을 경우 비수도권 도시에 있을 때에 비해서
고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기 임금수준도 그 이후의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저임
금 도시로 이동하거나 노동자가 고임금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도 뚜렷하지 않음
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산업별로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도 검토하였듯이, 외부성이 고용 증가에 기여하지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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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회귀분석 결과(전산업)
(1)
Intercept
절편
indgrow 고용증가
rsize
지역규모
le00
초기고용
hwage 시간당임금
수도권더미
sudo
compt
경쟁지수
특화지수
sp
div_x
다양성지수
R-square
N

(1)
-0.092(0.065)***
0.772(0.044)***
-0.008(0.002)***
0.007(0.007)***
0.000(0.004)***
0.081(0.021)***
0.030(0.008)***

(2)
0.032(0.055)***
0.797(0.043)***
-0.007(0.002)***
-0.005(0.006)***
0.000(0.004)***
0.079(0.021)***

(3)
-0.046(0.059)***
0.807(0.043)***
-0.007(0.002)***
-0.014(0.007)***
0.000(0.004)***
0.051(0.022)***

-0.004(0.002)***
0.1194
2996

0.1164
2996

0.011(0.003)
0.1197
2996

(4)
-0.172(0.068)***
0.771(0.044)***
-0.008(0.002)***
-0.001(0.008)***
0.001(0.004)***
0.052(0.022)***
0.028(0.008)***
-0.003(0.002)***
0.010(0.003)***
0.1241
2996

특성에 따라 외부성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산업별로 서로 다른 경
험적인 분석 결과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조업은 특정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특화되어 있고, 2000년 이후에도 고용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
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표 5>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해서 볼 경우, 결과가 약간 달라지기는
한다. 우선 제조업에서는 경쟁지수는 거의 유의하지 않으며 특화지수의 경우에
도 유의도는 여전히 10% 수준이다. 다만 다변화지수만이 1% 수준에서 유의하
고, 회귀계수 값은 오히려 더 크다. 제조업의 경우 산업의 경쟁적 환경이 지식
의 외부성 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화지수의 경우에
도 전체 산업에 비해서 회귀계수 값도 커지고 유의도도 약간 개선되었다. 특정
도시에 산업이 밀집해 있는 현상은 제조업의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
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 다변화지수의 회귀값과 유의도는 많이 낮지만, 경쟁지
수와 특화지수의 회귀값과 유의도는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산
업의 경우 경쟁적인 산업환경일수록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도 특정 지역에 그 산업이 집중할 경우 고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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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회귀분석 결과(제조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Intercept

절편

-0.254(0.126)****

-0.163(0.086)***

indgrow

고용증가

0.774(0.090)***

0.923(0.066)***

rsize

지역규모

-0.010(0.004)***

-0.007(0.003)***

le00

초기고용

-0.012(0.015)***

0.024(0.009)***

hwage

시간당임금

0.017(0.010)***

-0.007(0.004)***

sudo

수도권더미

-0.018(0.039)***

0.133(0.022)***

compt

경쟁지수

0.001(0.011)***

0.058(0.017)***

sp

특화지수

-0.013(0.007)***

-0.131(0.018)***

div_x

다양성지수

0.017(0.005)***

0.005(0.003)***

R-square

0.085

0.235

N

1,264

1,414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해 볼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회귀
값의 부호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아서 전체 분석 결과를 뒤집는 정도는 아니다.
다음으로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새롭게 창업함으로써 고용이 증가한 것
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신생 기업들의 고용증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도시가 창출하는 외부성의 효과를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
가 가지고 있는 외부성을 보고 새로운 기업들이 그 도시로 진입하거나 도시에
서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도시가 가지는 정태적인 입지외부성의 경우 신생 기업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 특정 도시로 특정 산업이 밀집할 경우 산업특수적 자원의 공동이용
을 통한 외부성의 이익이 가능하면 이는 신생 기업의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표 6>에서 종속변수는 2000년 고용 대비 2000～2006년 사이에 신생 기업
이 창출한 고용 비중의 로그값이 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앞의 분석 결과와 크
게 다르지 않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회귀값의 유의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외부성을 대표하는 변수들의 유의도도 높아졌고 회귀값도 커졌다. 즉
신생 기업들의 경우 도시의 입지가 가지는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경쟁지수의 회귀값이 매우 커졌다. 경쟁지수 1 표준편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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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년간 고용증가율에서 거의 10%의 차이를 가져온다. 즉 경쟁적 산업환경이
신생 기업들의 창업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변화
지수의 경우에도 회귀값은 두 배 정도로 커졌다. 도시가 가지는 다양성이 신생
기업의 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특화지수의 경우
유의하게 부(-)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값도 전체 고용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더 커졌다. 특정 도시에 산업들이 밀집해 있는 환경이 신생 기업들의 창업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이야기한 입지외부성을 활용하고
자 신생 기업들이 자신과 동종의 산업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서 볼 경우, 회귀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
는다. 다만, 특화지수의 경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의 신생 기업들은 기존 산업의 밀집 지역에서 창출되
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서비스업에서의 신생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은 경쟁적 산업환경이 존재하는 곳에서 매우 크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의 분
석에서는 도시의 입지외부성이 신생 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가설은 성
립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다.
<표 6> 회귀분석 결과(2000～2006년간 창업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Intercept

절편

-1.495(0.185)***

-0.962(0.153)***

-1.520(0.153)***

indgrow

고용증가

1.044(0.130)***

0.994(0.118)***

0.900(0.118)***

rsize

지역규모

-0.023(0.006)***

-0.013(0.005)***

-0.019(0.005)***

le00

초기고용

0.048(0.022)***

-0.059(0.016)***

0.114(0.016)***

hwage

시간당임금

-0.053(0.014)***

-0.019(0.006)***

-0.076(0.006)***

sudo

수도권더미

0.266(0.056)***

0.147(0.040)***

0.404(0.040)***

compt

경쟁지수

0.105(0.017)***

0.039(0.030)***

0.153(0.030)***

sp

특화지수

-0.014(0.013)***

-0.025(0.032)***

-0.350(0.032)***

div_x

다양성지수

0.022(0.008)***

0.016(0.005)***

0.028(0.005)***

0.154

0.091

0.346

1,863

1,218

1,405

R-squar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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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회귀분석 결과
Intercept
lrgmgrow
srsize
hwage
R-square

절편
상위 5개산업 고용증가
5개산업 외 고용규모
시간당 임금

N

0.053(0.183)***
0.009(0.062)***
0.659(0.017)***
-0.006(0.024)***
0.589
166

한편 도시외부성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검토해 보자.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도시화외부성을 검증하려면 대규모
산업들이 고용이 증가하면 해당 도시의 소규모 산업들의 고용도 증가한다는 점
을 검증하면 된다. 따라서 상위 5개 산업을 제외한 도시에서의 고용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상위 5개 산업의 고용증가율(Lrgmgrow)을 설명변수로, 상위
5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의 도시 고용 규모와 임금수준 등을 통제변수
로 하는 간단한 회귀분석 모형을 분석한 결과가 <표 7>이다. 분석 결과 상위
5개 산업의 고용증가율이 유의하고 매우 커다랗게 그 지역의 여타 산업의 고용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 검증을 몇 가지 더해 보았다. 우
선 지식 이전에서 중요한 것은 전국 대비 도시산업의 상대적 규모보다는 도시산업의 절대적 규모가 중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산업 특화지표로서 도시의 전체 고용에서 해당 산업의 비중(입지계수의 분자)
을 사용해 보았다. 경쟁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국 단위에
서 산업의 평균 사업체 규모와는 무관하게 지식 이전은 대규모의 소수 사업체
보다는 소수 사업체들이 많이 있을 경우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경쟁지수의 분자 값인 취업자 일인당 사업체수,
즉 도시-산업의 사업체수를 총취업자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거나, 도시-산업의
사업체수를 전체 도시고용으로 나눈 값을 변수를 사용해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가 <표 8>에 정리되어 있는데, 절대적 경쟁지수(compt_abs)와 절대적 특화지수
(sp_abs)의 회귀값이 매우 크고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대적 지표로 본
경쟁 정도와 특화 정도는 기존의 분석 결과를 더 강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8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4호

<표 8> 회귀분석 결과
Intercept
indgrow
rsize
le00
hwage
sudo
compt_abs
sp_abs
div_x
R-square
N

절편
고용증가
지역규모
초기고용
시간당임금
수도권더미
경쟁지수(절대지수)
특화지수(절대지수)
다양성지수

-0.255(0.071)***
0.804(0.043)***
-0.008(0.003)***
-0.003(0.008)***
0.008(0.004)***
0.050(0.022)***
0.420(0.073)***
-1.140(0.430)***
0.013(0.003)***
0.1299
2996

한편 경쟁지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Glaser et al.(1992)는 더 적은 사업
체 규모는 지역의 경쟁압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했지만, Combes(2000)
는 이것이 내부적인 규모의 불경제(internal diseconomies of scale)를 나타내는
지표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Rosenthal & Strange(2000)도 이 지수는
산업 조직에 관한 지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체 사업체 수에서 20
인 미만 사업체 수의 비중을 사용할 것으로 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지표로
분석해 보아도 분석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종합해서 보자면, 우리나라 도시들의 경우 특정 도시로의 산업의 집적이 가
져오는 외부성에 기초한 성장과 고용창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다양하고 경쟁적인 도시 환경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시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도시화는
인구의 집중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2000년
이후에도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 간의 고용 성과
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우리 분석에서 도시 간 고용격차는 확대되지도
않지만 수렴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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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도시 간 고용 성과의 차이를 도시의 산업 특성과 지역 특성에
서 찾고자 하였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도시의 성장은 도시로 집적된
지식의 외부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외부성은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한다. 특정 산업이 한 도시에 밀집함으로써 지식이 도시-산업 내부에 내
부화됨으로써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서로 다른 산업들이 도시에 다양하게
존재함으로써 지식이 이전됨으로써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장환경이
매우 경쟁적일 경우 지식 이전이 촉진됨으로써 지식의 외부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들을 우리나라의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의
기간 동안 도시에서의 고용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검토하고 실증적인 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로의 특정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보다
도시에 산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도시-산업의 시장환경이
좀 더 경쟁적인 경우 고용증가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
스업으로 구분해서 보거나, 창업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분석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경쟁과 특화, 다변화와 관련된 다른 지표를 사용해서 분
석할 경우에도 분석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 산업의 경쟁적 환경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산업별로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제조업의 경우에는 경쟁적 환경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
지 못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경쟁적 환경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정책과 관련해서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접
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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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ustrial Structure of Cities and Employment Growth
Byung You Cheon
This paper seeks to see the causes of employment growth in cities in
terms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cities. Urbanization spurs growth in
economy

and

knowledge

employment

spill-overs

are

by

creating

affected

knowledge
by

industrial

spill-overs.

The

specialization,

diversification, and the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of cities. The
localization and urbanization externalities also affect the growth of cities.
These hypotheses were tested for the Korean 165 cities between year
2000 to 2006. The analyses results show that the diversification of
industries of cities rather than agglomeration of a few industries has
positive effects on employment growth in cities and the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raises the employment growth rates. The urbanization
externalities also have merits in spurring employment growth of cities
whiles

there

are

not

localisation

externalities

of

creating

establishments in cities.
Keywords : employment, region, specialisation, urbanization, exter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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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현재 작업장 혁신지원 사업은 노동부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으
로 추진되고 있다.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작업장 혁신
지원은 “근로자 경영참여, 인적자원개발, 근무제도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동
기유발을 위한 성과보상 등의 요소들이 노사협력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참여
적 작업시스템(고성과 작업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작업장 혁신 관련 경영전략이나 관행이 도입된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예를 들어 작업장 혁신이 일본식 작업 및 노무관리와 연관된 것으로
본다면 일본식 작업 및 노무관리의 일부인 품질관리(QC) 운동 도입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정현(2008) 등에 따르면 그러한 활동들이 전
사적 품질경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2000년대까지 이어져 왔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작업장 혁신에 대한 관심과 시도들이 많아졌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으로 지적된다.1)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의 작업장 혁신 정책은 한편에서 노사관계의 안정
화와 다른 한편에서 기업 경쟁력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밑바탕을 이루는 작업장 혁신에 대한 담론은 크게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논의들과, 노사관계 및 노동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논의들로 구
분해 볼 수 있다(이정현, 2008).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
한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의 관점에서 고성과작업장 등의 논의가 발전되어 왔으
며, 노사관계 및 노동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작업방식의 도입이 근로자의
작업 생활의 질(QWL)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룬다.2)
1) 예를 들어 이호창 ․ 이지만(2006)의 경우 고성과 작업조직의 원리를 대안적 작업관리기법, 고몰
입 인적자원관리, 노사파트너십으로 구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관리기법들을 모두 제대
로 도입․ 실행하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정현(2008)도 2000년대 작업장 혁신
에 대해 고성과 작업조직에 해당하는 제도의 도입 비율이 증가했으나 개별 사례 외에 복수의 혁
신적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거친 기업 수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 이러한 논의의 다양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명칭 또한 대단히 다양하다(이정현, 2008). 예를 들어
HRM 제도에 초점을 둔 경우 ‘몰입적 HR 시스템(Commitment HR systems)’, ‘고몰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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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러한 작업장 혁신 담론의 몇가지 이론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
를 통해 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작업장 혁신지원 사업
의 목적과 정의를 고려할 때, 작업장 혁신이 학문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학문적 차원에서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과 작업장 혁신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또한 작업장 혁신과 근로의 질
(quality of work)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이 하나의 보편적 최선 모델(best practice)로
수렴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사회경제 전체의 제도 전반이 하나의 보편적 제도
로 수렴하게 될 것인지를 다루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variety of capitalism)’논
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 차원에서는 과연 작업장 혁신이 노사관계 개선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논의들에서 근로자의
참여와 숙련 향상이 기업의 성과 제고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생(win-win) 관계를 기초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기
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이 현재 작업장 혁신지원 사업을 노사 파트
너십 재정지원 사업의 일부로 포함시킨 배경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작업
장 혁신이 노사 간의 새로운 협력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협
력 자체가 불투명한 것은 아닌지, 혹은 과연 작업장 혁신이 노사의 상생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론적 관점
에서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발전 방향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현재 작업장 혁신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 중, 일부에서 다음의 세 가지 이론적 경향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세 가지 경향은 다음과 같다: ① 보편주의적 경향, ② 개체주의적
경향, ③목가주의적 경향.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보편주의적 경향은 작업장 혁
신이 하나의 최선 모델(best practice)을 따르거나 수렴할 것이라는 점, 개체주
제도(high-involvement management practices)’ 등, 작업조직에 보다 초점을 둔 경우 ‘유연작
업조직제도(flexible work organization practices)’, ‘고성과작업조직(high-performance work
systems) 등, 종업원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둔 경우 “인적자본 향상 HR시스템(human capitalenhancing HR systems)’ 등으로 지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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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경향은 개별 기업의 작업장 혁신이 전체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
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 목가주의적 경향은 작업장 혁신이 노와 사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에서 이러한 경향들이 모두 존
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편주의적 관점 대신 작업장 혁신에 다양한
경로가 존재함을 주장하거나, 개체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산업 차원에서의 혁신
사례를 강조하는 경우 등을 찾아볼 수 있다.3)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작업장 혁신
에 관한 논의들이 전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경향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4)
다만, 이 글에서의 논의가 갖는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즉 이 글은 기존
의 작업장 혁신에 대한 모든 이론적․실증적 연구 성과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
지 않고, 앞서 지적한 몇가지 이론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 결과로부터 현실에서의 작업장 혁신 관련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의 논의가 작업장 혁신 관련
정책의 추진에서 갖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이론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최소한 작업장 혁신 관련 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이하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작업장 혁신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논의를 단순화시키면 기업에게 보다 높은 성과를, 근로
자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과 만족도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노사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그러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찬사들에도

3) 예를 들어 보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을 강조하는 경우(Ashton & Sung, 2002),
산업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조하는 경우(박준식, 2008) 등을 들 수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Lorenz & Valeyre(2005)는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고성과 작업 관행에 대한 논
의가 보편주의적 논의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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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작업장 혁신의 사례들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왜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Ramirez et al.(2007)은 고성과 작업방식의 현실적 사
례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성과 작업 방식 논의가 전제하는 상승적
(win-win) 효과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나는 상당수 사용자들이 고
성과 작업방식과 관련된 일련의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점,
다른 하나는 노조의 입장이 새로운 작업방식에 대해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거부
로 다른 한편에서는 열광적인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현실의 경제 주체들이 고성과 작업방식 혹은 작업장 혁신
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론적 설명이 현실을 ‘잘못 설
명’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이론적 쟁점들을 중심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보편론과 상황론 : 단순화된 이분법?
작업장 혁신과 관련되어 가장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점은 새로운 작업방식
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유효한 것인지 하
는 점이다. 이정현(2008)에서 작업장 혁신에 대한 보편주의적 관점과 상황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보편론적 접근은 여러 인적자
원관리 제도 중에서 일부의 제도들이 보다 우월한 제도이며, 이 제도들 고유의
효과로 인해 작업장 혁신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특히 보편론의 경우 고성과
작업장으로 분류하기 위한 몇가지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정현, 2008). 예를 들어 Pfeffer(1998)의 경우 고용보장, 선별채용, 광범위한
훈련, 종업원 내 지위격차의 해소, 정보공유, 참여형 직무설계, 그리고 조직성과
에 기반한 보상 등 7가지 제도, Pil & MacDuffie(1995)의 경우 온라인 작업팀,
오프라인 종업원참가제도, 문제해결집단, 직무순환, 제안제도, 품질관리활동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상황론적 관점은 인적자원관리에서 불변하는 최선의 방안이 없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가 불변일 경우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경쟁력
의 확보가 중시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인 모방 가능성이 높아져 경쟁력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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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으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의 환경과 상황에 부합하는 인
적자원관리 제도만이 경쟁력의 원천일 수 있으며, 이는 기업특수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한다. 상황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이유로 기업의 경영전략
을 중시하며, Porter(1980 & 1985) 또는 Miles & Snow(1978)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주장들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우선 보편론적 관점은 모든 상황에 적
용 가능한 조건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지면 성과가 보장된다고 하
는 점에서 실용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보
편론적 관점에서 요구하는 몇가지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면 되지, 각 기
업들이 직면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요건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생산방식 혹은 경영 모델에 대한
열광이 혹은 그것의 ‘절대적 이점’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 두드러진다. 대표적으
로 198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일본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을 배경으
로 일본식 생산방식, 도요티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던 경우나, 1990년대 중후
반 이후 미국 경제의 호조를 배경으로 미국식 경제 모델의 전지구적 확산 가능
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5)
이러한 보편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 혹은 문제제기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Lean 생산방식에 대한 각국 사례를 검토한 Kochan et al.(1999)에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에서 전통적 포드주의적 방식과 새로운 린 방식 두 가
지만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작업방식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aufmann
(2004)의 경우 성과 추구 유형이 고성과(high performance) 유형인 경우에도 조
직 내 위계의 형태, 작업방식 조율의 성격, 학습 및 경력관리, 고용안정성, 노사
관계 측면 등에서 각각 미국형, 일본형, 독일-스웨덴형, 고기술-대학형의 유형
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고성과 작업장의 확산을 목적으로 관련 사례들
을 정리한 Ashton & Sung(2002)도 ‘실행가능한 Best Practice들이 존재하는가’
에 대해 절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모든 작업관행들은 각 국가의 역사
와 정치에 의해 형성된 폭넓은 제도적 틀 속에 놓여 있으며, 고성과 작업방식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작업장 혁신을 단일한 best practice
5)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Hall & Soskice,
2001; Streeck & Yamamura, 2001; Yamamura & Streec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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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방적 확산 과정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Ashton & Sung(2002)이 Mason(1999)의 연구를 인용하여 지적
한 것과 같이, 고성과 작업방식이 쿠키 제조업과 같은 대량생산, 저부가가치 시
장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목표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이윤을 극
대화하는 것인 한, 상품의 품질관리가 단순한 외부적 관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성도 단위 시간당 생산량으로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
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생산물의 개수와 임금을 연계시키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개수 임금제(piece rate wage system)가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통제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영자는 단순히 쿠키 개수
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뿐 근로자의 참여나 작업 몰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아예 테일러주의적 과학적 관리 자체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
세그먼트의 성격에 따라 기업의 경쟁전략이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 상황에
서, 작업방식도 다양하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편론적 접근의 과도한 일반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상황론적 접
근이 과도한 개별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된다. 즉 상황론적 접근이 개별 기업의 전략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 전략들의 상동성과 상이성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
까? 혹은 개별 기업의 전략이 과연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현실 자본주의 제도의 동태적 변
화 과정이 동형화(isomorphosis)와 이형화(heteromorphosis)의 교직(interleave)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쟁과 유사한 맥락에
서(Berger & Dore, 1997; Hall & Soskice, 2001; Yamamura & Streeck, 2003),
현실 경제에서 어떤 하나의 형태로 모든 기업 활동방식이 수렴(convergence)한
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모든 기업이 단일한 방식으로 생산
요소를 조달하고, 실제 생산을 조직하고 기업을 경영해 나간다면 이는 곧 경쟁
상대와 차별화된 경쟁 요소의 축적 및 활용을 포기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오히려 개별 기업은 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다른 기업의 ‘상대적 이
점(comparative advantage)’을 계속 모방해 가는 한편, 그 자신의 새로운 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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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자신에게 고유한 ‘상대적 이점’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개별 자본의 변화 과정 자체가 다른 자본의 장점을 쫓아가는 동형
화(isomorphosis) 과정임과 동시에, 부단한 ‘이형화(heteromorphosis)’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형화와 이형화의 과정은 타원 위의 두 개 점이 같은 방향으
로 움직이면서 가까워지는 동시에 멀어지는 현상의 비유를 들어 이해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형화와 동형화의 교직을 전제로, 하나의 사회경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산방식들은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
저 하나의 사회경제 속에서 특정한 생산방식은 그와 다른 생산방식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후 미국의 대표적 생산 방식을
포드주의로 표상하지만, 실제 포드주의적 생산라인의 작동을 위해서는 무수한
비포드주의적 생산 공급자들이 존재해야 한다(Hollingsworth & Boyer, 1997).
그렇다면 이러한 생산방식들이 하나의 사회경제 내에서 분산되지 않고 유기
적 통합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
해서는 생산방식의 헤게모니적 접합(hegemonic articulation)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 헤게모니는 “제도, 이데올로기, 관습, 도덕, 행위자 등으로 구성된 유기적
복합체로서... 사회 내에서 포용적이며 보편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
여 지도 그룹이... 피지배 그룹의 이익과 요구를 형성함에 필요한 정치적․지
적․도덕적 지도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힘과 동의, 지배와 도덕적 지도
의 배합을 통하여 행사”(최장집, 1984: 26)된다. 따라서 헤게모니는 다양성을
전제로 강제와 동의를 결합시켜 확보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방식의 헤게모니적 접합 개념은 서로 이질적 요소들 각각의
존립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이질적 요소들을 지배적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전후 미국의 생산방식을
포드주의로 지칭하는 것은 포드주의로 표상되는 노동-생산-소비의 일정한 쌍
(institutional alignment)이 장인적 생산방식을 고수하는 분야나 미숙련 인력에
의존하는 분야에 비해 압도적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이들 요소들을
하위 요소로 통합하고 시스템 차원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경제 내에서 다양한 생산방식들이 갖는 관계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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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현실에서 벌어지는 동형화와 이형화의
무수한 교차 속에서 다양한 생산방식들이 출현하고 소멸하는 과정에 대한 진화
론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즉 지배적 생산방식이 헤게모니적 지위를 점하고 있
는 한, 종속적 생산방식들의 다양한 형성, 소멸 자체는 시스템 차원에서의 불안
정성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지배적 생산방식은 종속적 생산방식들의 지속
적 변화가 지배적 생산방식의 존립에 부합하는 한 그러한 지속적 변화를 요구
할 것이다. 동시에 지배적 생산방식은 종속적 생산방식에 대한 포용성을 잃어
버리는 순간 더 이상 지배적 생산방식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즉 지배적
생산방식이 다양한 생산방식들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이뤄내지 못하는 순간
그 지배적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배적 생산방식 자체
의 존립을 위해서도 지배적 생산방식이 종속적 생산방식과의 부단한 교류를 통
해 변화를 거쳐야만 한다. 이 같은 이해를 통해 각각의 생산방식들을 병렬적으
로 병치시키는 정태적 유형화를 넘어서서, 한 사회경제 전체 생산방식의 동태
적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헤게모니적 접합 개념을 통해 동형화와 이형화 과정이 순수히 개별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규정
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각 기업들은 지배적 생산방식과
종속적 생산방식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며, 각 기업들이 실제
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가 그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제
약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들은 또한 개별적으로 두드러진 특징 혹은 성
과를 보이는 사례들이 대다수 기업들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사례로 되도록
할 것인지, 혹은 해당 사례에서만 관찰되는 ‘고립된 우수성’(islands of
excellence)에 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다
음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는 개별 기업의 개별적 의사결정을 넘어서서, 개별 기
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특히 생산방식의 연관이라는 점에서 기업간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context)에 대한 검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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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체와 전체의 관계 : 개별적 우수 사례의 집적을 넘어서서
현재 대부분의 작업장 혁신에 대한 담론은 개별 기업 혹은 작업장의 우수 사
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외국 문헌들에서 고성과 작업 관행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모두 개별 기업 차원
에서 혁신적 작업 관행 혹은 인사관리 요소들이 어떻게 도입되어 있는지, 그리
고 그러한 요소들의 도입이 개별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Appelbaum et al., 2000; Godard, 2001; Cappeli &
Neumark, 2001). 이러한 경향은 사업체 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국내
연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이정현․김동배, 2007; 노용진, 2006).6)
이 경우 개별 기업 혹은 사업장 단위의 연구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만, 이러한 연구들이 갖는 한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기업간 관계의 특성
이 각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영미 계열
기업 관계가 ‘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일본과 한국에서의 기업 관계가 ‘비
시장’적 요소에 많이 의존하며, 특히 일본보다 한국의 기업간 관계가 ‘약탈적’
이라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7).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기업간 관계의 특성이 외
국에서보다 기업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개별 기업
단위의 작업장 혁신 효과 분석이 갖는 현실적 함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분석으로는 ‘개별적 우수성’의 단순 집합이 ‘전체적 우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개별 기업 차원의 작업장 혁신이
많이 확산되더라도, 일부 기업에서 자신들의 혁신을 위해 타 기업을 ‘약탈적’으
로 동원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개별 기업 차원의 작업장 혁신 확산이 경제 전
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방식의 모색 과정에서 기업
간 네트워크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유연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6) 한편 박준식(2008)의 경우 이들과 달리 산업 차원에서의 작업장 혁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기업의 경쟁환경, 경쟁전략, 그리고 고용관계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세 가지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철강 산업 전반의 경쟁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포스코의 인력운영 방식의 개편, 다시
하청 협력업체에 미친 효과를 뉴패러다임 사업의 전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7) 역설적이지만 참여정부 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조되었던 것도 이러한 점을 반
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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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re & Sable), 다변화 고품질 생산(DQP; 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 Streeck)
등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장인적 생산의 전통에 주목하는
유연전문화 논의보다는, 대량생산/고품질생산을 전제로 기업간 호혜적 관계에
주목하는 다변화 고품질 생산(DQP) 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본다.
DQP는 독일의 독특한 생산방식, 즉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는 고
부가가치 기업 중심의 경제 모델을 요약한 것이다(Sorge & Streeck, 1988).
<표 1> 생산방식의 유형화
생산규모

소량 생산

대량 생산

가격경쟁 표준화

소량-가격-표준화

포드주의 생산
(대량-표준화-가격경쟁)

품질경쟁
고객맞춤형

장인적(craft) 생산
(소량-품질-고객맞춤형)

DQP
(대량-품질-고객맞춤형)

경쟁 형태

이들에 따르면 대량 생산과 품질경쟁-고객맞춤형 생산이 결합된 것이 다변화
고품질 생산(DQP)으로 정의된다. Streeck(1989)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방식은
단순히 기업의 전략적 혹은 기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DQP와 같은 생산방
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독특한 사회적․제도적 맥락이 존재한다.
DQP의 외형적(exoskeleton) 조건은 첫째, ‘정합적 조직적 생태계(congenial
organizational ecology)’, 둘째, ‘의도된 잉여 생산능력(intended redundant
capacities)’, 셋째, 풍부한 ‘집합적 투입물(collective production inputs)’의 존재
이다. 우선 ‘정합적 조직적 생태계’는 기업들 사이에서 호혜적 관계가 유지 발
전되도록 하는 것으로, 경쟁 기업의 도태 혹은 하위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각
DQP 기업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전제로 고유 전문 분야에서 전략적․수평적으
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의도된 잉여 생산능력’은 수요 및 기술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수요에 짜맞춰져 있는 생산방식하에서는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이며, 특정화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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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생산능력을 의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잉여 생
산능력은 개별 근로자의 경우 높은 일반적 숙련, 조직의 경우 구상과 실행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 분권화,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평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장기적 투자 등을 통해 확보된다. 마지막으로 ‘집합적 투입
물’은 개별 생산자가 전유할 수 없는 투입물(non-appropriate production factors)
로, 노사 신뢰에 바탕한 사회적 평화, 조직 차원의 다능성(polyvalence)과 분권
화된 역량(competence), 생태학적 상승효과,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유통, 특정
상황에 맞춰진 특수 숙련이 아니라 가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Streeck(1989)에 따르면 DQP의 외형적 조건들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
니다. 그에 따르면 DQP의 외형적 조건 자체가 조직화된 사회 집단 사이의 갈
등과 협력의 복합적이며 ‘변증법적’ 관계(Streeck, 1989: 31)로부터 구성된다.
즉 개별적 이익 극대화가 사회적 극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합리적 주체들에
게 ‘제약을 부과하는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는(Streeck, 1989: 29)’ 제도들이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이 ‘시혜적 제약(benevolent constraints)’으로, 그 사례로
산업별 임금협약, 엄격한 고용보호법제, 노사 공동결정제도, 노사 각각의 엄격
한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도제훈련 시스템, ‘노동생활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ing life)’ 같은 강제적 직무확대 조치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시혜적 제약(beneficial or benevolent constraints)’ 개념은 Streeck의 주
장에서 중요한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Streeck(1997, 1989)에게 있어 비시장적
논리에 기초한 시혜적 제약은 시장 자체의 존재에 결정적 조건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득의 추구만을 유일한 사회적 행동의 공리로 삼는 자기조절적 자유
시장이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인간적․사회적․자연적 조건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Streeck, 1997).8)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개별 주체의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지만, 동시에 앞서 설명한 집합적 투입물들이 사회적
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경제 외적 논리에 기초한 제도들이 필요하다.9)
8)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인 예로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산업화의
문제, 유소년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는 채 이루어지는 ‘고한 작업장(sweat shop)’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9) 한편 Streeck(2005)에 따르면 시혜적 제약하에서 새로운 프론티어를 찾아내기 위한 ‘자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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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업장 혁신의 문제는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없다. 오히
려 개별 기업 작업장 혁신의 성과 혹은 지속성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시적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 혹은 고용체제
(employment regime)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
적 제도적 맥락하에서 개별 기업들의 전략과 거시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모순적 상황들, 즉
주요 대기업이 해당 기업과 소수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영’
혹은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우에 따라 새로운 생산방식 요소들을 도입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2차, 3차 하청/협력업체에 대해 여전히 ‘부당한’ 관계를
요구하거나 무노조 경영과 비정규직 활용을 지속하는 현상을 정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 혹은 사업장 차원에서
작업장 혁신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가늠하고, 개별적 개선이 전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혹은 기존의 약탈적 생산방식을 상생적 생산방식으로 전
환시키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혜적 제약의 도입 혹은 개선을 포함하는, 생산
방식 전반의 헤게모니적 전환 방안에 대한 모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작업장 혁신 : 노사 상생의 길?
현재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논의들에서는 암묵적으로 작업장 혁신이 노사의 상
승적 관계를 유도하거나 혹은 작업장 혁신의 성공적 추진이 노사의 상승적 관
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Ashton & Sung, 2002; Kochan &
Osterman, 1994). 그러나 앞서 Ramirez et al.(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성과
작업 관행이 노사 상생의 계기라는 주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러
한 사례들이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왜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일까? 특히 노조가 작업장 혁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단순히
작업장 혁신의 효과에 대한 무지 혹은 근거없는 불신에 기초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과연 작업장 혁신이 근로자 입장에서 긍정

대한 교육’ 자체가 필요하며, 그러한 제약하에서 새로운 틈새 시장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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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Pardi(2007)는 일본식 생
산방식이 ‘압박을 통한 관리(management by stress)’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하
며, Godard(2004)는 고성과 패러다임(high-performance paradigm)을 작업 관행
(work practice)과 고용 관행(employment practice)의 두 개 축을 통해 린 참여
형, 린 강화형, 팀 참여형, 팀 강화형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그는 근로
자 참여를 고성과 패러다임의 정의적 특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10)
[그림 1] 고성과 작업 조직의 분류
작업 관행(work practices)

Lean system
고몰입 고용
관행
(High-commitm
ent employment
practices)

Yes

Lean involvement system
(Womack et al, 1990)

No

Lean intensification system
(Rinehart et al, 1997)

Team system
Team involvement system
(Rubenstein and Kochan,
2001)
Team intensification
system
(Barker, 1994)

자료 : Godard(2004).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가장 극단적 주장은 JIT 생산방식이 노동강도 강
화를 위한 변형된 테일러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JIT
생산방식에 대한 초기 연구인 Dohse et al.(1986)에 따르면 일본식 생산방식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장 QC 활동이나 팀 작업이 근로자의 암묵지(tacit knowledge)
를 기업 관리자들이 쉽게 추출해 내도록 하는 방안이며, No-buffer 전략하에서
팀 구성원 상호간의 노동강도 강화를 자율성의 형태하에서 강제하는 방안에 불
과하다.11) 즉 일본식 생산방식은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극복했다는 점에서10) 고성과 작업방식에서 노사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노사 간 정보공유를 통
한 신뢰의 확보가 노사의 생산성 향상 활동과 작업조직 변화의 전제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
다. Moore(2006, 이정현, 2008에서 재인용).
11) 예컨대 일본 JIT 생산방식에서 대표적인 Andon Lights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도요타의
Andon Lights은 조립 라인에서의 문제 발생시 협조를 요청하는 데 이용되며, 황색과 적색
두 개의 등으로 이루어진다. 황색등은 생산 지체 등으로 주위 고참 조립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며, 적색등은 라인을 정지시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할 경우를 나타낸다. 두 가지 모두 관
리자에게 조립 라인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자의 반응은 상이하다.
즉 “적색등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황색등이 켜져 있을 때는 즐거워한다... 한 가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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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테일러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테일러주의의 해묵은 문제점인 노동
자들의 지식을 합리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
한 해결책”(Dohse et al., 1986: 128)이며, “전체 작업 시간이 개인이 아닌 그룹
에 지정되기 때문에 작업실행속도의 차이와 보다 일반적으로 그룹을 형성하는
노동자들 개개의 성과 차이에 대한 조절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 규제를 통해 그
룹의 책임”이 되며 “자율성은 자기 규율의 수단”으로 된다(Coriat, 1980: 40).12)
물론 이러한 부정적 평가들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테일러주의하에서 단조로
운 작업만 반복하던 것에 비하여 팀 작업이나 참여가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고성과 작업장
전략을 지지하는 Ashton & Sung(2002)은 Appelbaum et al.(2000)을 인용하며
고성과 작업관행하에서 노동 강화 및 스트레스 강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실 극단적으로 단조로운 반복작업만 수행하는 경우와, 팀 작업하에서 명목
상의 다기능이지만 다양한 업무를 팀 차원의 업무량 할당하에서 수행하는 경우
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생산방식
이 반드시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는지 혹은 직무만족의 제고로 이어지는지 하
는 것은 경영진과 근로자/노조가 실제 작업방식 등을 어떻게 설계하고 집행하
는지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13)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고성과 작업방식에 대한 노사 간의 상승적 관계가 자동적으로 보장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리자의 언급: 황색등이 켜져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busting ass라는 것을 의미한다
(Dohse et al., 1986: 130). 즉 황색등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노동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작업
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다는 것, 혹은 라인 내에 여분의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그 외에도 Vidal(2007)은 미국 제조업 공장에서의 린 생산방식 확대가 근로자에 대한 권한
이양(empowerment) 없이 진행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식 생산방식에 대해서도 Nuñez
(2006)는 멕시코 푸에블로 폴크스바겐 공장에서의 60년대 말 이후 현재까지의 노사 갈등 사
례를 통해 독일 생산방식 또한 노사 협조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에서
도 ‘긴장에 기초한 통제’가 가져오는 대표적 부작용인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다. 예
를 들어 1주 2시간만 카이젠(개선) 활동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오던 도요타 자동차는
2008년 6월부터 모든 카이젠 활동에 대해 6월부터 100%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2002년 카이젠 활동에 한 달 144시간을 쏟아 붓던 근로자가 숨진 후 해당 근
로자에 대해 과로사 판정이 2007년 12월 내려진 것을 직접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13) 이러한 점에서 Godard(2004)도 고성과 작업관행이 참여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린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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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노사가 새로운 작업방식의 도입에 대해 상호 협
력하게 될 것인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간단한 노사의 생산함수 모
형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노사 각각에게 주어진 선택지에 따
른 성과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노사 각각의 생산함수의 특징에 대한 기본적
가정만을 설정하게 된다.
기업과 노조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업의 생산함수      ′    ′  
노조의 생산함수      ′    ′  
기업의 생산함수는 생산량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이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노조의 생산함수는 조합원 전체의 복지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은 작업장에서 기업의 영향력,  는 작업장에서 노조
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은 작업 과정에서 최대의 산출(이윤)을 올
리기 위해 동원되는 경영관리의 다양성과 세밀함을 모두 포함한다.14)
다음으로 기업의 생산함수와 노조의 생산함수에 대해 각각 상대방의 영향력
은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즉 노조의 영향력은 기업의
생산 및 이윤에, 기업의 영향력은 조합원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과  를 각각 y축과 x축으로 하면 기업 생산함수의 등량곡선(iso-quant
curve, 이하 기업 등량곡선)15)과 노조 생산함수의 등량곡선(이하 노조 등량곡
선)은 모두 우상향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노조가 상대방의 영향력 증가를 서로 용인하게 될
가능성은 있을까? 다음 그림에서는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영향력 증가를 용인
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 우선 노조 등량곡선이 기업 등량곡선
보다 가파른 상태에서  와  하에서   와   가 생산되고 있다. 기업과 노조
는 먼저 자신의 영향력 수준은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영향력만을 감소시키
려 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A→B 경로(기업   →  ), A→C 경로(노조   →  )
14)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계약한 계약 근로시간 중에서 근로자가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빈 시간(idle time)’ 혹은 ‘노동시간의 틈새(porosity)’를 메우게 된다.
15) 기업의 생산함수가 이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등이윤곡선(iso-profit curve)으로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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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실제로는 상대방의 저항으로 인해 성
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양자가 상대방의 영향력만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상대방의 영향력과 자신의 영향력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전략을 채택할 경우에는 양자의 생산함수가 모두 증가할 수 있다. 즉 기업과
노조가 모두 A→D 경로를 채택하면 기업   →  , 노조   →  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고 양자 모두의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그림 2).16)
이러한 상황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기업 등량곡선
이 노조 등량곡선보다 기업 등량곡선이 더 가파른 상태에서는 A→D 경로를 채
택하면 기업   →  , 노조   →  로 양자 모두의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 경
우에는 양자 모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대방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그림 3).
따라서 기업 등량곡선과 노조 등량곡선의 형태(shape)와 위치(position)에 따
라 노사의 협조 가능성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노조 등량곡선이 기업 등량곡선
보다 가파른 경우는  의 증가에 따른  감소 상쇄에 필요한  이 크지 않은
경우, 혹은  의 증가에 따른  감소 상쇄에 필요한  이 크지 않은 경우이
[그림 2] 협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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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어 노조의 현장 조직률 제고가 기업의 관리 시스템 정교화와 병행하여
나타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장에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압도하지
못하며, 양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성 증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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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협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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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협조/비협조의 일반적 상황


비협조




  협조



다. 이러한 상황은  의 증가가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혹은
 의 증가가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에 대한  의 영향 및  에 대한  의 영향이 S-자 형태를 취할 경우
 와  이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나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나타날 가

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충분히 낮은  하에서는 노조 영향력의 미세한 증가가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며, 충분히 높은  하에서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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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효과로 인해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점은  와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과 노조의 영향력이 각자 충분히 낮거나 충분히 높은 경우 노
사 협조는 자동적으로 달성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기
업과 노조가 각자 [그림 2]와 같은 상황에 대해 두 가지의 ‘기대’(expectation)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기업과 노조는 기업 등량곡선과 노조 등량곡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이들의 형태 및 위치에 대한 예측을 해야 한
다. 그 결과 실제로 협조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협조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과 노조는 A→B 경로(기업   →  ), A→C 경로
(노조   →  )의 실행 가능성과 A→D 경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업과 노조는 각자 상대방의 저항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비협
조적 경로의 실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협조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협조를 선택하지 않게 된다.17)
이러한 지적은 비협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그림 3]과 같은 비협조 상황에서 기업과 노조가 각자 등량곡선의 형태 및 위치
에 대한 예측을 잘못 형성하여 [그림 2]와 같은 협조 상황으로 간주하고 상대방
의 저항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나타나
는 결과는 협조 상황에서 비협조가 이어지는 상황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실제 상대방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해 준 결과 각자 등량곡선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면 일시적 협조는 다시 비협조로 귀결될 것이며,
만약 협조 과정에서 각자의 영향력 확대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도록 하였다면 아예 실제의 등량곡선들이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
정되면서 예측 오류에 기초한 일시적 협조가 항상적 협조로 전환될 것이다.18)
17) 저항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이행경로별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18) 이러한 논의는 고용보호법제(EPL)의 효과와 관련하여, EPL이 등량곡선의 형태와 위치에 영향
을 미친다면 EPL의 변화가 노사 협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도 연결될 수
있다. 즉 EPL의 증가가 노조의 작업장 내부 영향력 증가와 기업의 작업장 내부 영향력 감소,
그리고 노조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확대시키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감
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과 노조의 등량곡선을 모두 가파르게(steep) 할 것이며, 이는
곧 양자 사이의 협조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협조 상황에서 EPL의 증가는 기
업 등량곡선을 가파르게 만들고, 기업은  의 증가보다  의 감소를 통한 생산 증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의 감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협조 상황에서도 기업 등량곡선과

72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4호

4. 작업장 혁신 - 총체적 경영 혁신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작업장 혁신의 이론적 쟁점은 아니지만, 작업장 혁신의 문제를
노동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작업장 혁신을 작업방식의 개선과 인적자원관리의 개선을 중심으로 하면
서 작업장 혁신에 대한 정책 또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고성과 작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경
영 혁신의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논의되는 점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식 생산방식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단순히 작업 라인의 조직 및 운
영방식의 새로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 Womack et al.(1990)이 JIT 생산방
식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전통적 생산 흐름 혹은 수요-공급의 관계를 역전
시켰다는 점으로, 과거와 같이 ‘먼저 만들고 수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
요에 부응하여 만들어 내기’라는 점이다. 이는 작업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 시스템 전반의 재구조화, 나아가 기업간 관계의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것
으로, 작업장 혁신의 문제는 작업장 안과 밖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경영혁신
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례로 유한킴벌리의 교대제 개편
확산 시도를 들 수 있다. 유한킴벌리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교대제 개편과 평생
학습을 결합시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거론되었으며,
이후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구성과 뉴패러다임 사업의 추진 등으로 이어졌
다. 뉴패러다임 사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은 뉴패러다임 사업이 ‘교대제 개편’이라는 좁은 범위의 사업으
로 축소되면서 오히려 유한킴벌리 사례가 갖고 있는 긍정적 함의를 충분히 현
실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4조2교대 개편 즈음
의 유한킴벌리의 시장 상황과, 4조2교대 개편과 연계하여 유한킴벌리가 추진했
던 다양한 경영혁신 시도들을 같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 교대제 개편
및 평생학습 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노용진 외, 2002), 그 외의 경

노조 등량곡선이 모두 가파르게 변화하면 협조 상태에 이르기 위해 노조가  의 소폭 증가와
 의 대폭 증가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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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혁신 관련 변수들을 시장 특성, 마케팅, 연구개발과 자본 지배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19)
우선 유한킴벌리의 사례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한킴벌리의 시장
특성으로, 유한킴벌리가 주력하는 여성용품과 유아용품은 기술집약적 제품으
로서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고, 소비자들이 품질에 민감하여 일반 가정용품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20) 유한킴벌리의 일자리-성장 동반 창
출과 관련하여 주로 거론되는 교대제 개편은 대전공장의 4조3교대(1993년), 김
천 안양공장의 4조2교대(1998년) 도입이 핵심이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유한킴
벌리의 매출액 및 순이익 추이를 나타낸 것이 <표 7>이다. 우선 주목할 것은
여성용품의 매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폭 증가한 점 외에도, 유아용품의 매
출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의 탄탄하게 유지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새로운 경영 혁신 시도 과정에서 유아용품이 유한킴벌
리의 재정적 버팀돌, 혹은 캐시 카우(cash cow) 역할을 담당했음을 의미한다.
<표 6> 유한킴벌리의 매출액 및 순이익 추이(1993~2003)
(단위 : 억원, %)

1993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계
2,392 (100)
3,215 (100)
3,960 (100)
4,098 (100)
4,987 (100)
5,769 (100)
6,733 (100)
7,098 (100)
7,036 (100)

매출액
여성용품
유아용품
246 (10.3)
744 (31.1)
259 (8.1)
1,223 (38.1)
590 (15.1)
1,413 (36.1)
758 (18.5)
1,372 (33.5)
1,081 (21.7) 1,693 (34.0)
1,251 (21.7) 2,123 (36.8)
1.479 (22.8) 2,319 (35.7)
1,524 (21.5) 2,527 (35.6)
1,592 (22.6) 2,365 (33.6)

여성+유아
990 (41.4)
1,482 (46.1)
2,003 (51.2)
2,130 (52.0)
2,774 (55.6)
3,374 (58.5)
3,798 (58.5)
4,051 (57.1)
3,957 (56.2)

순이익

79
106
125
276
440
534
653
844
904

(3.3)
(3.3)
(3.2)
(6.7)
(8.8)
(9.3)
(10.1)
(11.9)
(12.9)

주 : ( ) 안은 총매출액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신용평가원, 유한킴벌리 내부 자료.
19) 유한킴벌리 사례에 대한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노용진 외(2002)에서는 유한킴벌리의 사례를
린 생산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의 경우 잉여인력의 의도적
확보라는 점에서 린 생산방식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한킴벌리가 장기적 수
요 대응성 제고를 목표로 의도된 잉여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DQP의 사례로
간주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0) 이하의 유한킴벌리에 대한 사례는 2004년에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미발표 연구의 결과를 인
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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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 3개사 광고선전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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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신용평가원, 유한킴벌리 내부 자료.

[그림 6] 종업원1인당 매출액과 연구개발투자 추이(199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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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신용평가원, 유한킴벌리 내부 자료.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유한킴벌리의 마케팅 강화도 관찰되고
있다. 즉 1998년 이후 유한킴벌리와 경쟁 회사의 광고선전비 추이를 검토하면,
유한킴벌리의 광고선전비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
시 유한킴벌리가 생산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
에서도 공격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한킴벌리의 주력 시
장이 품질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투자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에 대하여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을 단순회귀분석하면,
회귀계수는 0.30(표준오차 0.03), 결정계수(Adj. R2)는 0.93으로 나타난다. 1인
당 연구개발투자액 대신 총고용에서 연구개발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해
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기술집약적 제품의 특성상 연구개발투자

작업장 혁신 담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최영섭)

 75

를 통한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이 매출액 증대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
한다.
아울러 유한킴벌리가 위생용지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
었던 점, 유한킴벌리의 새로운 경영혁신 시도에 대해 대주주인 킴벌리 클라크
가 ‘인내하는 자본’(endurance capital)으로서 행동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하여 유한킴벌리는 킴벌리 클라크와 기술 제휴를 통해 크
리넥스, 하기스 등 고급 브랜드를 도입, 운영해 왔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1970
년 킴벌리 클라크와 50 : 50 합작 설립된 기업으로, 유한양행의 독특한 경영철
학과 함께 미국계 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 정책도 전문 경영진의 새로운 경영
실험 추진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유한킴벌리의 성공 사례를 단순히 교대제 개편과 평생학
습의 측면에서만 파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유한킴벌리의 성과는 지배구
조 측면에서의 인내하는 자본, 수익 구조 측면에서 안정적 캐시 카우의 존재를
전제로, 설비투자로 인한 생산효율 증가,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제품혁신, 적극
적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고가 장비의 가동률 제고를 통한 자본효
율 증대 등이 노사 협조 및 평생학습 강화와 맞물려 이루어낸 결과로 평가되어
야 한다. 특히 유한킴벌리의 경영혁신 사례가 외환위기를 경과하면서 이루어졌
다는 점, 앞선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었던 점에서 대단히 공격적
경영혁신의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유한킴벌리의 작업방식 개편 혹
은 학습조 도입 등의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총체적 공격적 경영혁신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 또한 그러한 관점에
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21)

Ⅲ. 마치며 : 비판적 검토의 시사점

이 글에서는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 이론적 쟁점이 무엇인지
21) 이는 거꾸로 그러한 총체적 공격적 경영혁신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유한킴벌리의
사례가 쉽게 전파되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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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의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
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향후 정책방향 모색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한국형 생산방식’에 대
한 모색과 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의 발굴 및 지원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로서 현재의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생산방식들이 어떤 특징
을 갖고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작업장 혁신에서 작업장 내부 요소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경쟁력 요소들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장 혁신의 문제는 작업장 내부
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전략 자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작업장 혁신을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타 기업과의 복합적 연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개별 기업을 둘러싼 기업 생태계의 특성이 개별 기업의
선택 가능한 경영전략 자체를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작업장 혁신과 기업 외부의 중위적․거시적 제도적 요소들과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장 안’의 제도적 특징들과 ‘공장 밖’의 제도적 요소들, 예컨
대 금융 시스템, 기업 지배구조, 교육훈련 시스템과 사회보장 시스템 등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다섯째,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현재의 노사
관계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전제로 해야 한다. 기업이 노조의 개입을 거부
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노조 입장에서도
기업의 작업장 혁신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기초로 현재 작업장 혁신 사업의 발전 방향을 간단히 검토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과정-노사관계-기업간 관계-사회제
도적 요소들 사이의 복합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 선진적/고성과 작업방식들과 후진적/전통적 생산방식들이 어떻게 분포
하는지, 이들 사이의 상호 의존/독립/약탈 관계는 어떠한지, 이들 중 지배적 생
산방식은 무엇이며 지배적 생산방식과 종속적 생산방식의 동태적 변화 과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22) 이를 기초로 원하청 관계
22) 사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연구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80~90년에 진보적
입장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화 과정 속에서 노동과정의 변화 등을 연구했던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러한 거시적 ․ 종합적 연구가 정체된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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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만이 아니라, 원하청 관계의 힘 균형이나 거래 관계의 세부적 특성이 개별
기업의 경영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같은
관계 특성을 전제로, 작업장 혁신이 경영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것이 경
영성과에 미치는 연구도 보다 거시적 맥락하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노동부의 작업장 혁신 정책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내부의 교
육훈련 및 산업안전 정책 중 작업장 혁신과 관련된 정책들부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작업장 혁신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활성화에 초점을 둔 훈련 지원 정책과, 작업환
경 개선에 초점을 둔 산업안전 및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들의 연계 방안부터 모
색되어야 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작업장 혁신 정책과 노사관계 정책의 연관성
혹은 독자성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작업장 혁신 정책과 타 정책
의 연계 및 정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부 외부의 작업장 혁신 관련 정책에 대한 연계 방안이 추진되
어야 한다. 우선 노동 정책 외에 산업 및 중소기업 정책 차원에서 참여정부 시
절 강조되었던 대중소협력 사업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
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마케팅 활성화 정책은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과
작업장 혁신 정책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작업장 혁신 정책이 노
동부 내부 및 노동부 외부의 관련 정책들과 연계 추진될 경우 기업의 현실적
관심이나 참여 유도에 보다 유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요자 주도의 기업
혁신 정책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며, 특히 작업장 혁신과 관련하여 미시적 연구에 치중하면서 그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
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성재 외(2004)와 같이, 각 산업의 원하청 관계의 특징과 그것이 노
동시장/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도
급 거래의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작업장 내부와 작업장 외부의 체계적 연관을 전
제로 하는 생산방식의 혁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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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Discussions about
Workplace Innovation
Young Sup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current
discussions about workplace innovation and, based on it, to detect some
policy directions required for the expansion of workplace innovation.
Especially it is stressed the necessity of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innovation and business innovation
on the who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workplace and
surrounding institutional environments. Also it should be took into
accounts the possibility of discordance between employers and trade
union on the workplace innovation issues. These things imply that the
redesign for current policy for workplace innovation should include the
re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innovation and
industrial relations issues on the one hand, and the broadening and
connection of related polici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workplace innovation on the other hand.
Keywords : workplac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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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노사협의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유노조 및 무노조 사업장을 포함해
2,040개 사업장의 사용자측 또는 근로자측이 응답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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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인사관리 특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현장외 교육시간이나 소집단활동에 대한 참여가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은 단순한
근로자대표 제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사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 노사협의회, 노사관계 실태조사, 로지스틱 회귀분석

I. 서 론

1987년 이후 소위 ‘노동자대투쟁’의 시기를 거친 이후 우리 노사관계는 대립
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변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상당
수의 기업들은 협력보다는 대립적인 관점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제조
업 중에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대립
적 노사관계로 인해 생산방식과 현장 기능의 고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조성재․주무현․이상호․김용현, 2007). 2009
년 여름의 쌍용자동차 사례는 이러한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였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화와
경쟁의 심화 등에 대해 공장의 해외이전, 이웃소싱이나 하청을 포함하는 외주
화,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포함하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
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
년 8월 33.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노동부, 2009). 이와 비교해서 환경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응 및 적응력이 약한 근로자와 노조는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앞길이 쉬어보이지
않는 형편이다.
노조는 공무원, 서비스직 노조화 등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노조조직률 제고
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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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10.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임금근로자의
90%에 달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들은 미흡한 법적 보호 속에서 스스로의 삶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비노조 사업장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일부 노조 사업장은 노사협력을 통합 기업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고
용안정 및 삶의 질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는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을 전제로 노사 간의 단체교섭, 쟁의 등 대립적 갈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비노조 사업장의 노사 간의 협력과 노사협의회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노사관계를 볼 때 과거 1970년대나 1980년대처럼 기업의 노조탄압이
나 정부의 일방적인 친기업 정책 등으로 인해 노조결성이 어렵다고 하기는 어
렵다. 최근 공무원 노조결성 허용으로 국내 노조원 수가 증가하고 어느 정도
노조조직률 증가를 예상할 수 있지만 기타의 업종이나 직종 등에서 급격한 노
조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조에서는 산별노조를 결성하여 산업 단위로 노조
가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직률 증가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그 효
과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조와는 별도로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의 해결과
공동의 관심사를 협의하는 비노조 근로자이익대표기구(Nonunion Employees
Representative : NER)로서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효과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김동헌,
2003; 김훈․이승욱, 2000; 김훈․이영면, 1992; 노용진, 2001a, 2001b; 이영
면․김영조․나인강․박상언․성상현, 2007; 허찬영, 2001). 정부의 정책적인
연구나 학자들의 연구도 노사관계의 현 상황을 반영하여 비노조 사업장을 전제
로 한 노사 간 협력에도 관심을 두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은 법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1997년
에 노사 간 협력과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
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로 개정된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아직
도 노사협의회가 기대 수준만큼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김훈․이
영면, 1992; 허찬영, 2000, 2001). 물론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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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인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Kleiner & Lee, 1997; Kim & Feuille, 1998).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
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운영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내용들을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들
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성공적 운영을 위한 영
향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본다. 둘째, 효과적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실증적 검
토를 위해서 2005년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노사패널 자료를 이용하
여 노사협의회 현황 분석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영향요인들에 대해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 노사협의회 운
영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노사협의회에 대한 이론적 고찰

노사협의회는 크게 산업민주주의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노조가 산업민
주주의의 뿌리이며 근간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노
사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노사협의회의 전통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산업민주주의와 경영참여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는 각종 문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
으며 다양한 이론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노조가 그 근간으로 해석되어 왔다.
Webb 부부는 “노동조합이 조합민주주의를 통해 근로조건의 결정 및 개선에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산업민주주의를 정의한 바 있다(Webb & Webb,
1959). 다시 말해, 노조는 노동시장에 개별적으로 진입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단체교섭과 노동력 공급의 조
절을 통해 노조가 사용자와의 교섭을 확보한다고 했다. 이후 독일의 Kor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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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는 1920년대에 산업민주주의를 노동자 통제의 관점에서 “소수에 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부터 우애적 노동에 기초한 다수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민
주주의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민주주의의 형태”로 규정한다.
이러한 진보적인 입장에 대해 이후 Poole(1992)은 산업민주주의를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기구가 자신들이 고용되어 있는 곳에서 근로자 내부의 권위의 소재
및 분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면서 경제민주주의와 구분하였다. 그에게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는 “소유에의 참여, 특히 경제적 소유구조의 민주화와 관련해서 근
로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업소유나 소유분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
분에 대해 독일의 Müller-Jentsch(1994, 1997)는 산업민주주의는 경제민주주의
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산업민주주의에는 작업장수준인 작업장 내 참여 및 공
동의사결정제도, 산업수준에 참여는 단체교섭, 그리고 산업 및 전체 경제적 수
준의 참여인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초한 참여 등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볼 때 기존의 산업민주주의 개념은 노조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노조의 단체교섭을 포함하여 작업장수준, 기업수준, 산업 및
경제 전체 수준에서의 근로자의 참여 및 공동의사결정으로 확대되어 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 전체 수준의 노사정협의체,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사협의회도 작업장수준과 기업수준에서의 산업민주주의로 이
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7년 이후 독립노조의 폭발적 등장을 계기로
하여 1997년 경제위기와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보다 두드려져, 여전히 기업수
준의 노사관계는 대립적 성격이 강하지만 산업과 지역수준에서 교섭과 사회적
협의가 시도되면서 기업의 틀을 넘은 기제를 통해 노사의 이해가 조정되기 시
작하였다(임상훈․최영기․임혁백․김삼수․박준식․이병훈․이병훈․이상민,
2005).
산업민주주의의 이론적 핵심인 근로자와 노조의 경영참여는 이미 오래 전부
터 국제적으로 제도화되어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이
주희 & 이승협, 2005). 특히 1974년 국제노동기구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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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실시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실시 방법이 문제”라고 선포한 바 있다.2)

2. 경영참여와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works councils)는 “특정한 사용자와 그 특정 사업장
또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 사이의 집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화된 시스
템”이라고 할 수 있다(Rogers & Streek, 1995). 이러한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사
가 생산성, 종업원훈련, 노동쟁의 예방, 고충처리 그리고 건강 및 안전 등에 관
한 이슈들을 주로 다루며, 사용자에게는 기업의 생산계획, 인력계획 그리고 재
무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
노사 간 의사소통 기제(mechanism)로서의 노사협의회에서는 고충처리절차
를 통해서 근로자의 고충사항이 사용자 측에 전달된다. 고충사항에는 인사체계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의 모집․선발, 배치, 승진,
2)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관련된 용어로는 참여, 근로자참여,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작
업장민주주의, 근로자통제, 자주관리 등과 같은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나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의 주체는 누구인가, 참여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참여의
범위 또는 참여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의 대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이익(성과)참여 그리고 자본에 대한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이익참여
나 자본참여는 경제적인 소유나 분배와 관련되는 것으로 경제민주주의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는 기업의 생산 및 노동의 배치 등에 관련된 경영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 경영참여는 “기업경영에 관련된
기업 내 의사결정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 근로자대표 또는 노조가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이주희․이승협, 2005, 12). 근로자 경영참여는 참여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근로자, 팀이나 그룹 같은 근로자집단이 직접
경영사항에 참여하는 직접참여와 근로자대표 조직인 노조나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 대
표기구를 통해서 참여하는 간접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최근에는 노조에 의한 간
접참여보다는 기업 주도하에서 개별 근로자의 직접참여 방식이 전개되고 있다. 다만
Ramsey (1985)는 기업이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라 몰입(commitment)을 얻어내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기업
문화나 경영전략의 대부분이 참여경영이라는 이름하에 근로자들의 몰입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입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꼭 이러한 부정적 입
장에서만 볼 것은 아니다. 경영참여를 참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정보의 공유, 협
의, 합의나 공동의사결정 등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참법에
도 노사 간에 협의 내용에 따라 참여의 수준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경영참여의 범위로
구분할 때는, 작업장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부터 기업의 경영전략 수준의 의사결정, 그
리고 더 나아가 경제정책에 대한 근로자대표 기구에 의한 참여까지 그 범위도 매우 다양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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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개발, 직무구조, 성과평가 등 인사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따
라서 노사협의회의 효과성과 영향력은 특정 사업장의 구성원들의 특징과 노사
협의회의 활동 내용과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 제도가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일반적으로 노조가 노사협의회를 보는 시각은 국가별로 시기별로 매우 다
양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사협의회가 노조의 역
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대체가능성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사협의회 제
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다. 물론 독일
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수준이나 내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
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로 작업장평의회 제도라고 부르지만 본질적으로
노조가 아니면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3)
유럽기업의 사용자들은 정치적인 산별노조가 기업 단위나 작업장수준에서
영향력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기업은 역사적으로
권위적인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 한 기업 단위나 작업장수준에서 노조활
동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유럽국가의 산별
노조는 노조 단위가 아닌 작업장 단위의 근로자조직이나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
해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이나 영국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20세기 초기에
노조는 사업장에서 노조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노사협의회를 반대
하였다(Brewster, Wood, Croucher & Brookes, 2007).
그러나 초기의 노조의 반대 또는 소극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에서 작
업장평의회 제도는 점진적으로 활성화된다. 1920년 독일의 바이마르(Weimar)
헌법에서는 작업장평의회(Betriebsräte; works councils)를 헌법기구로 인정하였
다. 이 법의 통과로 독일의 작업장에서는 노조와 작업장평의회가 공존하는 이
중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형태는 유럽국가들의 일반적 형태보다는
독일의 예외적인 이중구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 독일의 작업장평의회(works councils)는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와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나 지배구조 면에 있어서 독일은 근로자조직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노사공
동조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orks councils’를 노사협의회로 통칭하지 않고 독일
의 작업장평의회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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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제3의 길로 제시된 공동의사결정
제도(co-determination)가 노조의 전략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작업장평의회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이
슈가 제기된다. 독일의 통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그리고 단체교섭의 분
권화 추이이다. 먼저, 동독이 통합된 이후 초기에는 과연 과거 서독에서의 노사
협의회가 과거 동독 지역의 기업에서도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는 경
우가 많았지만(Hyamn, 1996), Frege(1999)는 과거 서독에서와 같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쟁심화에 대해서는 산별 단체협약이 기업 단위
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소위 ‘삵코양이 노사협력(wildcat cooperation)’이 많이
언급되었으나 이는 노조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에 대응
하는 양보교섭의 결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Bispinck & WSI-Tarifarchiv,
2006; Kommission Mitbestimmung, 1998). 다른 문제로는 독일에서 단체협약
이나 작업장평의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Ellguth & Kohaut(2005)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 과거 서독 지
역의 경우는 27%, 과거 동독 지역의 경우 42%가 단체협약이나 작업장평의회
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들이다(Abel &
Ittermann, 2003). 전반적으로는 독일의 이중구조는 변화에 대응해 가는 과정이
지 근본적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Behrens & Jacoby, 2004;
Wever, 1997).
최근 유럽국가들에서는 작업장이나 기업 단위로 작업장평의회가 설치된 이
후에 노조와 작업장평의회 간에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igby, Contrepois & Smith, 2009). 또한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구성된 이후 노
조도 작업장평의회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활성화되
고 있으며, 유럽작업장평의회(European Works Council : EWC)가 성공하려면
각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Fetzer,
2008; Stirling & Tully, 2004; Weddington, 2006).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작업장평의회나 노사공동협의위원회(joint consultative committees : JCCs)가
노조와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대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Brewster, Wood, Croucher & Brook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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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를 보면 1980년대 이후 노조운동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반면에
여전히 근로자들의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한 욕구는 상당 수준에 이르자 일부에
서 노사협의회를 노조의 대안적 형태로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은 현실적으로 큰 결과를 낳지는 못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당시 던롭위원
회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제도화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오
히려 기업들이 주도하여 근로자의 몰입을 제고하는 참여형태로 발전시키게 된
다. 요즘 우리가 언급하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High Involv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나 고성과작업체계(High Performance Work System) 등
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Moore, 2006; Cappelli & Neumark, 2001;
Appelbaum, Baily, Berg & Kalleberg, 2000; Pil & Macduffe, 1996; Appelbaum
& Batt, 1994).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7년 노동계의 투쟁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노동계에서
는 기존의 노사협의회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그 동안 정부가 노조활
동을 규제하기 위해 노사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항이 노
사협의회라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노사협의회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1997년에는 근참법으로 강화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3. 노사협의회의 효과
기업은 경영전략이나 사업방침 등에 따라 다수 근로자들의 행동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조나 노사협의회 등과 같은 근로자대표 제도는 집단적 발언
(collective voice)을 통해 경영진에 대해 작업장 지식을 결합시켜 기업의 역량
을 강화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Freeman & Lazear, 1995; 이상민, 2004).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대표 제도를 이용함으로
써 거래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
자간 의사소통 기제의 작동을 통해서 거래비용 발행의 원인인 불완전한 정보와
제한된 합리성을 낮출 수 있으며, 갈등을 포함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정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Rogers & Streek, 1995). Morishima(1991)에 따르면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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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노조조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보공유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노사협의회를 통한 정보공유가 생산성과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독일 작업장평의회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Addison, Schnabel & Wagener, 1997), 가장 중요한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아직도 논쟁 중이라고 하겠다(Addison, Claus, Wagener,
2004). 예를 들면 Hubler & Jirjahn (2003)은 노조가 있는 노사협의회의 경우
생산성 향상 활동이 노조가 없는 노사협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점
을 밝힌 바 있으며, 이후 Wagner(2008)는 비모수검증방법(nonparametric test)
을 통해 노조가 있는 경우에만 노사협의회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갈등 조정과 같은 소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의욕 제고
와 같은 적극적인 내용이다. 노사협의회의 활동에 의한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
적 공정성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높은 신뢰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도 증가하게 되어 기
업은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위계적인 조직에서는 정보가 위로 올라갈수록 부정확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 현장의 사원과 일선감독직 사이에 정보가 부정확해지면 상위 경영층
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중간의 관리자가 상층
과 현장의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들이 상위 경영층에 직접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감독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
템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협의회의 역사적 배경과 그 활용 이유 등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조조직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설명이 현실적으로 과연 적용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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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1. 노사협의회 현황 분석4)

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현황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
에서와 같이, 법적 설치 대상 사업장 1,907개 중 1,734개에 설치되어 설치 비율
90.9%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가 있는 경우에 노사협의회
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조의 결성 비율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노조 유무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유
무는 F검정 기준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평균 개최횟수는 4.63회로 4회의
정기회의를 제외한다면 임시회의 수는 연간 .63회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사협
의회 개최횟수를 노조 유무에 따라 F검정을 한 결과(p =.129) 통계적으로 유의
<표 1> 노조 유무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비율 : 2005년

노조 없음
노조 있음
전체

노사협의회 설치 유무
노사협의회 없음
노사협의회 설치됨
빈도
%
빈도
%
100
11.4
774
88.6
73
7.1
960
92.9
173
9.1
1,734
90.9

전체
빈도
874
1,033
1,907

%
45.8
54.2
100.0

4) 본 연구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개요만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
노사협의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비교는 이영면․김영조․나인강․박상언․성상현
(2007),『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노동부 정책연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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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조 유무별 노사협의회 개최횟수: 2005년
구

분

개최횟수

표준편차

772

4.49

4.44

노조 있음

960

4.77

3.30

전체

1,732

4.63

3.87

노조 유무

표본수

노조 없음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5)

나. 고충처리 현황
고충처리 제도의 유무에 대한 응답분석 결과를 보면 비노조 사업장의 경우는
59.9%,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에는 75.4%의 사업장에서 고충처리제도가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유무에 따른 고충처리제도의 운영 여부의 차이
는 p=.00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사측 입장에서 고충사항의 빈도를 보면 <표 4>에서 보는 대로 빈도 1순위를
기준으로 볼 때 노조결성 유무에 따른 큰 차이 없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복리후생, 작업환경이나 산업안전과 같은 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승진이나 전환배치에 대한 사항이 많았다.
<표 3> 노조 유무에 따른 고충처리제도의 운영 비율: 2005년
노조결성유무
고충처리제도

무노조 사업장
빈도

%

전체

노조 사업장
빈도

%

빈도

%

있음

535

59.9

779

75.4

1,314

67.6

없음

358

40.1

254

24.6

612

32.4

893

100.0

1,033

100.0

1,926

100.0

전 체

5) 노사협의회의 개최횟수도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지만
노용진(2001)의 경우를 보면 노사협의회 개최횟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양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모형에서 그 설명력이 부족하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김동헌(2003)도 노
사협의회 개최횟수를 노사협의회 활성화 수준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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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조 유무에 따른 노사협의회 고충사항의 빈도 1순위 : 2005년
노조 유무
무노조 사업장
사측
빈도

노측

%

노조 사업장
평균

빈도 %

빈도

사측

%

노측

빈도 %

평균

빈도 %

빈도

%

승진

57 10.7

43

8.8

100

9.8

55

7.1

58

8.5

113

배치전환

25

18

3.7

43

4.2

88 11.3

66

9.6

154 10.5

437 42.6 299 38.4 332 48.6

631 43.2

4.7

임금, 근로시간 등
216 40.4 221 45.1
근로조건

7.7

복리후생

92 17.2

88 18.0

180 17.6 109 14.0

72 10.5

181 12.4

작업환경이나 산
업안전

54 10.1

47

9.6

101

9.9

72 10.5

158 10.8

7

1.3

10

2.0

17

1.7

가정,결혼 등 개인
적인 사항

38

7.1

33

6.7

71

직장 내 인간관계

35

6.5

19

3.9

해고 등 고용불안

3

0.6

7

정년퇴직 등

3

0.0

성희롱

0

0.0

금전적인 문제

0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없음

교육훈련

전 체

86 11.0
0.8

2

0.3

8

0.5

6.9

80 10.3

32

4.7

112

7.7

54

5.3

24

3.1

19

2.8

43

2.9

1.4

10

1.0

19

2.4

21

3.1

40

2.7

2

0.4

5

0.5

5

0.6

5

0.7

10

0.7

0

0.0

0

0.0

1

0.1

1

0.1

1

0.1

0.0

2

0.4

0

0.0

1

0.1

3

0.4

2

0.1

0

0.0

0

0.0

0

0.0

1

0.1

0

0.0

1

0.1

5

0.9

0

0.0

7

0.7

5

0.6

0

0.0

8

0.5

100 1462

100

535

100 490

100 1025

6

100 779

100 683

전환배치에 관한 고충사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노조 사업장이 무노조보다 두드
러지게 크게 나타났다. 이는 노조 사업장의 경우 전환배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에 노사협력이 요구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 측 입장에서 고충사항의 빈도를 보면 <표 4>에서 보
는 대로 빈도 1순위를 기준으로 볼 때 노조결성 유무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복리후생, 작업안전이나 산업안전과
같은 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측 기
준의 결과와 유사한 분포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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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사협의회의 활용목적 현황
노사협의회의 바람직한 활용목적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5>에
서 보는 대로 노사 간 마찰의 사전예방과 노사 간 의사소통의 활성화 그리고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사협력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 등을 가장 주요
한 활용목적으로 들고 있었다.
먼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노사 양측 모두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 마찰의 사전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들고 있었다. 노조 사업장의 경우를 보면 마찰의 사전예방을
노사 공히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하고 있었으며 무노조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향상, 의사소통의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을 들고 있었다.
노사협의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보다는 아직도
근로조건, 마찰예방 등의 초보 단계의 이슈들이 주요 목적으로 언급되고 있으
며 회사 경영에 대한 관심 제고나 참여나 발언권 증대 등은 노사 공히 낮은 순
위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노사협의회의 바람직한 활용목적 : 2005년

노사간 마찰의 사전예방
노사간 의사소통의 활성화
근로자들의 회사경영 관심 제고
경영방침의 원활한 실시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신기술도입 등에 대한 사전협의
노사협력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
근로자들의 참여와 발언권 증대
기업의 민주적 운영
노사화합
기타
없음
전체

노조결성 유무
무노조 사업장
노조 사업장
사용자 근로자 평균 사용자 근로자 평균
%
%
%
%
%
%
21.1
21.9
21.4
32.7
33.9
33.3
25.8
25.7
25.7
22.4
16.9
19.7
5.5
4.9
5.2
4.2
4.8
4.5
4.8
4.1
4.5
4.2
2.4
3.3
17.2
12.9
15.1
18.9
11.1
15.1
0.8
1.2
1.0
0.3
1.1
0.7
15.7
21.0
18.2
12.8
21.5
17.0
2.8
3.2
3.0
2.4
4.5
3.4
4.7
4.0
4.4
2.0
3.8
2.9
0.1
0.1
0.1
0.1
0.0
0.1
1.5
1.0
1.3
0.0
0.0
0.0
0.0
0.1
0.1
0.0
0.0
0.1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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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영향요인과 실증분석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는 노용진(2001)
과 김동헌(2003)을 들 수 있다. 김동헌(2003)은 노조와 관련하여 노조결성 유
무, 조직률, 조합원의 과반수 여부 등을 포함하였고, 노사협력 수준과 전문위원
회, 사용자측 대표의 참가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에 기업규모, 내수
비율, 시장경쟁과 업종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동헌(2003)과
달리 무노조 사업장을 균형있게 표본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노조관련 변수
외에도 사업장 내 요인들 중에서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영향요인으
로 조직 특성 및 인사관리 관련 특성변수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가. 노사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
노사협의회가 성공적인가 하는 질문은 매우 주관적이다. 노사 양측의 평가가
상대적일 수 있으며 또한 그 개념도 주관적이다. 물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
한다는 것은 별도의 이론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기존
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2005년 노사패널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인을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귀사의 노사협의회는 잘 운
영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전체 설문지에서는 사전에 노사협의회 운영
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어서 비록 주관적이라고 하더라
도 사측은 사측대로, 노측은 노측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사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노측과 사측의 응
답 내용을 전제로 분석하고, 다시 노사 양측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 방법, 즉 ‘유효한 노사협의회(effective works
council)’ 더미변수는 Kleiner & Lee(1997), Kim & Feuille(1998), 원창희․김
동헌(1998), 김동헌(2003), 이상민(2004) 등에서 활용된 바가 있다. Kleiner &
Lee(1997)의 경우를 보면 유효노사협의회더미는 부가가치 생산성에 긍정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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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종속변수(성공적 노사협의회 운영)의 작성내역 및 기술통계
측정 방법

성공적
노사
협의회
운영
(응답)

성공적
노사협의회
운영여부
노사협의회
목적달성도

표본수

평균

SD

사측

잘 운영=2, 그렇지 않음=1

1,682

1.82

.38

노측

잘 운영=2, 그렇지 않음=1

1,568

1.78

.41

양측

노사모두 잘운영=1, 기타=0

1,432

.74

.44

사측

5점 척도

1,682

3.54

.79

노측

5점 척도

1,568

3.40

.83

양측

(사측 + 노측) / 2

1,432

3.67

.72

과를 미치지만 수익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Kim & Feuille(1998)와 원창희․김동헌(1998)에서는 생산성과 수익성에 모
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성공적 노사협의회 운영의 두 번째 질문으로는 “노사협의회의 목적은 노사
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귀사의 노
사협의회는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으로 노사는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질문 이후에 별도로 노사협의회
의 활용과 바람직한 활용 목적 등에 대한 질문이 구성되어 노사 양측의 인식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서로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전제
하고 성공적 노사협의희 운영에 대한 대용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성공적 노사협의회 운영의 영향요인
노사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그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중요한 요인의 하나일
것이며 노조, 업종이나 근로자의 특성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러나 이런 변수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요인으로 비록 성공적 노사협의회
운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조직 특성과 인사관리 특성을 중요하게 살
피는 요인으로 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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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특성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앞에서 살핀 대로 다음으로 조직 특성
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제품의 해외진출, 경영체제 및 도급관계 등을 독립
변수로 하여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사업장의 규모는 2005년 노사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히 사측의 경
우 사업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
답이 많았다. 그 이유는 사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의 경우에 우선 노조가
결성된 경우가 많아서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사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하겠다. 또한 노조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조의 결성을 피하려는 목
적에서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목
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업장의 규
모는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확률을 높일 것으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Morishima(1992)의 경우 노조기업의 경우에 기업성과가 빈약하여 임금제시
수준이 낮을수록 노사협의회를 예비교섭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른 연구로는 Addison, Schnabel & Wagner(1997)을 들 수 있는데 독일의 작
업장평의회의 설치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5인 이상을 고용하
는 경우 작업장평의회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반드시 강제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들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5인 이상의 사업장 중에서 20.1%만이 작업장평
의회를 가지고 있지만,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설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73%가 작업장평의회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외에도 기업의 설립연도, 여성근로자의 비율 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Helfen & Schuessler(2007)에서도 독일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
에서 작업장평의회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실증분석을 위
한 노사관계 실태조사에서는 사업장의 규모를 범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30~49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의 더미변수에 더 높은 확률을 보일 것으로 설정한다.
다음은 주요 제품의 수명주기이다. 이는 도입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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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명주기만을 고려한다면 쇠퇴기에 비해서 도입성장기와
성숙기에 노사 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노사 간의 협
력을 위한 노사 양측의 의지가 있으며 노사협의회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진출도 살펴볼 수 있다. 해외진출은 기업
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이슈이고 특히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경우에 노사 간의
협력 필요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가능성이 높다고 하
겠다.
다음은 경영체제이다. 여기서의 경영체제는 소유자 중심의 소유경영체제와
전문경영인 중심의 구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주 중심의 소유경영체제의
경우 소유주가 중장기적인 의사결정하에 노사협의회의 적극적 활용보다는 개
인적 의견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전문경영체제의 경우 다양
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견수렴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
능하다. 전문경영체제의 경우 소유경영체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성
과를 보여야 하므로 노사협의회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개
인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입장도 있다.
따라서 이는 실증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Jirjahn & Smith
(2006)는 소유경영체제의 경우에 독일의 작업장평의회 설치율이 낮아진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유사한 변수로는 사용자측 대표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
요한 변수인데 종업원참여제도에 대한 문헌에서도 같은 변수로 취급되고 있다
(Cotton, 1993; 김동원, 1996; 이원덕․유규창, 1997).
마지막으로는 도급관계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도
급관계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모기업이거나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에 속하는 경
우이다.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표본의 경우에도 거의 과반수의 표본이 모
기업이거나 협력업체에 속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급관계
가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 의견수렴 및 참여제도와 어떤 관계를 보일 것인
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실증분석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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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관리 특성
인사관리상의 특성으로는 비정규직 비율, 노조유무, 현장 외 교육시간, 성과
배분제비율 그리고 소집단활동참여율 등을 살펴보았다. Helfen & Schuessler
(2007)는 독일의 작업장평의회를 분석하기 위해 인적자원관리 관련 태도변수
를 핵심변수로 본 바 있다. 개인근로자의 참여와 직접적인 감독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가 작업장평의회의 설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다. Jirjahn &
Smith(2006)도 독일의 작업장평의회를 분석하면서 인사관리 실무가 평의회 설
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계약직과
같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들이 주로 차지하는 것으로 보면 비정규직의 규모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Jirjahn &
Smith(2006)의 분석 결과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와 수습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독일에서 작업장평의회 설치 비율은 대체로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의 경
우 노조든 아니면 노사협의회이든 비정규직의 채용 등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므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경우 노사 간의 협의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협의 자체가 성공적인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증분석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김동헌(2003)은 근로자의 특성 중에서 생산직 근로자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
였는데 이는 기존의 집단목소리(collective voice) 가설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들
이 사무직 근로자들에 비해 집단적 요구가 강하고 그 결과 생산직 근로자 비율
이 높은 경우 노사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분석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특히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그랬다(김동헌,
2003).
노조 유무 자체로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단체교섭의
보완적인 역할로 활용하기보다는 노사협의회를 무시하고 단체교섭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유지될 경우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물
론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라면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의 보완재로서 활용될 가
능성도 있다.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노사 간에 협력적인 관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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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노사협의회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노사 간에 협력 의지가 약한
경우에는 노조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성공적 노사협의회
운영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작업장평의회 설치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독일의 경우에는 작업장평의회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노조결성 사업장에 작업
장평의회 설치 비율이 높았다(Helfen & Schuessler, 2007). 또한 Jirjahn &
Smith (2006)의 분석에서도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높을수록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 가지의 영향요인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은 사전에 협력적인 노사관
계를 전제로 하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업종의 특성도 영향을 미
치지만 교육훈련시간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Jirjahn & Smith(2006)
는 교육훈련이 많을수록 독일의 작업장평의회 설치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
였다.
높은 성과배분제(profit-sharing)의 시행이나 성과배분 금액의 증가 등도 우리
나라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Jirjahn & Smith
(2006)는 경영진의 성과배분제가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소집단활동 참여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요인은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과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집단활동은 앞의 보완관계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와 서로 대체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Jirjahn & Smith(2006)
의 연구에서는 소집단활동이 독일의 작업장평의회 설치율을 낮추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다. 실증분석
먼저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빈도 수가 많은 6개 업종을 별도로 구분
하고 나머지 업종은 기타 업종으로 묶어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규모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9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였는데 100~299인 규모도 상당수 있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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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독립변수의 설명 및 기술통계

업종

조직
특성

조직
특성

인사
관리
특성

변수 설명
표본수
제조업 더미(제조업=1)
1,926
도소매음식숙박업 더미(도소매음식숙박업=1)
1,926
운수통신업 더미(운수통신업=1)
1,926
금융보험업 더미(금융보험업=1)
1,926
부동산업 더미(부동산업=1)
1,926
기타업종 기준(base)집단
1,926
50~99인 기준(base)집단
1,926
100~299인 더미(100~299인=1)
1,926
규모 300~499인 더미(300~499인=1)
1,926
500~999인 더미(500~999인=1)
1,926
1,000인 이상 더미(1,000인 이상=1)
1,926
쇠퇴기 기준(base)집단
1,926
제품
도입성장기 더미(도입성장기=1)
1,926
수명
성숙기 더미(성숙기=1)
1,926
계획없음 기준(base)집단
1,926
해외
추진중 더미(추진중=1)
1,926
진출
해외진출 더미(진출=1)
1,926
소유주가 모든 의사결정 내림 기준(base)
1,926
집단
1,926
경영 소유주가 대부분결정 더미(대부분결정=1)
체제 소유주가 주요사안결정 더미(주요사항결
1,926
정=1)
전문경영체제 더미(전문경영체제=1)
1,926
관계없음 기준(base)집단
1,926
도급
모기업 더미(모기업=1)
1,926
관계
협력업체 더미(협력업체=1)
1,926
전체 사원 중 비정규직 비율(%)
1,916
노조 유무(노조결성=1)
2,040
현장외 연장교육 시간수(시간)
1,903
임금대비 성과배분금액 비율(%)
1,913
근로자의 소집단활동 참여율(%)
1,918

빈도(평균) %(SD)
1,008
52.3
114
5.9
371
19.3
47
2.4
130
6.7
256
13.3
926
48.1
702
36.4
145
7.5
94
4.9
59
3.1
340
17.7
570
29.6
1,016
52.7
1,363
70.8
191
9.9
372
19.3

1,104

57.3

206

10.7

459

23.8

157
1,022
466
438
.4435
1,115
12.51
41.87
15.54

8.2
53.1
24.2
22.7
3.65
57.9
26.86
91.89
29.23

주 : 기타 업종은 농림어축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업, 보건오락문화업 그리고 기
타 서비스업을 포함함.

도 다시 500인과 1,000인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제품 수명주기를 보면 전체 사업장 1,926개 중에서 성숙기라고 응
답한 경우가 1,016개 사업장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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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성장기가 570개 사업장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외진출의 경우를
보면 과반수 이상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추진중인 경우가 9.9%
이고, 이미 해외에 진출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3%를 차지하고 있다. 경영체
제의 경우는 소유주가 대부분 결정하는 경우가 10.7%, 주요 사안에 대해 결정
하는 경우가 23.8%, 그리고 전문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2%를 보이고 있다.
도급관계는 모기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2%, 협력업체라고 응답한 경우
가 22.7%, 그리고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3.1%에 달했다. 인사관리 특
성의 경우를 보면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이 1,115개로 57.9%를 차지하고 있어
서 우리나라 전체의 노조조직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44%로 나타나서 상당히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외 연장교육 시간수는 연간 12.51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대비 성과배분금 비율을 보면
41.87%로 월 기본급의 42% 수준으로 높지 않은 비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근
로자의 소집단활동 참여율은 15.54%로 나타나고 있다.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7>에서 보듯이 일부 업종, 규모, 사업 특성 그리고 인사관
리 관련 변수 등에서 유의미한 변수들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업종의 경우를 보면 운수통신업이 기타 업종에 비해 성공적으로 운영되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사용자측의 응답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
고 근로자측 응답에서도 p=.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비
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직 특성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제품의 해외진출, 경영체제
및 도급관계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영향요인으로 살펴보
았다.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보면 50~99인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사측
응답의 경우에는 일관성을 가지고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측 응답은 100
~299인과 500~999인의 규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면서 확률을 높이고
있으나, 다른 두 규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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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영향요인(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
근로자측 응답
노사 양측
사측 응답 기준
기준
응답기준
상수
1.033(.005) *** 1.042(.005) *** .654(.061) *
.255(.230)
.213(.333)
.246(.243)
제조업
도소매
.118(.715)
-.005(.988)
-.054(.862)
업종 운수통신
.699(.008) *** .425(.109)
.667(.008) ***
금융보험
.367(.538)
-.201(.693)
.113(.822)
부동산
-.252(.397)
.187(.560)
-.108(.720)
100~299인
.399(.010) **
.493(.002) *** .452(.002) ***
.737(.021) **
.263(.342)
.435(.105)
300~499인
규모
500~999인
1.074(.020) ** 1.220(.014) ** 1.004(.016) **
1.178(.063) *
.656(.216)
.443(.345)
1,000인 이상
제품 도입․성장
-.009(.968)
-.029(.898)
.115(.583)
.038(.849)
-.151(.450)
.064(.731)
수명 성숙
조직
해외 추진 중
-.520(.019) ** -.184(.429)
-.475(.028) **
특성
-.027(.890)
-.232(.215)
-.162(.375)
진출 해외진출
소유주가 대부분 결정 .433(.064) *
-.017(.941)
.251(.259)
경영
주요사안소유주가결정 .243(.172)
.053(.759)
.229(.168)
체제
전문경영체제
.630(.050) *
.583(.066) *
.664(.025) **
도급 모기업
-.128(.467)
.117(.504)
.029(.859)
-.103(.567)
.174(.349)
.001(.996)
관계 협력업체
비정규직비율
.016(.532)
.002(.941)
.013(.626)
인 사 노조유무
.035(.827)
.137(.398)
-.063(.683)
관 리 현장외 교육시간
.007(.064) *
.007(.084) *
.007(.048) **
.001(.228)
.001(.458)
.001(.288)
특성 성과배분제 비율
소집단활동 참여율
.011(.000) *** .002(.414)
.006(.028) **
1421.471
1413.153
1511.583
-2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073
.046
.067
Nagelkerke R제곱
.119
.072
.098
표본크기
1,640
1,446
1,396
독립변수

주 : 1) 지역에 대해 14개의 더미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준 지역은 경남 지역이
었음. 경남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지역, 광주, 경기, 전북 지역이 상대적으
로 성공적 운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른 지역은 통계적으로 의미있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2) *: p<.10, **: p<.05, ***: p<.01

생산제품의 수명과 관련해서 쇠퇴기를 기준으로 할 때 제품이 도입이나 성장
하는 초기 단계인 경우나 성숙기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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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해외진출 계획이 없는 경우가
기준인데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경우에 사용자측 응답과 노사 양측 응답에서 통
계적으로 성공적 노사협의회 운영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해외진
출을 한 경우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영체제와 관련해서는 소유경영체제를 기준으로 볼 때 전문체제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노사협의회의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가설에서 예상
한 대로 전문경영체제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급과 관련해서는 모기업이나 협력업체인 경
우에 도급관계가 없는 기준 집단에 비해 특별한 확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인사관리상의 특성으로는 비정규직 비율이나 노조 유무에 관한 변수의 경우
반드시 한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교육시간이나 성과배분제 그
리고 소집단활동의 경우는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요인
들로 볼 수 있다. 먼저 비정규직 비율이나 노조 유무는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과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시간이나 소집
단활동 참여율의 경우는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사측의 경우와 노사 양측 응답
의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사협의회의 목표달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일부 업종, 조직 특성 그리고 인사관리 특성 변수에서 유의미한
변수들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업종의 경우를 보면 제조업은 근로자측 응답에서,
금융보험업은 근로자측과 노사 양측의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기타 업종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운수통신업은 사용자측의 응답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 특성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제품의 해외진출, 경영체제
및 도급관계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노사협의회의 목표달성도에 대한 관련 요인
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보면 50~99인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였
는데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노사 양측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달성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000인 이하
의 규모에서는 응답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더라도 대체로 양(+)의 방향
을 보이고 있어서 규모가 커질수록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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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노사협의회의 목표달성에 대한 영향요인(선형회귀분석)
종속변수 : 노사협의회의 목표달성도(5점 척도)
독립변수

사측 응답기준

근로자측
응답기준

노사양측
응답기준

3.525(.000) *** 3.615(.000) *** 3.646(.000) ***

상수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업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산업

100~299인
300~499인
규모
500~999인
1000인 이상
제품 도입․성장
수명 성숙

조직
해외 추진중
특성
진출 해외진출

소유주가대부분결정
경영
주요사안소유주결정
체제
전문경영체제

-.018(.786)

-.159(.029) **

-.076(.239)

-.037(.711)
.130(.091) *

-.127(.250)
-.092(.284)

-.132(.184)
.027(.722)

-.255(.100)

-.296(.093) *

-.329(.033) **

-.019(.844)

-.080(.460)

.000(.996)
.189(.017) **
-.050(.612)
.364(.004) ***

.016(.869)

.118(.017) **

.070(.115)

.130(.141)
.074(.525)

.184(.018) **
.071(.485)

.491(.001) ***

.506(.000) ***

.034(.588)

.032(.651)

.038(.538)

-.003(.963)

-.021(.741)

.023(.678)

-.066(.332)

-.083(.276)

-.075(.269)

.051(.346)

-.044(.470)

-.012(.821)

-.032(.613)

-.056(.455)

-.024(.710)

-.043(.438)

.064(.193)

.178(.000) ***
.199(.009) ***

.172(.048) **

.174(.026) **

도급 모기업
관계 협력업체

.040(.425)

.144(.010) **

.061(.219)

.023(.661)

-.018(.758)

-.002(.975)

비정규직비율

.000(.981)

.002(.823)

-.001(.896)

.043(.357)

-.031(.555)

.009(.847)

.001(.390)

.000(.631)

.000(.922)

.000(.034) **

.000(.584)

.000(.119)

.004(.000) ***

.003(.000) ***

.004(.000) ***

인사 노조유무
관리 현장외 교육시간
특성 성과배분제 비율
소집단활동 참여율

R제곱
수정된 R제곱

.074

.051

.072

.052

.026

.047

F값(p값)

3.446(.000)

2.052(.000)

2.862(.000)

표본크기

1,640

1,446

1,396

주 : 1) 지역에 대해 14개의 더미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준지역은 경남지역이었
음. 경남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세 가지 응답 모두에 대해 서울지역, 광주, 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2) *: p<.10,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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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생산 제품의 수명시기나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통계적 유의성을 보
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경영체제와 관련해서는 소유경영체제를 기준으로 볼 때
전문체제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노사협의회의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
는데, 가설에서 예상한 대로 전문경영체제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측 응답군에서 모기업의 경우에 도급관계가 없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
로 목표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업체인 경우 응답군에 상관없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인사관리상의 특성으로는 비정규직 비율이나 노조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반드시 한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교육시간이나 성과배분
제 그리고 소집단활동의 경우는 노사협의회의 목표달성도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요인들로 볼 수 있다. 먼저 비정규직 비율이나 노조 유무는 노사협의회의
목표달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시간도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과배분제 비율은 사용자측 응답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방향을 보였으며 소집단활동 참여율의 경우는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세 가지 응답군 모두에서 노사협의회의 목표달성도에 통계적으로 높은 수
준을 보였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이나 노사협의회 목표달성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조직의 규모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에는 아쉽게도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만 대체로 100인 이하의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설치율도 상대
적으로 낮고,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
라고 평가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제한된 예산을 전제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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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대기업보다는 중소형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노사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집중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시사점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둘째,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에는 운수통신업이
높게 나타났으나, 노사협의회의 목표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금융보
험업이 기타 업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종별 노사관계의 성
격에 따른 양상들로 보인다. 먼저 운수통신업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운수통신
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사업장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근 비교적 노사
관계에서도 분규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등 안정된 노사관계하에서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보험업에서 노사협의
회의 목표달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장
이라고 전제할 경우 금융보험업종에서의 노사협의회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조직 특성으로 제품의 수명주기나 제품의 해외진출 정도에 따라 노사
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이나 노사협의회의 목표달성도와는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가설에서는 제품이 도입되거나 성장하는 시기에 그리고 해외진출
이 계획되는 상황에 노사 간에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 결과 노사협의회의
성과도 클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런 예측이 실증적으로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실증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넷째, 소유구조와 관련해서 전문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노
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이나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수준이 높았다. 이는 가설
대로 소유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전문경영체제의 경우에 노사협의회를
포함하여 근로자나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가 높다는 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다섯째, 도급구조와 관련해서는 모기업이나 협력업체라고 해서 특별히 노사
협의회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인사관리 특성에 있어서는 먼저 비정규직 비율이나 노조의 유무가
노사협의회와는 별다른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노조와 노사협의회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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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U자형 관계를 보였으나(김동배․이경묵, 2003;
김동헌, 2003; 노용진, 2001) 본 연구에서는 우선 노조가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와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된 세 요인에
있어서는 먼저 교육시간은 성공적 운영에는 통계적 의미를 보였으나 목표달성
도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었으며, 성과배분금액의 비율도 예상하는 만큼의 관계
를 보이지는 못했다. 다만 근로자의 소집단참여 비율은 뚜렷하게 양쪽 모두의
분석에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노사협의회와 현장수준의 소집단 활동
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
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접근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여 노사협의회의 설
치뿐만 아니라 운영기법 등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가 실제로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활성
화 등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나 홍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종별로 볼 때는 운수통신업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고
전제하더라도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과 높은 관계를 보이지만 금융보험업
은 노사협의회 목표달성도에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업종별로 서로 상이
한 노사협의회 체제와 운영을 전제하고 서로 다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업종별로 사업의 경영환경이 서로 다르고 다루어야 할 주요 사항
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좀 더 확대․해석한
다면 업종수준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업종별 공동노사협의회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요 제품의 수명주기나 해외진출과 같은 경영전략 차원의 요인들은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와 큰 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전문경
영체제에서 일관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개인 소유주의 직접경영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언로가 제한되고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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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넷째, 인사관리 특성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나 노조 유무도 별다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활용도가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아웃소싱 등과 같은 구조조정의 불안감을 가지는 정규직들이 노사
협의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노조와 노사
협의회와의 관계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대체성과 보완
성과 같은 그 이유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하겠다.
다섯째, 인사관리 특성인 교육시간이나 성과배분금 비율은 일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사협의회가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시간의 증대, 후행적으로 요구되는 높은 성과배분금
비율 등에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
나 사업장 내 교육․훈련체계, 임금체계 그리고 작업팀 구조 등은 서로 연계되
어 설계․운영되므로 다음의 소집단활동과 노사협의회와의 관계로부터 직․간
접적인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소집단활동이 노사협의회에 대한 긍정적 성과평가와
높은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현장수준에서는 소집단활동, 대표제도하에서의 노
사협의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영전략 수준에서의 경영참여는 따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사 간 궁극적인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협의회와 함께 현장 차원에서의
참여, 즉 소집단활동의 활성화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는 전략 차원에서의 근로자참여에 의해 공동 설계되는 성과기반 임
금체계와 교육․훈련체계와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
국 현장수준에서의 소집단활동 활성화는 경영전략 수준의 근로자참여를 포함
하고 있는 고성과작업체계(high performance work system) 도입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
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우선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채택되고 있는 인사관리 특성과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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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상이한 자료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 결과에 대
한 재검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횡단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종단자료를
사용한 추후 다른 연구 결과들에 의해 인과성이 재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자에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측정이 포괄적이지 못하였고 주관적 응답 자
료만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이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하여 보다 포괄적이며 정
교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작업장 내 성공적 노사협의회 운영의 영향요인으로
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인사관리 특성 변수가 현장외 교육시간, 성과
배분제 비율, 소집단활동 참여율만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사관리 특성 전반에
대한 체계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조직구조와 문화와 연계된 성
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의 선행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새로운 과제로 제
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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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ccessful Operation of Works Councils:
Factors and Implications
Young-Myon Lee and Dong-Jin Lee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factors determining successful
operation of Korean works councils, using Korea Labor Institute's 2006
Workplace Panel Survey Data. We focus on organizational factors and
HR factors. The former includes firm size, product life cycle, global
launching procedures and governance structure. The latter includes
contingent worker ratio, unionization, off-the-job training hours, ratio of
profit-sharing to wages and small group participation activities. These
factors are analyzed with logistic regression on successful operation of
works councils and linear regression on goal achieving level of work
councils. Findings on this empirical tests are as following: (1) the
assessment of operation, the presence of works councils and grievance
resolution system of union workplace are more and higher than those of
nonunion workplace, (2)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bigger firm
size(over 500), running by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HR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d longer off-the-job training hours, active
small group participation activit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successful operation and goal achievement level of works councils. These
results suggest first, in order to successful operation of Korean works
councils,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focused on small & medium
size workplace, especially with individually owned governance structures.
Secondly, off-the-job training and small group participation activities
might be accompanied with successful operation of works councils.
Keywords : works councils, workplace panel survey data,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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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 노동조합, 직무 자발성의
조절작용 탐색*

권 순 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은 이들 직종의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레미콘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
이 응답한 자료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성향의 관계를 분석
함으로써 이론적․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시도했다. 먼저 기존 직무
스트레스의 연구 흐름을 정리하고 스트레스의 직무요구-직무자원이론과 활성
화(Activation)이론에 기초하여 스트레스와 이직의향과의 관계 및 조절작용
을 포함한 연구 가설들을 설정하고, 이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이직성향에 미치는 주 효과는 예상한 대로 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서비스업종의 전문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증연구 흐름
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스트레스와 이직의향과의 관계
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노조가입 여부와 직무종사의 자발성을 포함했는데 이
중 노조가입 유무만이 유의한 조절(완화)작용을 함을 발견했다. 이에 근거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기능
을 기존의 제도적 관점에서 탈피해 활성화이론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
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 등을 논의했다.
핵심용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스트레스, 이직의향,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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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구에 대한 국내외 연구배경은 각 나라의 노동시장 환
경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용어의 일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국
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용어와 일치하는 서구의 고용형태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구미의 경우 이와 유사 개념으로 ‘독립적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란 용어가 있는데 이는 특정 과업이나 작업에 대해 사
용자와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영적인 사
업자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같은 독립적 계약자는 컨설턴트, 정보기술
관련 기술자, 회계사, 변호사 등 주로 고단위의 전문지식을 가진 고급 숙련 근
로자로 지칭되는 경향이 많다(Matusik & Hill, 1988).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 같은 독립적 계약자, 자영적 근로자의 개념으로 간주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직
업을 가진 종사자들이 과연 임금, 근로조건, 대사용자 종속성 등에서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논
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고용형태는 형식적
으론 서구의 독립적 계약자와 유사하지만 임금수준, 근로조건, 대사용자 종속
성과 담당 업무의 독립성 등에 있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이 있어 사회
적 논란을 촉발해 왔으며 국가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도 2001년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회적 보호방안 등에 대해 지
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논의의 중심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사회적 보호조처로부터 이탈되
어 있고 산업재해나 질병, 실업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받쳐 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것에 있었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근로자성을 다소 유연하게
접근하여 기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산업안전에 관한 법 등의 보호 우산 안
으로 포섭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
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한 결과 결국 전자의 입장으로 정책방향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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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추진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연구 흐름은 이 같은 사회적 논의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주로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들의 실태와 정책적 보호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바(윤조덕
외, 2004; 이승렬 외, 2005; 정인수 외, 2007), 이것은 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정
책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기초적 연구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구들은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실태와 조건 등을 탐색하
고 사회적 보호 등 정책적 추진과정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 주로 종사
자들의 근로실태와 산업재해의 내용, 산재보험의 적용 타당도 등 포괄적인 정
책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일반근로자들과 비교한 종사자들의 직업적인
특징, 심리적 태도와 행위 패턴, 직업에 대한 집중도와 활성도 등 인사관리적
측면이나 산업심리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
다. 이런 연구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 행위 패턴이 일
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어떤 차이와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한 영감과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맥락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의향에 관한 내용을 탐구해 보았다. 연구의 초점은 첫째, 직무스트레스가 이
직의향에 미치는 효과와 그 요인의 탐구, 둘째 이를 완화하는 요소 등을 탐구하
는 것에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 기존의 스트레스 완화요소를 추적
하는 것에 자주 이용되었던 직무요구-직무통제이론과 활성화이론의 적용가능
성을 타진해 본다.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소로서 노동조합
가입 유무와 직무종사의 자발성에 주목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
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외노조에 가입을 해 각 직무종사
에 필요한 정보공유나 집단의사표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 연구
에서 사용한 표본에는 약 47%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가 법외노조이고
근로자성을 아직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것을 일반 근로자들이 결성
한 노조와 동일한 기능과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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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실증적인 탐색을 해볼 가
치가 있으며 일반 정규직 노조와의 차이점을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작금
의 현실을 감안하면 노조에 대한 제한적 인정과 기능으로 말미암아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의 경우 노조가입 자체가 이직의향 등을 감소시키는 등 직접적으로 종
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단 조절작용 등 보다 간접적인 영향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본 논문이 탐색하고자 하는 바이다. 즉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활동은 일반 근로자들의 노조가 이직의향 등 직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의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직무종사의 자발성은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특수고용형태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권순식, 20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형태는 독립적인 계약형태로서 일의 진행과 선택
에 대한 독립성과 자발성이 강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적인 현실상 노
동시장의 상황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특수고용직을 선택해 수행하는 종사자도
있을 수 있어 이럴 경우 두 집단 간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과의 관계 정도가
차이가 날 것이란 예측을 할 수 있다. 즉 직무종사의 자발성 역시 직무스트레스
와 이직의향과의 관계를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 논
문이 검증하고자 하는 바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타 직종에 비해 유난히 자발적 실업률이 높은 성격을
가진다. 윤조덕․이지은(2008)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78% 정도가 과
거 자발적 실업을 체험한 적이 있으며 이 중 자발적 실업은 69～98%, 비자발적
실업은 1.1～31%로 나타나고 있어 자발적인 실업의 경험 정도와 비율이 절대적으
로 높다. 자발적 실업의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 창업이나 다른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의 직무의 성격상 이직의향의 의미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당분간 자발적 실업
상태를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직의향이 높은 것은
종사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게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일단
회사는 직종 내부의 숙련을 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직에 따른 새로운 모집과
훈련 등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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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될 뿐 아니라 잦은 이직으로 말미암아 직업탐색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
고 안정적인 경력 경로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생활의 안정 또한 확보하
기가 어렵다. 이에 의해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
향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요소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요소를 탐구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업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Ⅱ. 직무스트레스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1. 직무스트레스의 발현 모델
직무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요인(stressor)과 그것으로 인
해 나타나는 심리적 긴장감인 스트레스 반응(stress response)으로 나눌 수 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 이렇게 과중한 업무와 같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를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이라고 할 수 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받는 심신의 긴장감(Strain)은 스트레스 반응(stress response)이라
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직무스트레스의 발현 모델

자료 : 권순식(2008)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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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스트레스 요인은 직무요구도1)와 직무통제력2) 또는 직무맥락 요소를 포
함하는 직무자원적 측면3)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들이 야기하는 심리적 괴로
움인 심리적 긴장과 압박감 등은 직무스트레스의 반응으로 간주된다. 직무요구
(job demand)의 개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긴장과 각성의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업무량, 시간적 긴박감(업무 속도),
업무 기술의 난이도와 다양성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Karasak, 1979). 향
후 직무스트레스가 초래한 결과물은 불면증, 소화기 질환, 두통, 혈압, 근골격계
질환 등의 생리적 질환(결과물), 또는 직무불만족, 직무 소진(job burnout), 걱정
(anxiety), 의기소침(depression) 등과 같은 심리적 결과물, 마지막으로 이직
(turnover), 결근(absenteeism), 생산성 저하, 근무 중 사고 등의 행위적 결과물
로 발현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직무스트레스가 다양한 결과물에 미치
는 영향과 그 요인을 주로 분석해 왔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요인의 어떤 특징
이 심리적인 결과 또는 생리적 결과나 행위적 결과 등을 유발하는가를 규명하
여, 이를 심리적 · 병리적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에 활용하
고자 했다.

2.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측정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반응 등의 특
1) 직무요구(job demand)의 개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긴장과 각성의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업무량, 시간적 긴박감(업무 속도), 업무 기술
의 난이도와 다양성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Karasak, 1979).
2) 직무통제(Job control)의 개념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율적으로 작업의 방법과 절
차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사결정 권한, decision authority)와 근로자의 업무가 어느 정
도 종사자의 기술개발과 창의력을 촉진하는지(기술적 재량, skill discretion) 등을 의미하
는 개념으로 요약하면 근로자가 자기 직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Karasak, 1979).
3) 직무자원(job resource)의 개념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 지원하는 개인적 역량
과 특징 등을 비롯해 직무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 권한 및 작
업환경 조건, 사회적 지원, 근로조건, 조직 문화 등 직무맥락적 요인 등을 포괄하는 것으
로 개인의 직무통제능력(job control)을 보다 넓게 확장한 차원이라 할 수 있다(Demerouti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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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측정 도구의 개발은 주로 스트레스 반응보다
는 스트레스원(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경영학
뿐 아니라 생리학 또는 보건학 등에서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와서 그 자체가 매
우 학제적인 성격을 가진다. 특히 보건학 등에서는 위 직무스트레스의 발현 모
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 측정 요소를 축출하여
기존 측정방식보다 내용타당도를 높였다. 경영학 분야에서 직무스트레스 측정
의 대부분이 외국 문헌에서의 측정 도구를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그나마
직무스트레스의 다양한 내용 중의 일부만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
데 최근 보건학 분야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한국적 특수성을 반
영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이르렀
다. 하미나 外(2003)는 외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면서 신뢰도와 타
당도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을 단순히 한국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적 특수 상황이 초래하는 작업 현장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약 30,000명 이상의 국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개발했는데 마침내 약
43개 문항의 한국표준 기본형 스트레스 문항과 약 24개 문항의 한국표준 스트
레스 단축형 문항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이 표준화된 측정방식을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들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 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장
점이 있으므로 경영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함에 있어 하미나
外(2003)가 개발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단축형 문항 24개를 사용하였다4). 이
측정 도구를 사용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일반직군 근
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의 전체적 평가는 각 영역별로 실제 점수를 단순 합산하
는 방식과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다. 첫째, 실제 점수를 각 영역별로 단
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계산수식이 단순하여 산출에 용이하고 실제
점수를 전국 근로자의 점수 분포와 직접 비교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은 각 7개 영역의 문항수가 동일하지 않고,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하나
4) 단축형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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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수로 표현할 때 일부 영역 점수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
다. 둘째, 각 영역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7개 영역의
점수를 아래의 수식과 같이 100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다시 이를 7로 나누
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첫째 방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전체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단순 100점 환산이 아닌 아래 수식을 적용한 이유는 측정값의 분포가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정규 분포에 근사하는 측정값을 얻기 위함이었다. 실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각 영역별 환산점수=(실제점수-문항 수)☓100/(예상 가능한 최고점수-문항 수)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각 7개 영역의 환산 점수의 총합)/7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은 후자의 방법을 취했다.

3.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이론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이론 중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검증된 것
은 Robert Karasak(1979)에 의해 제안된 요구-통제 모델(demand-control model)
이다. 요구-통제 모형은 직장내 업무로 인한 요구(job demand)와 그 업무를 수
행하는 근로자의 통제 능력(job control)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자의
직무통제 능력이 직무요구에 의한 심리적 부담(스트레스)을 감소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직무요구-직무통제 모델(Karasek, 1979)에 따
르면 높은 수준의 직무 부담에 대해 이에 부응하는 직무통제 권한이나 자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과도한 직무요구에 직면하게 되어 직무스트레스나 긴장, 불
안감과 소진(Burn out) 등 부정적인 생리적 또는 심리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
았다. 그 결과 직업상 질병이나 불안감, 소진에 의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과도한 직무요구를 처리하
거나 대처할 적절한 통제 권한과 자원을 가진다면 그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완
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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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참여하여 학습 능력과 성취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도 본다. 즉 직무스
트레스는 과도한 직무요구와 이를 완화시켜 줄 근로자의 직무통제력의 완화 작
용에 의해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 들어서는 과도한 직무요구를 완화시키는 요소인 직무통제력을
보다 넓게 확장, 해석하여 직무수행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맥락 변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른바 직무통제력의 개념을 직무자원으로 넓게
확장한 직무요구-자원 모델(Demerouti, et al., 2001)이 나타나게 되었다. 직무자
원은 직무통제력을 포함하여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상사와 동료들과의 의사소
통, 지원, 팀 분위기 등과 같은 대인관계적 요소와 전반적인 임금수준, 경력 기
회, 고용안정성 등 조직적 차원, 음주 문화, 직장 문화 등 문화적 차원 등의 다
양한 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이 갈수록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가능한 한 효율적 최소 인원을 유지하
여 최대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경영 조직의 속성이 갈수록 강조됨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부담과 스트레스 수준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
서 경영학(인사조직) 등에서는 이들의 스트레스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경영적
기법과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보건학이나 병리학 등에서는 스
트레스가 사고 및 질병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예방하
는 의학적 대책 등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외에도 직무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노력-보상 불균형(effort-reward
imbalance) 모델이 있다. 이 이론은 스트레스의 발생을 노력과 보상의 상호 교
환성(reciprocity, 즉 주는 만큼 받는 것)의 불균형으로부터 파생된다는 주장을
한다(Siegrist et al., 2004). 근로자는 직장에서 노력하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노력과 보상의 상호
교환성이 깨질 때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본다. 직무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
이 유지될 때 개인은 직업을 통해서 보람과 즐거운 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런
상호성이 깨져서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을 때 개인은 분노, 우울, 위협 등 정서
적 고통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인체 자율신경에 긴장을 일으켜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된다고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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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치이론(expectancy value theory)에 의하면 개인은 늘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반드시 개인이 원하는 자
발적 선택(취업이나 이직 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어
떤 근로자가 노동시장의 여건상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자 직장을 옮기기 어려
운 상황에 처한다면, 현 직장에서 하는 일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쉽게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두지 못한다. 이로 인해 노력-보상 간의 심리적 균형
이 깨지게 되고 부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론들은 스트
레스의 유발이 근로자들의 심리적 균형관계에 의존하며 균형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된다고 간주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이와
같은 균형이론적 관점과는 별개로 활성화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기존 균형이
론이 스트레스 자체를 부정적으로 간주했지만 스트레스가 반드시 부정적인 효
과만을 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란 점을 강조한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특히 경영학에서는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야기하는 효과를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으로 보진 않으며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는 종사자의 신경활성도를 높여
직무 집중도를 향상시킨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즉 활성화이론(activation
theory)에 의하면 근로자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 수준과 적합한 수준의 직무요구
도는 종사자의 신경활성도를 높이는 작용을 해 직무성과를 향상하는 요소로 여
겨지기조차 한다(Gardner, 1986; Caplan, 1983). 이 이론은 적절한 수준으로 주
어지는 직무요구는 직무 담당자의 신경활동과 집중도를 활성화시키고 높은 직
무요구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5). 이럴 경우 직무요구에 의한 스트레스는 적절한 긴장감과 신경활동을 야
기해 성취 욕구와 도전적인 학습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적절한
직무스트레스가 결국 긍정적 신경활동으로 활성화된다는 주장을 한다. 즉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는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원의 균형과 불균형으로 설명될 수 있
는데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원이 불균형 상태일 때 스트레스는 심리적 병리 현상
이나 부정적 압박감으로 나타나지만 반면 직무요구도가 근로자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적절하게 배분될 경우 이런 부정적인 병리 현
5) 활성화이론은 직무스트레스와 효과성과의 관계를 역 U형의 그래프로 설명한다. 즉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에서 직무성과는 최대로 달성되지만 이 수준을 벗어난 스트레스는 직무
성과를 저해한다는 의미이다(Gardn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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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가시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종사자의 신경활성도와 직무 집중도를
증가시켜 적극적인 성취 욕구나 학습을 위한 도전적인 동기부여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을 반영하여 경영학계에서 활성화이론적 입장은 인
위적 위기(Crisis) 조성에 의한 관리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관리 등에 의해 조직
의 흡수 능력과 지식배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도 했다(Linsu Kim, 1998).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이론 중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론
은 직무요구-통제이론과 활성화이론이다. 이 두 이론은 경영학(인사조직) 분야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그 부정적 결과물의 관계의 추적과
완화(조절)요인의 설명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특히 활성화이론은 직무스트레
스와 부정적 결과물과의 관계가 조절요소의 투입으로 인해 어떤 과정을 거쳐
완화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활성화이론은 위에서 언급한
스트레스 이론들과 결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적용되어지진 않는다.

4. 조절작용에 대한 기존 실증연구 정리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직무스
트레스의 직무요구-직무통제 모델(Karasek, 1979) 혹은 직무요구-직무자원 모
델 등을 활용한 조절요소 탐구에 주력해 왔다.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인 직무요
구 요소들과 상호작용하여 소진(burn-out, exhaustion), 냉소주의 태도, 이직의
향 등 심리적 압박이 야기하고 있는 부정적 결과물(abnormality)을 감소(조절)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적극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Fox, Dwyer, & Ganster(1993)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직무
부담감이 간호사들의 병리적 혈압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주나 직무통제력은 이
둘 간의 관계를 완화하는 작용을 함을 발견했다. Dwyer & Ganster(1991)는 제
조업체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직무요구도가 업
무적 지연(tardiness)이나 병가(sick days) 등 부정적인 행위(Withdrawal Behavior)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직무통제에 대한 인지도는 이 둘 간의 관계를 완화
함을 발견했다. 이 두 연구는 직무요구-직무통제 모델에 기초해 분석 모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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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으며 직무통제 요소가 직무요구와 종속변수인 결과물과의 관계를 완화하
는 조절요소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한다.
반면 최근 한국에서의 연구는 직무통제의 개념을 보다 넓게 확장한 직무자원
의 개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무통제가 직무요구와 직무부담을 제어할
수 있는 재량권 등 직무 특징적인 성격을 강조한 협의의 개념이라면 직무자원
이란 직무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조직에 대한 신뢰,
조직 지원에 대한 인지, 감성지능, 상사의 리더십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요소들
을 포함한다.
이지영․지진호(2007)는 관광업체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직
무요구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감성지능이 완화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박상언
(2007)은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조직 신뢰가 조직
몰입과 이직성향, 고갈 등 차원에서 직무요구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시키는 작용을 함을 발견했다. 박상언․김민용(2006)은 분배적 공정성 지각이
직무요구가 일로부터의 심리적 이탈(disengagement)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을
발견했다. 한주희․고수일(2006)은 성과와 보상 연계성의 강화가 직무스트레스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급여 탄력성이 이 영향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수광(2008)은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나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이 관계를 완화함을 발견했다.
연구의 결과, 조절 요소로서 지적된 것은 감성 지능(이지영 · 지진호, 2007),
조직 신뢰(박상언, 2007), 공정성 지각(박상언 · 김민용, 2006), 급여 탄력성(한
주희 · 고수일, 2006), 변혁적 리더십(이수광, 2008) 등이다. 이 조절 요소들은
직무자원의 포괄적인 범주에서 언급되고 있다.
조절 요소들의 탐구는 IMF 이후 한국의 기업들이 감량경영과 다운사이징,
사업 부문의 매각 등을 추구함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들의 직무부담과 고용불안
등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점증하는 직무
요구에 대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이를 활성화시키는 직무자원(완화 요소)
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충
한다는 점에서 경영조직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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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소로서 노동조합 가입과 직무종사의 자발성이란 요소
를 도입했다. 위의 다양한 논의에 비추어볼 때 이런 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또는 직무종사 및 선택의 자발성 정도 등이 직
무자원의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Ⅲ. 직무스트레스, 이직의향, 조절 요소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모델과 가설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의 관계를 파
악하고자 직무요구-직무통제모델의 개념을 확장한 직무요구-직무자원이론, 그
리고 활성화이론을 이용하고자 한다6).

1. 연구 모델
이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직무요구-직무자원모델과 활성화이론을 응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이직의향, 조절 요소와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림
6) 본 논문의 심사자는 본 연구의 모델이 직무요구-직무통제모델과 직무요구-직무자원모델 중
어느 것에 기초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령 직무요구-직무통제이
론과 직무요구-직무자원이론은 그 가정이 다른데 직무요구-직무통제모델은 기본적으로 직
무통제력 요소를 조절변인으로 취급해 왔지만 직무자원 요소는 독립변인으로 취급되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직무자원을 조절요소의 연장으로 모델을 구성하
고 있는 본 연구 모델은 직무요구-직무자원이론을 적용한 것이기보다는 직무요구-직무통제
모델을 약간 더 확장한 모델로 봐야 한다. Halbesleben & Buckley(2004: 862-863.)에
의하면 직무요구-직무통제모델과는 달리 직무요구-직무자원모델은 직무자원 요소 자체를 직
무요구와 더불어 부가적인 형태의 독립변인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본 논문의 가정 자체는 직무요구-직무자원모델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직무요구-직무통제모델에 근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심사자의 주장이 매우 일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의 연구는 직무자원 개념을 직무통제력 개념의 확장으로 간주한 연
구(대부분 직무자원을 조절요소로 간주)가 다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취했
음을 밝힌다. 즉 본 논문의 관점은 직무요구-직무통제모델의 관점을 다소 확장한 개념으로
직무자원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직무자원을 조절 요소로 간주해 논의를 진행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자자의 지적이 매우 일리가 있음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
을 수 없어 이를 기록하고자 한다. 심사자의 꼼꼼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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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무요구-직무통제이론과 활성화이론을 적용한 연구 모델

2]는 조절요인으로 노조가입 유무와 직무종사의 자발성 등 두 가지 요소를 고
려하는데 이들이 직무자원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주어 직무요구도와 직무부담
이 야기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직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
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그림의 II영역에 표시됨).
먼저 I 영역은 직무요구도가 낮지만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자원은 높은
수준으로 스트레스 자체가 없으므로 이로 인한 결과가 문제시 되지 않는다.
II 영역은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원이 모두 높은 수준의 영역으로 직무요구로 인
한 심적 부담이 높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직무자원을 종사자가 충분히 확보
하고 있어 근로자가 직무에 대한 능동적 자세만 있다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자
기 발전을 위한 활성화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직무에 대한
몰입과 헌신, 집중도가 증가하여 이직의향이 감소할 것이다. III 영역은 직무요
구도와 직무자원이 모두 낮은 수준의 영역으로 종사자가 직무에 대해 피동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일에 대한 의욕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 IV 영역은 직무요
구도는 높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직무자원이 낮은 상태로서 직무로 인한 스
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심리적 긴장이나 피로감으로 누
적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 상황에서 종사자들은 타 직업이나 직종으로의 이직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2]에서 가장 주목하여 볼 영역은 영역 II와 영역 IV이다. 이 두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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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요구도가 높은 공통점을 가지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직무자원 수준의
고저에 따라 스트레스가 동기유발과 성취 욕구의 활성화(activation) 요인으로
작용하거나(영역 II) 아니면 해결되지 못한 심리적 압박감과 부정적인 결과물
(이직의향 증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영역 IV)을 나타낸다. 이를 기초
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가입과 직무에 대한 자발성을 종사자로 하여금 직
무자원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는 조절 요소로 간주하고 직무
스트레스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가설에 반영하고자 한다.
즉 영역 II에서 이 요소들이 스트레스가 이직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화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연구가설은 주 효과(main efffects)와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연구가설

가. 주 효과에 대한 연구가설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이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서비스
직종을 대상으로 규명되어 왔다. 이수광(2008)은 서울시내 호텔종업원을 대상
으로 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정(+)적 관계를 검증했고, 이은희(2007)는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간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양범선 外(2006)는 간호사, 보험설계사, 금융업 종사자, 백화
점 점원 등 대인업무가 많은 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사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이재섭(2005)은 호텔 조리사를 대상으
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검증했는데 1급 호텔 종사자의 경우
정(+)적 관계가 있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의 조리사들은 이런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종근 外(2008)는 골프장 캐디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이직
의도 및 경력변경의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는데 대체로 직무스트레스
와 이직의도, 경력변경의도의 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이
종근 外(2008)에서 특이한 점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
직의도의 내용엔 경력변경의도의 의미가 강해 이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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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이 관점을 받아들여 경력변경의향와 직장변경의향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이직의향을 두 가지로 분류해 접근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했
다.
가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은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경력변경의도(이직의향 1)는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변경의도(이직의향 2)는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나. 조절 작용에 대한 연구가설
조절작용은 정(+)적 효과와 부(-)적 효과 두 가지가 있다. 조절변수가 독립변
인(스트레스)과 종속변인(이직의향)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두 변
인의 관계가 조절변수가 투입됨으로 인해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조절변
수가 독립변인(스트레스)와 종속변인(이직의향)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한다
는 것은 조절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됨으로 인해 두 변인의 관계를 보다 강화
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조절작용은 완화작용으로 조절변인이 스트레스와 이
직의향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한다는 내용을 가설로 설정했고 그 조절요인
으로 노조 가입과 직무종사의 자발성 등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1) 노조 효과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불평중재와 집단 의견대표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직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노동조합
과 이직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Hirschman(1970)의 출구
(exit)-발언(voice)모델과 Freeman & Medoff(1984) 등이 있다. 이 이론들에 의
하면 불만을 가진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발언을, 가장 적극적이지만 파괴적인 방법으로 출구를 소개한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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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란 근로자가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불만사항을 적극적으
로 알리고,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출구란 근로자가 불만사항
이 있을 때 이의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거나 이직하는
행위를 선택함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은 집단적 발언을 가능케 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출구보다는 발언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이직을 줄
이고 내부적 기술축적 및 몰입을 유도하는 기제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 이론
들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분히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엔 제도로서의 측
면보다는 기제(mechanism)로서의 기능에 더 강조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왜
냐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는 엄밀하게는 법내 노조가 누리는 제도
적인 공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기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이들 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며 친목회나 협의회 정도의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조합은 비록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법내 노조와 같이 단체협상 활동을 주요 활동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이
아직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중 일부 종사자들
이 자체적으로 노조를 설립해 나름대로의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통한 연대
및 상호부조 활동 등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가 단체협약 등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
한다고 해서 그 활동성이 미진한 것은 아니다. 가령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었던
레미콘 종사자들의 노조는 회사로부터 단체협약 등 일반적 노조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권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일반 종사자와 회사 간의
불평중재나 집단적 의사표시 등 의사소통의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학습지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학습지교사 간의 연대와 정보공유, 불평중재
등의 대표적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골프장캐디노조의 경우에도 여성노동조합
등 일반 노조에 소속되어 회원 간의 정보공유와 친목, 집단적 의사표시대변기
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가입은 개별화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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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 특징상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권순식 外(2007)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업무상 단점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높은 업무의 개별성과 이로 인해 종사
자 간의 안전이나 업무상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들고 이로 인해 일반
근로자들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등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 가입은
종사자 간 업무상의 상호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할
뿐 아니라 회사와의 관계에서 집단적 의사대변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
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인내심을 증진시킬 개연성이 많다. 즉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의 노조 가입은 종사자 불평의 해소와 의사대변기능에 기여함으로써 종사
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향으로 전환되는 정도를 완화함으로써 활성화 작
용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같은 노조의 기능은 사회제도적인 측면에
서 실체가 인정되거나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를 조합원의 이직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취급하기보다는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과의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
의 논의를 기초로 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가입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가입은 직무스트레스와 경력변경의도(이직
의향 1)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가입은 직무스트레스와 직장변경의도(이직
의향 2)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2) 직무종사에 대한 자발성의 효과
과거 연구에서 보면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직무를 진행한 비정형(또는 비
정규) 고용형태 근로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비정형 근로자들에 비해 보다 긍
정적인 직무태도를 보인다는 논의 수준의 추측이나 탐색적인 실증을 한 적은
있다(Tan & Tan 2002; Feldman et al., 1994, 199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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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미권 연구의 시각은 이들이 자기 분야의 직업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문성
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의 선택과 진행에 대한 자발성이 강한 집단으로 보
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들의 근로형태를 독립적인 계약형태(independent
contractor)로 보는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Matusik & Hill, 1998; Uzzi
& Barness, 1993). 이에 부가하여 과거 비정규직의 행위성과나 조직성과를 다
루는 연구 영역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무 태도나 행위의 방향(부정적 결과 혹은 긍정적 결과)을 결정하는 요소로 직
무종사에 대한 자발성의 요소가 자주 지적되었다(권순식, 2004; Van Dyne &
Ang, 1998; Feldman et al., 1994, 1995). 위 연구들에서의 공통된 지적은 비정
규화가 자신의 필요와 의지로 인해 진행된 경우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행위 패
턴이나 성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즉 비정규화가 비자발적으로 진행된 경우)의
그것보다 훨씬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
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연관성을 추적한 권순식(2008)에서는 직
무종사의 자발성이 직무스트레스가 재해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요
소가 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개인별 편차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직종에 비해 전
문성의 습득 정도가 개인별 직무 노력 정도와 경험에 높게 의존하는 특징을 가
진다. 이에 기초해 개인별 능력과 이에 기초한 소득수준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업종은 일의 숙련성과 개인별 소득수준, 작업안전에 대한 대처 능력의 편
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가령 보험설계사의 경우 일의 숙련과 경험
에 의한 전문성의 차이는 개인별로 매우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업무 성적이
나 소득수준 역시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권순식 외, 2007;
윤조덕 외, 2004). 반면 이 중 레미콘운수종사자는 최근 몇 년 사이의 고유가
및 차량 노후화 및 유지와 관련한 각종 소모성 비용의 증가로 인해 실질소득의
감소 등 다양한 불만 요소들이 증가해 타 직종으로의 이직을 원하는 정도가 4
대특수고용직종 중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여건상 쉽게
자신의 현 직종을 탈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직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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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발성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추론되었다(권순식 외, 2007).
만약 일에 대한 자발성을 직무 요구를 충족할 충분한 수준의 직무자원을 획
득하려는 능동적 태도라고 조작적으로 개념화한다면 직무에 대한 자발적 종사
(비자발적 종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통제력을 향상(감소)시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증가)하거나 집중력을 높여(낮게 하여) 이직의향을 줄일
수 있는(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종사직
무에 대한 자발성은 증가하는 직무 요구에 대해 이를 통제할 자원 등을 확보하
기 위한 능동적 노력을 의미하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종사의 자발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의 관
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종사의 자발성은 직무스트레스와 경력변경의
향(이직의도 1)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종사의 자발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직장변경의
향(이직의도 2)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IV. 연구방법론

1. 표본과 자료 수집
4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에 걸쳐서 진행했다. 그 방식은 각 직종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현실
적인 방법을 찾아 배포하여 수거하는 방법을 취했다(표 1 참조). 레미콘운수종
사자의 경우 구리와 부천, 인천 지역에 있는 3개 레미콘 운수 회사에서 일하는
전체 270명 가량의 레미콘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그
중 22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투입할 수 있었다. 레미콘운수종사자들
의 설문 응답률은 약 83%에 이른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설문조사는 서울․경
기 지역, 일부 경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회사의 보험설계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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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 현황
구분

배포된 량

배포 지역

수거량

레미콘운수종사자

270부

구리, 부천, 인천

224부

보험설계사

250부

서울인근, 일부 충청도

203부

학습지교사

350부

전국 지역

197부

골프장경기보조원

300부

전국 지역

228부

등을 지인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설문지 등을 배포하고 일정기간 이
후 이를 다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약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
했고 약 20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투입할 수 있었다. 보험설계사 설
문의 응답률은 약 81.2%이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전국학습지교사노동조합(민
노총 소속) 간부와 학습지 회사 인사팀장을 섭외하여 이원적인 경로를 통해 전
국에 산재해있는 학습지교사들에게 설문지 약 350부를 배포해 그 중 197부의
응답지를 회수하여 이를 분석에 투입할 수 있었다. 학습지교사 설문의 응답률
은 약 56.2%이다.
이와 같이 4대 직종별로 수거된 설문 응답자료(4개의 파일)를 통합하여 하나
의 데이터 파일을 형성,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먼저 종속변수로서 이직의향 1과 이직의향 2를 분리해 설정했다. 이직의도
1은 직업 간 이직의도(즉 경력변경의도)를 묻는 문항으로 “가능하다면 향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고 싶다”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등
4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직의도 2는 동일 직업 내에서 직장 간의 이직의도(즉
조직변경의도)를 묻는 문항으로 “가능하다면 향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등 4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렇게
이직의도를 두 가지로 분리해 측정한 이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이직
의향은 일반근로자의 그것과는 달리 경력변경의도의 의미가 강하다는 지적(이
종근 외, 2008)을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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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로서 나이(실제 연령), 성별(0=여, 1=남), 경력연수, 직무종사의 자발
성과 노조가입 여부, 직종 가변수 세 가지(레미콘운수종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형성) 등을 포함했다. 직무종사의 자발성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어
서(다른 대안이 없어서) 하고 있을 뿐이다(1=전혀 아님, 4=매우 그렇다)”, “다
른 마땅한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이 일에 종사한다(1=전혀 아님, 4=매우 그렇
다)” 등의 두 문항의 응답을 역코딩하여 평균한 값으로 처리했다. 자발성을 측정
한 두 문항의 신뢰도(크론바허 알파)는 .8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노조가입 유
무는 응답자가 노조원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는 0으로 표시하게 했다.
주요 독립변수로서 한국 표준형 스트레스 지수를 계산해 포함했다. 스트레스
지수는 하미나 外(2003)가 개발한 한국표준 단축형 문항 24개항(부록 참조)을
이용하여 지정된 표준화된 방법으로 계산된 단일 값을 사용했다.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24개 문항의 신뢰도는 .8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독립변수의 주 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했
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각 단계 모형의 설명력과 그 증감
을 표시하여 단계별 변수의 투입으로 보다 발전적인 모델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좋은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
변수의 투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을 중심화기법(Centering)으로 조작한 후 이들을 회귀분석에 투입
했다. 중심화(Centering)는 조작 이전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나 각 회귀방정
식의 설명력(R제곱) 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줄이는
이점을 준다. 주요 변수들에 대해 중심화를 적용한 이후의 분석 모델에서 다중
공선성을 진단해 본 결과 대부분 변수들의 분산확대인자(VIF)가 6 이하로 나타
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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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석 결과

<표 2>는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응답자 중 남자는
299명(34.7%), 여자가 556명(65.3%)로 여성이 다소 많았다. 종사자들의 평균연
령은 42.5세였고 종사경력은 평균 10.4년 정도이다. 응답자 중 노조원이라고 한
응답자가 390명(47%)이고 비조합원이라고 한 응답자가 438명(53%)를 차지한
다. 스트레스지수는 한국표준형 문항 24개를 사용하여 지정된 계산법을 사용하
여 형성했는데 그 평균이 약 49.45로 나타나고 있다. 경력변경의향(이직의도1)
의 평균은 4점 척도 기준에서 2.48, 직장변경의향(이직의향2)의 평균은 1.75로
나타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경력변경의향이 직장변경의향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표 2>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비고

성별

851

.35

.47

0=여(556명, 65.3%), 1=남(295명,
34.7%)

연령

850

42.5

9.89

실제 연령

경력

850

10.4

7.6

직무 경력연수

노조가입 유무

829

.47

.51

0=가입안함(438명, 53%), 1=가입
(390명, 47%)

스트레스지수

842

49.45

12.14

이직의향 1

828

2.48

.86

경력변경의향, 4점 척도

이직의향 2

815

1.75

.75

직장변경의향, 4점 척도

직무에 대한 자발성

826

2.63

.75

2개 문항, 4점 척도
크론바허 알파=.84

보험설계사 가변수

853

.24

.42

레미콘종사자를 기준으로 형성

학습지교사 가변수

853

.23

.42

〃

캐디 가변수

853

.26

.44

〃

한국표준형 문항(24개)과 계산법을
사용 크론바허 알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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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관계, 신뢰도
1

2

3

4

5

6

7

8

9

10

1. 나이
2. 성별

-.41**

3. 노조가입

.23**

.38**

4. 경력

.69**

.34**

5. 이직의향 1

-.20**

.06

6. 이직의향 2

-.10**

.07*

7. 직무자발성

-.17** -.27** -.33** -.22** -.37** -.15**

8. 스트레스지수 -.07*
9. 보험가변수

.07*

.35**
-.09* -.15**
.01

.37**

-.10** .30**

.10**

.35**

(.84)

.21** -.40**

(.87)

.18** -.25** -.47** -.11** -.21**

-.03

.25** -.42**

10. 학습지가변수 -.39** -.14** -.34** -.35** .11**

.05

.14** -.09** -.31**

11.캐디가변수

-.07

-.03

-.34** -.44** .19**

-.03

.05

주 : 양측검증,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

.30** -.34** -.33**

)는 크론바허 알파값임.

<표 3>은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신뢰도를 표시하여 정리한 것이다. 노조가
입과 이직의향 1의 상관관계는 -.09*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만 노조가입
과 이직의향 2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다. 즉 노조원들은 비노조원에 비해 직종
간 이직의향(경력변경의향)은 낮으나 직장변경의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직무종사의 자발성은 스트레스지수와 -.40**으로 1% 유의수준에
서 부(-)적 관계이고, 이직의향 1과는 -.37**, 이직의향 2와는 -.15**로 1% 유의
수준에서 부(-)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지수는 이직의향1과는 .35**,
이직의향 2와는 .21**로 정(+)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표 4>는 이직의향 1(경력변경의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모델 1은 기초 모델로서 나이, 성별 등 통제변수와 노조가입 유무,
직무종사의 자발성 등 조절 변수만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나타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모델 2는 회귀모델 1의 투입요소에 주요 관심변수인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부가적으로 투입해 나타난 회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모델 3은
회귀모델 2의 투입요소에 상호작용변수 등을 부가적으로 투입해 나타난 회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각 회귀모델의 유의도는 .295***, .312***, .32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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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의확률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며, 위계적 회귀모델의 유의성을 의미하
는 R제곱 변화 역시 .017**, .10**으로 1% 유의확률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
났다. 이로써 경력변경의향을 대상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은 유의미한
모델로 입증이 되었다.
가설 1.1의 내용, 즉 직무스트레스가 경력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모
델 2와 회귀모델 3에서 각각 .012(.003)**, .013(.003)***으로 0.1% 유의확률 수
준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지지되고 있다. 반면 조절작용에 대한 가

<표 4> 경력변경의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종속변수 : 이직의향 1(경력변경의향)
회귀모델 1

회귀모델 2

회귀모델 3

3.14(.23)***

3.06(.23)***

3.09(.23)***

나이

-.015(.005)**

-.014(.005)**

-.015(.005)**

성별

.15(.09)

.17(.09)

.17(.09)

-.010(.005)

-.010(.005)

-.010(.005)

-.036(.14)

.056(.14)

.14(.14)

학습지교사 가변수

.15(.14)

.17(.14)

.20(.14)

캐디 가변수

.096(.14)

.06(.14)

.05(.14)

-.03(.08)

-.06(.07)

-.007(.08)

-.56(.04)***

-.49(.04)***

-.48(.04)***

.012(.003)***

.013(.003)***

상수

통제 경력
변수 보험설계사 가변수

조절 노조가입
변수 직무종사의 자발성
독립
직무스테레스
변수
이항 노조가입*직무스트레스
상호
작용 자발성*직무스트레스

-.015(.005)**
-.002(.003)

N

782

782

782

R제곱

.295***

.312***

.322***

.017***

.10**

R제곱 변화

주 : 양측검증,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 0.1% 유의수준.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유의도를 표시한 것임. R제곱과 R제곱 변화의 유의도는 F
검증에 따른 것임.
보험설계사 가변수, 학습지교사 가변수, 캐디 가변수는 레미콘종사자를 기준으로
형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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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직장변경의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종속변수 : 이직의향 2(직장변경의향)
회귀모델 4

회귀모델 5

회귀모델 6

2.24(.23)***

2.16(.23)***

2.16(.23)***

나이

-.010(.005)

-.009(.004)*

-.009(.004)*

성별

.091(.095)

.117(.094)

.125(.093)

통제 경력
변수 보험 가변수

-.008(.005)

-.008(.005)

-.009(.005)

.095(.141)

.202(.140)

.278(.143)

상수

학습 가변수

.004(.141)

.034(.139)

.069(.139)

캐디 가변수

-.126(.138)

-.161(.136)

-.160(.136)

조절 노조가입
변수 직무종사의 자발성

.014(.075)

-.019(0.74)

.029(.076)

-.244(.038)***

-.161(.041)***

-.157(.041)***

.013(.003)***

.014(.003)***

독립
직무스테레스
변수
이항 노조가입*직무스트레스
상호
작용 자발성*직무스트레스

-.013(.005)*
-.001(.003)

N

776

776

776

R제곱

.086***

.114***

.122***

.028***

.008*

R제곱 변화

주 : 양측검증,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 0.1% 유의수준.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유의도를 표시한 것임. R제곱과 R제곱 변화의 유의도는 F
검증에 따른 것임.
보험설계사 가변수, 학습지교사 가변수, 캐디 가변수는 레미콘종사자를 기준으로
형성한 것임.

설(가설 2.1과 가설 3.1)은 노조가입이 직무스트레스와 경력변경의향과의 관계
를 완화(가설 2.1)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무종사의 자발성은 직무스트레스
와 경력변경의향과의 관계를 완화한다는 내용(가설 3.1)이 기각되었다.
<표 5>는 이직의향 2(직장변경의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모델 4는 기초 모델로서 나이, 성별 등 통제변수와 노조가입 유무,
직무종사의 자발성 등 조절 변수만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나타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모델 5는 회귀모델 4의 투입요소에 주요 관심변수인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부가적으로 투입해 나타난 회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모델 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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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설 검증 결과의 정리

1.1
1.2
2.1
2.2
3.1

3.2

가설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경력변경의도(이
직의향 1)는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장변경의도(이
직의향 2)는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가입은 직무스트레스와 경력
변경의도(이직의향 1)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가입은 직무스트레스와 직장
변경의도(이직의향 2)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종사의 자발성은 직무스트레스와
경력변경의향(이직의도 1)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
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종사의 자발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직장변경의향(이직의도2)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
이다.

결과
지지됨
지지됨
지지됨
지지됨
기각됨

기각됨

회귀모델 5의 투입요소에 상호작용변수 등을 부가적으로 투입해 나타난 회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각 회귀모델의 유의도는 .086***, .114***, .122***로
0.1% 유의확률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며 위계적 회귀모델의 유의성을 의미하는
R제곱 변화 역시 .028**, .008*으로 각각 1% 유의확률 수준과 5% 유의확률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경력변경의향을 대상으로 한 위계적 회
귀분석 모델은 유의미한 모델로 입증이 되었다.
가설 1.2의 내용, 즉 직무스트레스가 직장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모
델 5와 회귀모델 6에서 각각 .013(.003)***, .014(.003)***으로 0.1% 유의확률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지지되고 있다. 반면 조절작용에 대한
가설(가설 2.2과 가설 3.2)은 노조가입이 직무스트레스와 직장변경의향과의 관
계를 완화(가설 2.2)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무종사의 자발성이 직무스트레
스와 직장변경의향과의 관계를 완화한다는 내용(가설 3.2)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6>으로 정리된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조절작용 검증에서는 노조
가입 유무만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완화하는 작용을 한 것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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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의 설문 응답이 종사자들의 자기보고방식에 의존해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를 동일인의 응답에 의해 측정함으로써 이 두 변수 간의 인과관
계가 실제보다 부풀어져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
다. 이 같은 공통방법오류(Common Method Bias)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진
단하기 위해 Harmon의 단일요인검증(One factor test)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방
법은 공통방법오류가 심각하면 모델의 모든 변수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한 개 또는 소수만이 도출되거나 여러 요
인이 도출되더라도 한 요인의 설명력이 절대적일 것이란 가정을 핵심으로 한다
(Podsaff & Organ, 1986). 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4개 검출되었으며 이 4개 요인의 누적 설명력은 약 71%이고 제 1요인의 설명
력은 그 중 31%로 나타났다. 다행스럽게도 본 분석에서는 한 요인의 설명력이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공통방법오류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론과 토의

일반적으로 조직의 높은 이직률은 조직의 중대한 비용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특히 자발적 이직률은 조직 내에서 유지되어야 할 우수 인재의 손실을 의미하
고 이의 보충을 위한 새로운 선발 및 훈련비용의 증가를 촉발하여 조직의 노동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조직 유지의 안정성과 조직성과를 저
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직무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이직 등 부정적 결과를
촉발한다는 것은 조직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잠재적인 비용을 유발함을 의미하
므로 조직은 이의 완화와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영학계(인사
조직 분야)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또는 행위적인 병리(Abnormality) 현상
의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요소를 찾는 작업 등이 진행되는 경향은 이 같은 맥락
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특수고용종사자의 경우엔 이와 맥락이 다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자신이 지고 그 과정
에서 수반되는 제반 비용들을 대부분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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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이직은 일반근로자의 이직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일단 이직이 야기하
는 결과는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종사자 본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이직의향은 자신의 경력경로를 변경하겠
다는 의지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실업상태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직을 결정한 후 직업탐색비
용, 실직으로 인한 고통 부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종사자 본인이 홀로 담당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또한 이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이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보장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7) 해당 기업으로부터도 지원
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구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직업상 전문성의 축
적과 경력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직업의 안정성이 없어 항상 불
안한 긴장감과 스트레스 속에 생활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타 직종에 비해 훨씬
직업적 전문성의 축적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문성 축적이 되지
않으며 한계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치
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을 완화하는 요소를 찾아 직업적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
등을 찾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경력변경의향(이직의향 1)과 직장변경의향(이직의향 2) 모두
에게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직무스트레스가
소진, 탈진, 심리적 병리 현상, 업무상 사고와 재해, 이직 등 부정적 결과를 야
기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직무종사의 자발성이 경력변경의향과 직장변경의향 모두에게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7) 정부는 2003～2006년 사이의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07년 산
재보험법을 개정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부가해 산재보험의 우산 안
으로 포괄했으며 이에 대한 부가적인 보완 정책 등을 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고
용보험의 적용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정책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윤조덕․이지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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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며 이
직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보다
직업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자질을 가지고 점증하는 직무스트레스를 활성화하
기 위해선 개인 적성과 종사 직무의 적합성에 대한 확신,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도전 의식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처해 있는
직무 특성과 업무 환경을 보다 종사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것으로서 조절변수로
노조가입과 직무종사의 자발성을 도입했으나 노조가입만 조절변수로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종사의 자발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노조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상 안정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자치적인 대표 조직을 인정해 주는 유연
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조처는 앞서 언급한 종사자 친화적인
직무환경을 만들고 진전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윤조덕․이지은(2006)에서 나타나듯이 자발적 이직과 자발적 실직
이 매우 높은 직종이다. 이 특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업적 전문성 형
성과 산재와 질병 등 안정성 확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들의 특징은 직업적 개별성과 사업자성의 강조로 인해 나타난 것
으로 해석되며 지나친 직업적 개별성을 완화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이나 또는 이
에 버금가는 유사 조직, 예를 들면 친목회나 협의회 정도의 형태라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의 조절효과는 이런 조처가 향후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들의 직무집중도를 향상하고 이직을 낮춤으로 직업적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원래 노동조합은 집단적 의사대표기제(collective voice)로서 근로자들의 이
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의 노조 연구에 비해 활성화이론의 새로운 측면으로 접근하여 이 현상을 재해
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노조는 단
체협상권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법외 조직이므로 노조의 기능을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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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관점(Freeman & Medoff(1984), Freeman(1980)식의 제도적 관점)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
우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노조의 집단의사대표기능을 대사용자 대응 측면
을 강조하는 기존의 제도적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 개인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
는 활성화이론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노조 기능에 대한 활성화이론의 관점이란 과거 노조
기능에 대한 시각이 대사용자 전략, 즉 전통적 단체협상 등 제도적인 측면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노조(또
는 협의회)가 있음으로 개별 종사자의 신경 활성도와 직무 집중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심리 기능적 측면에 강조점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즉 활성화이론은 노조가 조합원 간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불평중재를
원활히 하는 것에 기여함으로써 조합원 개인으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신경활성
도와 집중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 직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이직성향을
낮추는 등의 유의한 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기능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향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하는 역할로서 노조의 내부적 과정이 제도적인 관점에 기초
하고 있는 전통적인 노사관계이론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새로이 소개한 활성화
이론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조 내부의 활성화
과정을 추론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블랙박스로 처리해 실증분석 모델에 반영하
고 있진 않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한계요 항후 추진해 볼 수 있는 발전적인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무종사의 자발성이 예상과는 달리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과
의 관계를 완화하는 요소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 현상에 대해 한 가지 추측
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직업적 전문성의 습득 정도가
개인별 직무노력 정도와 경험에 높게 의존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기초해 개
인별 능력과 이에 기초한 소득 수준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권순식 외, 2007).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개별 종사자의 직무종사의 자발성
정도는 직무 요구도를 충족할 직무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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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지며 직무종사의 자발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무 통제력을 향
상시켜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하거나 신경 집중도를 높여 일에 대한 몰입
등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직무종사의 자발성의 조절작용 가설은 이
내용에 기초해 설정되었다. 그러나 직무종사의 자발성은 그 개념상 종사자의
직무 이행이나 향후 직업 선택에서의 자신감(self confidence)의 표현이거나 경
영학(인사조직)에서 주목받아 온 심리적 요소인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과 유
관한 성격을 가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직무종사의 자발성이 높은 종사
자들은 현업에서의 성과에 집중하여 자발적인 이직의향이 낮거나 직무스트레
스에 대한 인내심이 높은 사람들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반면 오히려 타 직종
으로 이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로 간주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직무에 대한 환경이 악화되어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자발적으로 타 직종이나 직장으로 이직하려는 성향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
다. 즉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과의 관계에서 직무종사의 자발성이 완화요소
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강화요소로도 작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완화작용과 강화작용의 상쇄 작용으로 인해 직무종
사의 자발성이 미치는 조절적 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과정을 엄밀하게는 분석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역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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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Independent Contractors in Korea : the
Test of Moderating Effect of Union Membership and
Job Voluntariness
Soon Sik Kw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are regarded as the yardstick of
professionality and job security of independent contractors. This paper
summarized the recent trend of job stress literature in the interdisciplinary
field, and tri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independent contractors like
concrete mixer driver, insurance planner, private teacher, golf game helper
in korea. Subsequently, this study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s of
union membership and voluntariness toward their own job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effect of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 as expected.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union
membership was significantly negative, it means union membership
alleviat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But the moderating effect of voluntariness toward job was not
significant. Based on empirical results, the applicability of activation
theory toward

union function of independent contractors was asserted.

Last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 independent contractors,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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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비정규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임금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함) 및「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
법’이라고 함)에 근거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2009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1)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의하면 차별시정은 크게 ①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 판
단, ② 비교대상 근로자의 유무 판단, ③ 불리한 처우 여부 판단, ④ 불리한 처
우의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 동안 판정사례가 누적됨
에 따라 차별시정의 여러 주요 쟁점2)이 나타났고,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
리한 판정사례들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임금에 관한 불리한 처우의 합리
성 판단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요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론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필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3)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 판단은 특히 다른 쟁점사항보다 판단
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임금차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판단의 최종 단계에 속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근거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
1) 제도 시행 후 2009년 6월 30일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사건(중앙노동위원회 재
심사건 포함) 처리건수는 총 2,139건이고, 그 중 시정명령 101건(4.7%), 기각 594건(27.8%),
각하 90건(4.2%), 조정 487건(22.8%), 취하 867건(40.5%)이다(중앙노동위원회, 2009: 7).
동일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 접수된 해당 신청
사건들을 병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신청사건 처리건수와 판정사례의 숫자는 다르고, 후
자는 전자에 비해 현저히 적다.
2) 예컨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ㆍ갱신된 경우 신청인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 차별
시정 대상 근로조건의 범위, 동일ㆍ유사한 업무의 판단 기준과 방법, 비교대상 근로자의
인정 범위,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과 방법, 임금차별의 계속적 차
별적 처우 해당 여부, 시정명령의 내용과 대상기간 등이다.
3) 차별시정 신청인의 적격성 여부 및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판정사
례의 분석은 조용만(2009)과 박은정(2008)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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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차별시정제도 시행 후 2009년 7월 말까지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
(이하 ‘중노위’라고 함)의 재심판정사례 19개 중에서 차별시정을 명한 사례 7
개4)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1개5)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
고 있다.6)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된 분석대상 외의 재심판정사례와 지방노
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고 함) 초심판정사례7)의 내용도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성 여부 판단의 의의와 원칙을 살핀다. 합리성 판단 원칙의 주요 내용 세
가지를 장별로 구분하여, 제Ⅲ장에서는 자의성의 배제 및 급부의 목적ㆍ내용에
근거한 판단에 관해, 제Ⅳ장에서는 사업경영상 목적과의 객관적ㆍ합리적 관련
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제Ⅴ장에서는 객관적인 임금결정 요소의 차이에 근거
한 판단에 대해 분석ㆍ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맺음말로서 본 연구
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4) 2008. 1. 14. 중앙2007차별1,4,20,21,26(KR공사①); 2008. 4. 24. 중앙2008차별1-5, 9-13,
16(KR공사②); 2008. 11. 3. 중앙2008차별23,25(KR공사③영양사); 2009. 4. 27. 중앙2009
차별2(STP); 2009. 5. 20. 중앙2009차별3,4(MM방송); 2009. 6. 4. 중앙2009차별1 (E운
수); 2009. 7. 15. 중앙2009차별6 (K은행).
5) 2008. 3. 20. 중앙2007차별5-19 (J도).
6) 재심판정사례 19개는 필자가 중노위를 통해 확보한 전체 판정문의 숫자이다. 소수이나마
누락된 판정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재심판정사례 19개 중에서 각하사례는 6개
(31.6%), 기각사례는 6개(31.6%), 시정명령사례는 7개(36.8%)이다. 각하사례 6개 중 신청
인 당사자 부적격에 근거한 것 4개, 기타 이유(신청기간 도과, 신청이익 없음)에 근거한
것 2개이다. 기각사례 6개 중 비교대상 근로자 부재에 근거한 것은 2개, 불리한 처우 없
음에 근거한 것은 3개,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있음에 근거한 것은 1개이다.
7) 필자가 중노위를 통해 확보한 초심판정사례는 50개이고, 그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사례의 대다수는 중노위가 재심판정을 하였다. 참고로 초심판정사례 50개 중 시정명
령사례는 25개(50%), 각하사례는 11개(22%), 기각사례는 14개(28%)이다. 기각사례 14개
중에서 비교대상 근로자 부재에 근거한 것은 10개(71.4%), 합리적 이유 있음에 근거한
것은 4개(2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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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합리성 판단의 의의와 원칙

1. 합리성 판단의 의의
사용자는 비정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통상근로자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8조 및 파견법 제21조 제1항).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다(기간제법 제
2조 제3호 및 파견법 제2조 제7호, 이하 두 법을 지칭할 때에는 ‘비정규직보호
법’이라고 함). 그리고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하 ‘불리한 처우’라고 함)은
비정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8)
차별적 처우의 개념은 ① 차별시정대상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하
‘임금 등’이라고 함)에 해당할 것(차별시정대상 해당성),9) ② 임금 등에서 비정
8) 2008. 4. 14. 중앙2008차별7(KB대); 2008. 4. 29. 중앙2008차별14(JN대); 2008. 4. 30.
중앙2008차별8(DG대); 2008. 11. 3. 중앙2008차별23,25(KR공사③영양사); 2009. 6. 4.
중앙2009차별1(E운수).
9) 노동위원회의 판정사례에 의하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등 법정 근로조건에 국한되지 않으
며(2008. 1. 14. 중앙2007차별1,4,20,21,26 KR공사①; 2008. 4. 24. 중앙2008차별1-5,
9-13,16 KR공사②),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지만(2008. 11. 3. 중앙2008차별
23,25 KR공사③영양사),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서 규정되
어 있지 않다면 이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볼 수 없다(2008. 4. 14. 중앙2008
차별7 KB대; 2008. 4. 30. 중앙2008차별8 DG대). 예를 들어, KB대 및 DG대 사건에서
시간강사에게 연구실을 제공하는 것과 도서관 이용시 대출 권수와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제공 차원의 문제이지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러나 사용자의 편의제공이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조치를 포함해서 근로제공과 관련한 제
반 조건 모두가 차별금지대상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윤기택ㆍ한경식, 2007: 361-362; 조임영 외, 2006: 42; 박주영, 2008:
232).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라는 표현은 열린 표현이기 때문에 한정할 수 없으며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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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처우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할 것(불리한
처우 해당성) ③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불리한 처우
의 불합리성)을 요건으로 한다. ‘불리한 처우 해당성’은 임금차별을 추정케 하
는 지표이고,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은 임금차별의 추정을 부인케 하는 지표라
고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신청 사건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기간제법 제9조 제4항 및 파견법 제21조 제3항)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 여부는 ① 불리한 처우의 정당성에 관한 사용자측 항
변(즉, 합리적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실의 제시)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② 그 항
변의 부당성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인 근로자측 재항변(예컨대, 사용자가 합리
적 이유로 제시한 사실이 거짓이거나 차별을 은폐하기 위한 핑계ㆍ구실에 불과
하다는 주장 등)의 타당성까지 포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보
호법에 규정된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은 사용자측의 항변과 차별시정 신청인
근로자측의 재항변을 포함하여 행하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
단이다.

2. 합리성 판단의 원칙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를 “불리한 처우가 사용자의 자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업경영상의 목적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을 가지고”10)
할 필요도 없다는 견해도 있다(박제성, 2007: 73). 한편, 위의 KR③영양사 사건에서 특별
상여금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이 2007년도 흑자
경영 전환 원년이 기대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호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차별시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미취학자녀 교육비 및 장애인자녀 생활보조비
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용자와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사용자가 그 운영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금품은 차별시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2009. 7. 15. 중앙2009차별6 K은행).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운영 주체라는 형식적 관점에서 동 기금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을 차별시정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아니 되고, 사내복지기금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견지에서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견해(박종희, 2008: 43)가 있다.
10) 2008. 1. 14. 중앙2007차별1,4,20,21,26(KR공사①); 2008. 3. 20. 중앙2007차별5-19(J
도); 2008. 4. 24. 중앙2008차별1-5,9-13,16(KR공사②); 2008. 3. 3. 전남2008차별1(JS
대); 2009. 1. 9. 전남2008차별123(E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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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또는 “노동 강도의 차이, 노동의 질 차이, 근무형태의 차이, 권한과 책
임의 차이, 실적의 차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의 차이 등에 근거한 것”11)으
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부
의 목적과 내용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본다.12)
위의 내용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① 자의성의 배제 및 급부(임금 등)의 목적
ㆍ내용에 근거한 합리성 판단이라는 대전제하에, 합리적 이유를 ② 사업경영상
목적과의 객관적ㆍ합리적 관련성 또는 ② 고용형태를 제외하고 급부(임금 등)
를 결정하는 객관적 요소의 차이성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Ⅲ. 자의성의 배제 및 급부의 목적․내용에 근거한 판단

1. 의의
자의성의 배제라는 원칙에 입각할 때 합리적 이유는 단순한 주장이나 견해만
으로는 불충분하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모호하거
나 일관성이 없거나 외견상 신빙성이 없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
울 것이다. 급부(임금 등)의 목적ㆍ내용에 따른 합리성 판단 원칙에 따르면 합
리적 이유는 급부의 목적ㆍ내용과 실질적 상관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급부
의 목적ㆍ내용과 무관한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 차별적 처우를 은폐하려
는 구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급부의 목적은 형식적으로 급부의 명칭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급부와 관련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목적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전윤구, 2007: 18).

11) 2009. 6. 4. 중앙2009차별1(E운수).
12) 2008. 1. 14. 중앙2007차별1,4,20,21,26(KR공사①); 2008. 3. 20. 중앙2007차별5-19(J
도); 2008. 4. 24. 중앙2008차별1-5,9-13,16(KR공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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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정사례의 분석
판정사례를 보면 특정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비정규근로자를 배
제한 이유로 장기근속의 장려ㆍ유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장기근속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수당은 단기고용이 전제되는 비정규근로자에게는 적용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수당의 미지급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하여 자녀학자금과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을 차별시정 신청인 근로자들(1일 2-3
개 영업점을 순회하며 내부통제점검업무 수행)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K은행 사
건(2009. 7. 15. 중앙2009차별6)13)에서 중노위는 자녀학자금의 경우 ① 장기근
속의 유도라는 지급의 목적, ② 지급액의 규모(경우에 따라서는 연 기본급 총액
에 비슷한 금액), ③ 지급기준 해당 여부에 따라 근로자 간 과도한 근로조건 격
차 발생 등에 비추어 그 미지급의 합리성을 인정하였고,14) 개인연금신탁지원금
의 경우 ① 연금신탁의 장기간에 걸친 운영, ② 노후생활 안정 등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목적 등에 비추어 그 미지급의 합리성을 인정했다.15) 그러
13) 이 사건의 초심(2009. 4. 15. 서울2009차별8)에서 서울지노위는 비교대상자가 없음을 이
유로 기각판정을 하였으나 재심에서 중노위는 통근비와 중식대의 차등지급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인정하였다.
14) “이 사건 사용자는 ｢복지․여비운영지침｣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
들 중 중학교 이상의 국내ㆍ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와 제매를 둔 직원에게는 동록금
의 100%를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학자금 중 대학
등록금의 경우 이공계는 연간 900여만 원 이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명의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간 기본급 총액(19,320,000원)과 비슷
한 금액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근로조건의 격차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발생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에서 재직하던 중 명예퇴직을 한 경우에는 2010년까지 학자금 지원을 받
고 있는 등 학자금의 지원 목적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학자금을 지급하면서
기한을 정하여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
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 7. 15. 중앙2009차별6 (K은행).
15) “이 사건 사용자는 ｢보수․퇴직금운영지침｣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교대상근로자들 중 개인연금신탁 등에 가입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 월까지 통상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근로자도 통상임금의
3%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통상 연금신탁의 운영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
고 그 목적이 노후생활 안정 등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여 기한을 정하여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
기 어렵고 또한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은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하도
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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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별시정 신청인 근로자(기간제 중형버스 운전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
지 않고 비교대상 정규근로자(대형버스 운전원)에게는 지급한 E운수 사건
(2009. 6. 4. 중앙2009차별1)에서 사용자의 장기근속 장려 주장에 대해 중노위
는 “준공영제 실시 이전 퇴사자가 많을 때는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실질적 의미
가 있었을 것이나 2006년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는 대형버스 운전원과 중형버
스 운전원들의 퇴사가 거의 없어 모두 장기근속을 하고 있어 장기근속 장려 의
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입사 4년차인 대형버스 운전원
과 동일하게 매월 근속수당 39,24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
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사업경영 상황의 변화로 수당 지급의 본
래적 목적이 현실에서 실제 기능할 수 없거나 현재의 사업경영 상황에 부합하
지 않는 급부의 목적에 관한 주장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시
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위의 K은행 사건(2009. 7. 15. 중앙2009차
별6)을 재검토하면 자녀학자금과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의 목적이 실제로 장기근
속의 장려인 것인지, 오히려 그 지급의 실제 주된 목적은 우수인력의 확보 내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해당 금품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예, 신입 정규직 사원의 경우에도)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이
직 등 K은행의 인력운영 사정 등 객관적 상황에 대한 파악 없이 막연히 중노위
가 장기근속의 장려를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인 것은 자의성의 배제라는 판단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그 고
용형태의 특성상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객관적 사실 증거(예, 사업운
영을 저해할 수 있는 빈번한 근로자의 이직 등)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장기
근속의 장려’라는 주장은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합리성을 인
정하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고용형태를 이유
로 한 차별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일정 근속연수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과 같이 급부의 목적과 내용이 명백히 장
기고용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배제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개인연금신탁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 사건 근
로자들에게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 7. 15. 중
앙2009차별6 (K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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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의 E운수 사건(2009. 6. 4. 중앙2009차별1)16)에서 사용자가 대형버
스 운전원(입사 4년차 비교대상 정규근로자)에게는 무사고수당을 월 40,000원
을 지급했으나 이 사건 신청인 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원(입사 4년차)에게는
월 30,000원을 차등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대형버스 운전원은 교통 혼잡 노선에
서 사고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 무사고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사고의 위험성은 대형버스나
중형버스나 모두 상존한다고 할 수 있고 무사고수당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대형버스 운
전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에 무사고수당의 차등지급
을 차별적 처우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초심 전남지노위는 사고 위험성의 차
이 및 그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의 질적 차이에 주목하여 차등지급의 합리성을
인정17)한 반면에 중노위는 사고 위험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즉, 무사고의 결과에 따른 보상)에 주목하여 차등지급의 합리성을 부정하
였다. 자의성의 배제 및 급부(임금 등)의 목적ㆍ내용에 근거한 합리성 판단이라
는 원칙에 입각할 때 E운수 사건에서 지노위와 중노위 간 판단의 차이를 어떻
게 이해해야 하고, 어느 쪽의 판단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버스운전
업무가 수행되는 노동환경(노선, 승객수, 교통량, 버스종류 등)의 차이 및 그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ㆍ노력의 차이는 임금 차등지급의 객관적ㆍ합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사건 무사고수당의 목적이 위와 같은 노동환경 및 기술
ㆍ노력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지노위와 중노위는 노동환경의 차이 및 그에 따른 노동강도와 노동의 질적 차
16) 이 사건의 초심(2009. 1. 9. 전남2008차별123)에서 전남지노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기각판정하였으나 재심에서 중노위는 근속수당, 상여금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였다.
17) 이 사건 초심(2009. 1. 9. 전남2008차별123)에서 전남지노위는 “대형버스가 중형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 수요가 많고 교통 환경이 복잡한 노선을 운행함에 따라 대형버
스의 1대당 사고율은 66.3%인 반면 중형버스의 1대당 사고율은 15.8%로서 이는 대형
버스가 사고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된 결과로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중형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비하여 보다 더 숙련된 기술적인 차량 운행능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
함에 따른 노동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이유를 인정한 근거의 하나로서 언
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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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각하여 신청인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통상시급’의 차이(근속
연수는 같음에도 신청인 근로자의 경우 4,027원, 비교대상근로자의 경우 5,968
원)를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노동환경의 차이 등은 이미 통상시급의
차이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사고수당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다고 보는 것
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무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당 수당의 목적
으로 파악하여 차등지급의 합리성을 부정한 중노위의 판단은 옳다고 본다. 다
만, 아쉬운 점은 실제 사고의 발생 여부 및 무사고수당의 지급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그 수당의 목적을 무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단정한 점이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무사고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그 수당의 목적을 무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Ⅳ. 사업경영상 목적과의 객관적․합리적 관련성에 관한
판단

1. 의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임금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사용
자의 자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야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즉, 사용자는 실제적
이고 타당한 이유 내지 사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자의성의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김상호, 2004: 64; 전윤구, 2007: 17). 그런데 실제적이고 타당한 이유
내지 사정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
지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의 정당성은 사안별로 판단
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법원이 판례를 통해 해고의 ‘정당
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18)로 정의하고 있듯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에서의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추상적 정의가 있어야 그 정의가 사안별 판단에서
1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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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사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용자
의 사업경영상의 목적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을 가지고”19) 있는 것(즉,
사업경영상 목적과의 객관적ㆍ합리적 관련성)이 사안별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준이다.

2. 판정사례의 분석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서
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NH중앙회 ○○공판장 사건(2007.
10. 10. 경북2007차별1,2 등 병합)에서 신청인 근로자들(소ㆍ돼지 도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포괄임금에 의한 연간 총액임금제가 적용되고,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급이 적용되었는데 서로 다른
임금결정 체계의 적용은 차별적 처우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경북지노위
는 “법률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 행위로 이루어진 것만을 문제시하므로 달리 결
정하는 것, 구별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즉 서로 다른 임금결정
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사
용자의 집행 등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이한 임금체계의 적용 자체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신청인들이 주장한 2007년 7월분 임금에서의 차별
적 처우는 인정하였다.
다른 한편, J도(주정차단속원) 사건(2007. 11. 1. 제주2007차별1-15)에서20)
제주지노위는 “사용자는 경영 목적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바, 외
견상 동일 직무가치 노동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경우라도 그 근거가 비
정규직이라는 것이 아닌 다른 경영상, 체계상의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비교대상근로자들(청
원경찰)이 신청인들과 함께 주정차단속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① 신청인 근로자
19) 2008. 1. 14. 중앙2007차별1,4,20,21,26(KR공사①); 2008. 3. 20. 중앙2007차별5-19(J
도); 2008. 4. 24. 중앙2008차별1-5,9-13,16(KR공사②); 2008. 3. 3. 전남2008차별1(JS
대); 2009. 1. 9. 전남2008차별123(E운수).
20) 이 사건에서 제주지노위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내
렸고, 재심(2008. 3. 20. 중앙2007차별5-19)에서 중노위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
아 기각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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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청원경찰은 그 채용의 목적ㆍ자격ㆍ방법, 직무의 내용ㆍ가치ㆍ권한, 업무
배치가 현저히 다른 점,21) ② 신청인 근로자들에게는 노사 합의의 임금협정에
따라 일급에 의한 직무급(일부 복리후생비 제외)이 적용되지만 청원경찰에게는
청원경찰법령에 의거 매년 호봉을 인상하는 연공급이 적용되어 근로조건 결정
방법과 임금체계가 현저히 다른 점, ③ 두 비교집단과 고용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속기관에 편재되어 있어 두 비
교집단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또 다른 차별적
처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지자체 조
직체계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임금체계를 달
리 운영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자의금지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의 재심(2008. 3. 20. 중앙2007차별5-19)
에서 중노위 역시 “일정부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의 직무
를 수행하는 등 직무범위가 다르거나 업무환경이나 업무강도가 다른 경우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 위험의 정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임금 등의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비교대상자인 청원경찰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를 수행한다는 신분 및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 임용 후 소정의 임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년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점, …
비교대상자의 경우 이 사건 (신청인) 근로자들과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청사 주변 집회나 시위 발생시 청사 방호에 동원되는 등 유사시 이 사건
(신청인) 근로자들과 다른 물리적 환경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추가적으로 수행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불
리한 처우(입사 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신청인 근로자의 임금액을
5호봉인 비교대상자 청원경찰의 임금과 비교한 결과 그 차액은 2007년 7월
915,510원, 8월 656,010원, 9월 2,566,550원)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1) 해당 판정문에서는 “청원경찰의 채용 목적, 채용 절차, 채용 자격은 이 사건 근로자들(신
청인)과 현저하게 다르다 할 것이고, 직무내용도 주정차 단속에 한정되지 않고 ○○도
내 보조기관에 폭넓게 배치되어 청원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비, 감시단속
등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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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에서 근속연수가 동일한 신청인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신청인 근로자의 임금액은 2007년 7월의 경우 비교대상근로
자의 52.3%(1,002,000원÷1,917,510원), 동년 8월의 경우 61.4%(1,044,600원
÷1,700,610원), 동년 9월의 경우 34.3%(1,337,200원÷3,903,750원)이고, 3개월
평균할 때에는 45%(3,383,800원÷7,521,870원)에 불과했다. 2007년 3월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근로형태별)｣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기
간제의 상대임금(3개월 평균임금)은 72.0%이다(남재량, 2009: 56).22) 그리고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 청원경찰)와 신청인 근로자(기간제)의 임
금차이는 55%인 반면, 부가조사상의 정규직과 기간제의 임금차이는 28%이다.
이 사건에서 제주지노위와 중노위가 인정했듯이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는
주된 업무인 주정차 단속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이 사건의 비교대상근로자인 청원경찰이 임용교육을 받고, 매년 직무교육을 이
수해야 하고, 유사시 청사 방호의 임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한 사실(⇒ 이러한 사
실은 동종ㆍ유사업무를 행하는 양자간 임금결정의 주된 요소로 보기 어려움),
② 비교대상근로자는 채용의 목적ㆍ자격ㆍ방법 등이 신청인 근로자와 현저히
다른 점(⇒ 이러한 차이는 주된 업무인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신청인 근로자와 달리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장래에 다
른 업무로 전환될 수 있는 사정(⇒ 장래의 사정은 과거 내지 현재의 불리한 처
우를 정당화하는 주된 고려요소로 보기 곤란), ④ 신청인 근로자와 달리 비교대
상근로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다른 임금체계가 적용된다는 사실(⇒ 상이
한 임금체계 자체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⑤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두 비교집단에 대해서만 특별히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
할 경우 유사한 고용형태의 다른 다수 기간제근로자들이 또 다른 차별시정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 이 사건 차별시정에 따른 장래 법적 분쟁 발
생 우려는 이 사건의 차별시정과는 무관하고 법률에 따른 권리행사의 예방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목적이 될 수 없음) 등이 위에서 분석한 이 사건에서의 55%
임금차이(이러한 임금차이는 부가조사상의 임금차이 28%에 비해 훨씬 큼)를
22) 동 문헌에 의하면 정규직 대비 반복갱신자(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는 근
로자)의 상대임금은 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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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서 사용자의 사업경영상 목적과 객관적ㆍ합리
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로 일본의 판결례 중에는 “(기간제) 임시사원의 임금이 근속연수가 같은
정사원의 임금의 8할 이하인 경우에는 … 그 한도에서 회사의 재량이 공서양속
위반으로서 위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長野地裁上田支部 平成8年3月15日判決,
丸子警報器事件)23)고 판시한 것이 있다(管野和夫 外, 2002, 68). 이 판결례는 동
종업무에 종사하는 근속연수가 동일한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가 20% 이상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재량
의 한도를 넘어서는 위법(차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오계택
외, 2007: 20). 다른 한편, J도(주정차단속원) 사건 이후에 판정이 내려진 E운수
사건(2009. 6. 4. 중앙2009차별1)에서 중노위는 상여금 차등지급(6개월 이상 1
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2.7%의 차이,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44.3%의 차
이)24)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노동강도 및 노동의 질에서의 차이)25)와 관련하여
“차량의 크기로 인한 노동강도 등의 차이로 다소간의 차이를 둘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버스 운전원(비교대상근로자)과 중형버스 운전원인 이 사건 (신
청인) 근로자(1년 이상 근무)와의 지급액의 차이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한 대형버스 운전원에게 지급하는 분기당 756,309원을
이 사건 (신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26)”은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23) 長野地裁上田支部 平成8年3月15日判決(丸子警報器事件), 勞働判例百選, 別冊ジュリスト
No.165, 有斐閣, 2002/11, 68면.
24) 비교대상자인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자이면 분기당 756,309원,
1년 이상 근무자이면 분기당 1,050,368원(통상시급×월176시간)을 지급했으나, 이 사건의
신청인 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분기당 585,000원을
지급하였다.
25) 이 사건의 사용자는 상여금이 중형버스 운전원(신청인 근로자)이 주로 정년퇴직자나 고
령자이고 대형버스보다 노동강도가 낮은 것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
장하였다.
26) 이 사건에서 중노위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대형버스 운전원(정규직)에게 지급하
는 분기당 상여금 756,309원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른 금전보상액
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통상시급 차등지급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입사 4년차로서 근속연수가 같은 신청인 근로자와 비교대
상근로자의 통상시급(신청인 근로자 4,027원, 비교대상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원 5,968
원)을 비교했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여금의 차등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근무기간 6개
월 이상 1년 미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비교의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 논리일관성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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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은 임금차등의 사유와 임금차이의 정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내
지 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임금차등 사유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합리성 판단의 방법이 앞의 J도(주정
차단속원) 사건에 적용되었다면 과연 사업경영상 목적과의 객관적ㆍ합리적 관
련성 또는 객관적인 임금결정 요소의 차이성에 근거한 임금차등의 합리성이 인
정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원칙으로 노동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경영상 목적과
의 객관적ㆍ합리적 관련성이라는 기준은 그러한 관련성의 존재 여부만을 확인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고 적절한 합리성 판단이 될 수 없고, ① 해당 사건에서
동종ㆍ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무기간이 같거나 비슷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의 임금차이, ② 정기적으로 조사ㆍ발표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의 정규
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이, 나아가 ③ 해당 사건 지역의 동종업계에서의 일
반적인 임금지급 실태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보다 객관적인 합리성 판단이 가능
할 것이다.

3. 합리성 심사의 기준

가. 기존의 이론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언급한 필자의 견해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 불리한 처우의 합리
성 판단을 ‘완화된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 중 어느 것에 따라 행하여야
타당한가라는 논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논쟁에 관한 종래의 견해는 네
가지이다. 첫째, 차별금지 사유의 차이성에 주목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
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박종희ㆍ강선희, 2007: 109-110; 전윤구,
2007: 17)이다(이하 이 견해를 ‘자의금지원칙론’이라고 함). 자의금지원칙론에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케 한다. 더구나 이 사건 통상시급 차등의 합리성 판단
에서 노동강도 등의 차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소정의 근로시간(월 176시간)을 곱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
문에 상여금의 지급에서도 노동강도 등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 4년차인 이 사건 신청인 근로자에 대해 1년 미만 근무한 정규직에게 적
용되는 상여금 지급기준(분기당 756,309원)을 준용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타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72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4호

의하면 성, 인종 등의 차별금지 사유(즉, 변경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인격
적 사유ㆍ지표에 해당하는 절대적 차별금지 사유)와 고용형태라는 차별금지 사
유(즉, 노동력의 평가 및 경제활동의 영역과 관련된 상대적 차별금지 사유)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에는 엄격한 심사기준(협의의 비례성원칙27))이,
후자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28))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는, 불리한 처우가 기업질서 및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정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합리적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적정성
과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윤기택ㆍ한경식, 2007: 373)이다
(이하 이 견해를 ‘비례성원칙론’이라고 한다). 셋째는, 급부의 성격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하되 근로대가성이 높은 급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근로대가성이 낮은 급부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자의
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조임영 외, 2006: 48 이하)이다(이하 이
견해를 ‘급부성격기준이원심사론’이라고 함). 넷째는, 불리한 처우의 유형에 따
라 심사기준을 달리하되 직접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원칙)을
적용하고, 간접차별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유성재, 2009: 502)이다(이하 이 견해를 ‘차별의사기준이원심사론’
이라고 함). 자의금지원칙론을 제외한 세 가지 이론은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
리성 판단에서 비례성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자의금지원칙론은 차
별판단에서의 소극적 태도(즉, 사용자의 재량ㆍ처분의 합리성을 상대적으로 넓
게 인정)를 지지하는 것인 반면에 비례성원칙론ㆍ급부성격기준이원심사론ㆍ차
별의사기준이원심사론은 차별판단에서의 적극적 태도(즉, 사용자의 재량ㆍ처분
의 합리성을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를 지지하는 것이다. 필자는 원칙적으로 후
자의 적극적 태도에 찬성한다. 목적의 합리성과 수단의 합리성을 완전히 분리
27) 협의의 비례성원칙은 실현하고자 하는 일정한 목적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자유와 권리
사이에 비례적인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협의의 비례성원칙은 광의
의 비례성원칙 속에 포함되는 한 가지 내용이다. 즉, 광의의 비례성원칙은 일정한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수단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원칙으로 적합성원칙(수단은 목
적 실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필요성원칙(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협의의 비례성원칙
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은 이준일(2007: 54)을 참조하였다.
28) 자의금지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준일,
200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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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자만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의금지원
칙론은 위헌심사의 헌법재판에서 삼권분립원칙을 고려하여 입법부의 재량을
존중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제정한 차별금지 법
률의 사인 간 적용에서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판단의 심사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론은 필요한
기준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비례성원칙론, 급부성격기준이원심사론, 차별의사기준이원심사론 그
어느 것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우선, 비례성원칙론은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로서 차별취급 목적
의 정당성, 차별취급 수단(방법)의 적합성, 차별취급에 따른 피해의 최소성, 보
호이익이 침해이익보다 더 커야 하는 이익균형성 모두를 요구하는 이론(성낙
인, 2001: 280; 허영ㆍ전광석, 2002: 150～151)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기준
이다. 예컨대, 비정규근로자 대한 상여금 차등지급의 합리성 여부가 문제된 사
안에서 사용자에게 차등지급의 정당한 목적이 무엇인지, 상여금 차등지급 이외
의 다른 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상여금 차등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어떻게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지, 상여금 차등에 따른 비정규직의 불이
익보다 차등의 목적이 왜 더 큰지를 모두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급부성격기준이원심사론은 해당 급부의 근로대가성 정도
에 따라 합리성 심사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근로대가성이 큰 급부에 대한
차별을 보다 엄격히 금지하려는 데 긍정적 의의가 있지만,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대가성의 정도를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기본급과 상여금 중 어느 쪽이 더 근로대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극히 어려움) 사실상 자의금지원칙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한
다. 끝으로, 차별의사기준이원심사론은 고의가 있는 차별(직접차별)과 고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불이익이 초래되는 차별(간접차별)을 구별하
여 고의성이 있는 차별을 보다 엄격히 금지하려는 데 긍정적 의의가 있지만,
많은 경우 내심의 의사인 차별의 고의성을 조사ㆍ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따라서 이 이론 또한 사실상 자의금지원칙론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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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견 : 임금격차기준이원심사론
필자는 합리성 판단의 기준과 방법으로 ‘임금격차기준이원심사론’을 제시하
고자 한다. 즉, 동종ㆍ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차
이(엄밀하게는 시간급의 차이)29)가 20% 이내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임금차이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에 비례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임금차이의 정도에 비례
한 엄격한 심사기준의 내용은 비례성원칙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즉, 동종ㆍ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차이가
있으면 일단 차별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지만, 그 임금차이가 20% 이내이면 그
러한 차이를 정당화하는 자의적이지 않는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
리성 판단을 한정한다. 만일 20%를 초과하여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질
수록 차별이 더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그 격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제시하는 주장들 각각에 대해 합리성 평가 척도(예컨대, 직접증거에 근거한 합
리성 확신 3점, 정황증거에 근거한 합리성 인정 2점, 합리성 추정 1점, 합리성
이 없음 0점)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임금격차에 비례한 합리성 판단 평균점
수(즉, 3점에 점점 근접하는 평균점수)가 산출되어야 종국적으로 해당 임금격
차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판단과정에서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액 및 양자의 임금차이(특히 시간
급 임금차이30)), 해당 지역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임금수준은 합리성 판단의 참
고자료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건에서 20%를 초과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더라도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전국 또는 지역의 동종ㆍ유사업계에
29) 이인재(2009: 20)에 의하면 ‘임금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시간당 임금의 차이로
정의 가능하고, ‘임금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인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비교대상 집단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
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금의 차이를 말하며, ‘임금차별’은 임금에 영 향을 미치는 인
적속성을 통제한 것을 전제로 준거(비교대상)가 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30) 부가조사상의 3개월을 평균하는 월평균 임금액은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기 때
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급 임금액의 차이가 보
다 정확한 비교의 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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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임금수준보다 높을 수 있고, 반대로 20% 이내의 격차라고 할지라도 동종
ㆍ유사업계에서의 임금수준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장임금에
관한 통계치를 합리성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는 데에 있어서는 주의점이 있다.
비정규직 시장임금 자체가 부당하게 저평가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
하여 임금차등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칫 차별의 영구화 내지 고착
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임금격차기준이원심사론의 타당성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론의 적용 측면에서 실용적이고 용이하다. 둘째, 앞에서 고찰하였듯이 과
도한 임금차이를 고려하여 사용자 주장의 합리성을 부정한 중노위 판정사례가
있다. 셋째, 이원화된 심사기준 중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준거가
되는 임금격차 20%는 미국의 간접차별금지 법리에서 채택ㆍ적용되었던 ‘4/5규
칙’31)을 참고한 것이다. 넷째,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합리성 여부가 좌우되는
자의금지원칙론의 한계를 일정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이론
이다. 다섯째, 객관적인 차별판단에 기여함으로써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비정규
근로자나 사용자가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Ⅴ. 객관적인 임금결정 요소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

1. 의의
노동위원회는 사업경영상 목적과의 객관적ㆍ합리적 관련성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강도의 차이, 노동의 질 차이, 근무형태의 차이, 권한과 책임의 차
이, 실적의 차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의 차이 등에 근거한 것”32)도 합리적
31) ‘4/5규칙’은 비교대상이 되는 두 집단 A그룹과 B그룹에서 A그룹의 구성원들 중 α기준
을 충족(또는 미충족)하는 자의 비율 X를 산출하고, B그룹의 구성원들 중 α기준을 충족
(또는 미충족)하는 자의 비율 Y를 산출한 후 X와 Y의 편차가 20%를 초과하면 α기준을
차별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이론이다(Lewis & Norman, 200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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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노동강도의
차이 등등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이를 정
당화할 수 있는 요소(즉, 임금결정 요소)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임금차이를 정당화하는 요소는 고용형태를 제외한 객관적인 사실 요소의
차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① 직업(직무)의 자격 또는 경력, ② 근속연수(단,
비정규직을 의도적으로 배제 내지 차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닐 것을 전제로 함),
③ 업무수행 관련 요구되는 기술, ④ 업무수행의 장소 내지 환경, ⑤ 업무수행에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 ⑥ 업무의 범위ㆍ권한ㆍ책임, ⑦ 업무 성과(단, 객관적 기
준에 따른 평가를 전제로 함) 등과 같은 요소의 차이에 근거한 임금차이는 합리
적이라고 본다(노동부, 2007: 76～79). 그러나 위와 같은 요소의 차이가 존재한
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차이의 존재는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충분조건은 아니다. 객관적
사실 요소의 차이와 임금차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성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판정사례의 분석

가. 채용의 방법ㆍ절차
채용의 방법ㆍ절차가 다르더라도(공개채용/비공개채용, 필기시험/면접 등) 비
정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은 조건 및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채
용의 방법과 절차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노동부, 2007: 78).
MM방송 사건(2009. 5. 20. 중앙2009차별3,4)에서 중노위는 채용방법상의 차
이(차별시정 신청인 기간제근로자들은 임시직에서 특별 채용되었고 비교대상
근로자는 공개 채용된 사실)가 업무수행(컴퓨터그래픽 및 자막처리 업무)과 객
관적 관련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정기상여금 차등지급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J도(주정차단속원) 사건(2007. 11. 1. 제주2007차별1-15)
에서 제주지노위는 차별시정 신청인들(기간제)과 비교대상근로자들(청원경찰)
이 같은 부서에 배치되어 2인 또는 3인이 한 개 조를 이루어 불법 주정차단속
32) 2009. 6. 4. 중앙2009차별1(E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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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청원경찰법령에 근거하여 상이한
목적과 자격 및 방법으로 임용되었다는 점을 임금차등의 합리적 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재심(2008. 3. 20. 중앙2007차별5-19)에서 중노위도
초심과 결론을 같이하고 있지만 합리적 이유의 판단 부분에서는 위와 같은 임
용의 방법ㆍ절차상의 차이를 임금차등의 합리성 근거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나. 업무의 범위ㆍ권한ㆍ책임
업무의 범위는 근로의 양ㆍ질에 연관되는 중요한 임금결정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차이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의
권한이나 책임 역시 임금의 차이로 반영될 수 있는 객관적 임금결정 요소에 해
당한다.
그렇지만 비교대상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비중이 극히 적은 경
우에는 업무범위의 차이에 따른 임금차등의 합리성이 부정될 수 있다. 차별시
정 신청인들(기간제 영양사)과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 영양사)가 영양사 업무
를 수행했던 KR공사③(영양사) 사건(2008. 11. 3. 중앙2008차별23,25)에서 중
노위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영양사 업무 외에 보건관리 대행기관 업무지원 및 비
상연락망 관리업무를 수행했지만 동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 업무의 차이가 임금차등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판정
결과: 차별적 처우 인정).
업무의 성격이 단순 업무이고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ㆍ권한ㆍ책임에서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차별시정 신청인들
(파견근로자)이 비교대상근로자들(사용사업주의 정규근로자)과 혼재되어 타이
어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STP 사건(2009. 2. 9. 전남2008차별3 ; 2009. 4. 15.
전남2009차별1)에서 전남지노위는 양자 사이에 근로의 질․양에 있어서 차이
점을 찾을 수 없고, 타이어포장 작업은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권한과 범위, 책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할 여
지가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과 상여금 등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였고, 파
견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33)을 내렸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인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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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무의 차이가 기본급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급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상여금ㆍ수당에서 다시 그 업무의 차이를 이유로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MM방송사건
(2009. 5. 20. 중앙2009차별3,4)에서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으로 비교대상근로자
에게는 기본급의 700％, 차별시정 신청인들에게는 기본급의 350％를 지급한 것
에 대해 중노위는 양자의 주된 업무가 동일하고, 일부 주간 업무나 월간 업무에
있어서 비교대상근로자가 3D 타이틀 제작 등 일정부분 신청인들과 상이한 업
무를 담당한 점이 인정되지만, 그 업무상의 차이는 이미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
었던 점, 비교대상근로자가 업무상 별도의 결재권을 가지거나 다른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의 권한․책임이 다르다고 볼 만한 사
정이 없는 점 등에 근거해 정기상여금의 차등지급을 차별적 처우로 판단했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에 대한 권한ㆍ책임
이 전적으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권한ㆍ책임이 합리
적인 이유에 해당할 수 있다. 차별시정 신청인(대학 공학교육지원팀에서 기간
제로 사무직 업무 수행)이 같은 팀의 팀장 등을 비교대상자로 삼아 성과상여금
등에서의 차별을 주장한 JS대② 사건(2008. 3. 3. 전남2008차별1)에서 전남지노
위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담당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법인 감사 등에서 책임을 지지만 신청인은 그렇지 않은 점, 비교대
상근로자가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양자가 수행하는 업무
의 내용과 질이 같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양자 간의 업무 상호 대체 가능성도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상여금 등에서의 차등을 합리적인 것으로 판
단했다.

다. 업무수행에 투입되는 노력ㆍ시간 및 업무수행의 장소ㆍ환경
해당 업무가 요구하는 노력의 종류ㆍ정도가 다르면 그 차이에 따른 임금차이
는 합리적일 수 있다. 업무가 수행되는 물리적 환경의 차이에 근거한 임금차이
33)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책임 영역별로 차별시정 주체를 구
분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 책임 영역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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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합리적일 수 있다. 같은 업무라도 수행되는 환경이 다르면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 위험의 정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오계택 외, 2007: 24～25).
입사 연도가 같은 차별시정 신청인(기간제 중형버스 운전원: 격일제 근무)과
비교대상근로자(대형버스 운전원: 1일 2교대제) 사이에 통상시급의 차이(신청
인 4,027원, 비교대상자 5,968원)가 있었던 E운수 사건(2009. 6. 4. 중앙2009차
별1)에서 중노위는 ① 광주 시내버스 업체 전체가 준공영제 실시 후 대형버스
와 중형버스의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② 대형버스 운전원의
노동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점(대형버스는 중형버스에 비해 차량이 크고,
차량운행시간은 더 길고, 일일평균 수송인원은 약 2배 정도로 더 많음), ③ 노
동의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대형버스가 중형버스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교통 수요가 많고 교통 환경이 복잡한 노선을 운행함에 따라 보다 숙련된
차량운행 능력과 보다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함), ④ 근무형태가 서로 다른 점
(대형버스 운전원은 1일 2교대제, 중형버스 운전원은 격일제) 등에 근거해 통상
시급의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라. 업무성과
업무성과에 근거한 임금차이는 합리성이 있다. 다만,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차별적인 기준이어서는 아니 된다.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
규근로자들과 비정규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평가기준이 비정규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같은 업적 등급임에도 비정규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임금률이 적용되는 경우 그 합리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근로자 개인의 업적보다
는 기업 전체 또는 작업팀의 성과에 근거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오계택 외, 2007: 22).
KR공사② 사건(2008. 4. 24. 중앙2008차별1-5, 9-13, 16)에서 중노위는 성과
상여금이 비교대상근로자 개개인의 담당 업무나 실적이 아닌 부서 또는 팀의
실적을 기초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채용의 방법과 절차, 임금체계, 순환보직,
업무 범위와 책임 등의 차이는 차별시정 신청인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34)
한편,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이 차별시정 신청인의 업무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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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이면 성과급 지급대상이 된 업무가 동종ㆍ유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시
정 신청인에 대한 그 수당의 미지급은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비교대상근로
자들(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에게는 임금피크제로 전환되기 직전 연
도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보수의 30～10%를 변동성과급
으로 지급하고 차별시정 신청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K은행 사건(2009. 7.
15. 중앙2009차별6)에서 중노위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의 2008년도 변동성과급은
임금피크제로 전환되기 이전의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2007년도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인 근로자
들이 행하는 내부통제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동종ㆍ유사업무를 수행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 근로자들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
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 근속기간의 차이
연공급 임금체계에서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속기간의 길이에 비례
하여 임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의 차이에 근거한 임금차이는 합리
적일 수 있다(오계택 외, 2007: 21). 장기근속수당처럼 장기고용이 전제되는 임
금의 경우에는 장기의 근속연수가 지급기준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
족할 수 없는 비정규근로자가 동 수당 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경영상의 목적과 관련성이 없고 비정규근
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차별적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활용하는 행위는 그 합리성
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는 경영 목적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
직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 자체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
위원회의 입장이다.35) 사용자가 기본급으로 차별신청 근로자들(임금항목별 고
정액제)에게 월 1,610,000원을 지급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연공급제)에게는 월
34) 같은 취지로 2008. 1. 14. 중앙2007차별1,4,20,21,26(KR공사①).
35) 2007. 10. 10. 경북2007차별1,2 등 병합(NH중앙회 00공판장 사건); 2007. 11. 1. 제주
2007차별1-15(J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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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000원을 지급했던 K은행② 사건(2009. 6. 22. 서울2009차별9,11)에서 서
울지노위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경우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
되고 있는 점, 비교대상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25년 이상인 반면 차별시정
신청인 근로자들 중 가장 오래 근무한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4년에 불과하여 근
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정규직 일반직원 중
군복무를 마친 대졸 4년차의 기본급(980,000원)과 차별시정 신청인 근로자들
중 4년 근속한 자와의 기본급(1,610,000원)을 비교할 때 신청인들의 기본급이
훨씬 더 많은 점 등에 근거해 기본급의 차이는 근속연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Ⅵ. 맺음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였다. 그런데 원래의 예상
과는 달리 차별시정 신청사건 수는 많지 않고, 특히 2009년 올해의 경우 작년
에 비해 신청사건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른 제도개선론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차별시정제도 운영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신
청사건의 처리나 판정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미흡점들이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이 수면 위로 부상
하였다. 그 중 일부 쟁점은 판정사례가 축적되어 가면서 해결되었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임금차별의 합리성
(합리적 이유) 판단 문제는 지금까지의 차별시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큰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합리성 판단은 차별판단의 최후 단계
인데 그 이전 단계에서 차별시정 신청인의 적격성이 부인되거나(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사건이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합
리성 판단의 문제는 일종의 불모지와 다름이 없었다. 그렇지만 차별판단 내지
차별법리의 정수는 합리성 판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합리성
판단 이전 단계에서 일응 성립된 차별의 추정이 차별로 인정되느냐, 차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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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으로 결정되느냐가 바로 합리성 판단이라는 여과기를 거치면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합리성 판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인 합리성 판단의 기준과 방법을 확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주장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사례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합리성 판단의 심사기준에 관한 새로운 이론의 구성을 시도하였
다. 종전의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한계점도 안고 있다. 즉,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임금격차가 있는 경우
그 격차의 정도에 비례하는 합리성 판단이라는 이론 구성이 실제 사건에서 차
별시정 명령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유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다음의
경우가 그렇다.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주장하는 사유가 20%를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격차 전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합리성을 갖는다고 평가되지는 않지
만 그렇다고 하여 해당 사건에서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임
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기에는 곤란한 나름의 합리성도 있는 경우 어떻게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인가(예컨대, 비교대상근로자 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정명령의 내용과 관
련한 이런 점에 대한 규명은 향후 더 깊고 폭넓은 연구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당부하여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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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al Study on Reasonable Causes of Wage
Discrimination against Contingent Workers
Yongman Cho
Korean laws prohibit wage discrimination between contingent
employees (fixed-term, part-time or dispatched workers) and permanent
employees performing similar work in the same establishment. Complainants
claiming wage discrimination may file a charge 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age differentials are permitted when they are based on
reasonable factors other than temporary job status of contingent worker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RC cases and set forth a proper legal
framework for determining whether compensation differences are justified
by reasonable cause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employer's nondiscriminatory defense might be justified when the pay gap between
contingent employees and permanent employees are both appropriate and
necessary considering objective validity of the defense.
Keywords : contingent worker, wage discrimination, reasonable causes,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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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서구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이

선**

지식정보화와 아울러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주
도 숙련개발체제는 숙련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양 측면에서 모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본 연구는 서유럽의 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주도 숙련개발체제의 개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위경쟁에 따른 과잉교육과 인력수급의 왜곡을 완화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숙련개발정책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높은 사
회적인 수요를 토대로 고숙련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서유럽 조합주의 모형의
숙련개발체제가 귀감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노사관계체제와 숙련개발체제
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응하는 고숙련사회를 구축하여나가야 한
다. 둘째, 숙련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은 숙련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
라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이다. 숙련개발과 노사
관계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전략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체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제도화와 아울러 산업현장 수준에서의
협력프로그램의 확산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서유럽의 경우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노동운
동이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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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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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과제로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노동
운동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노사의 전문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습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한 숙련’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정책개발 역량의 강화
도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핵심용어 : 숙련개발체제,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시장모형, 조합주의모형,
국가주도모형, 고숙련 사회

Ⅰ. 머리말

본고에서 숙련개발(skill development)은 직장과 사회에서의 활동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제반 교육과 훈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1). 숙련개
발을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school-to- work transition)을 위한 직업교육과
양성훈련(initial vocational training), 계속교육훈련(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본교육(basic education)과 제3차
교육(the tertiary education)이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중추적인 과정이 되고 있으
므로 숙련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숙련개발의 개념을 넓게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
숙련개발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추적 과제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산업의 경
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인적자원이므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숙련개발의 경쟁
력을 높여가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한 관건이 되는 과제라는
것이다. 숙련개발은 또한 21세기의 사회적 복지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핵심적
1) 숙련개발은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과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ILO(1998: 58)는 직업훈련을 직장과 사회에서의
가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교육과 숙련개발 과정, 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특히 고등교육의 보편화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등교육을 제외
하고 숙련개발체제를 논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1995년 51.4%에서 2008
년 83.8%로 늘어났다(교육통계연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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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제라는 데에도 이견이 없다. 숙련개발정책은 일자리(employment)를 제공
하는 복지정책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employability)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이며,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신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의 격
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이므로 수요 지향의 복지정책을 공급 측면의 복지정책으
로 전환하여 나가기 위한 요체가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Stuart, 2007).
이처럼 숙련개발이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을 이끄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숙련
개발은 경제사회정책에 통합된 부문으로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Gasskov, 2000). 또한 숙련개발을 위하여 사회 각계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ILO(2008: ⅸ)의
지적과 같이 교육훈련과 학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훈련체제를 개혁하
기 위한 지지기반을 확충하며 노사정이 의견을 조율하는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숙련개발을 확충하여 나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영계와 노동운동도 숙련개발 파트너십에의 참여를 늘려왔다. 생산 과정에
서의 유연성을 경쟁하여야 하는 경영계는 다기능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숙
련개발파트너십에의 참여를 확대하여 왔다(Lucio et al., 2007). 한편 노동운동
은 노동조합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서 숙련개발 파
트너십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왔다3). 1990년대 들어 영국노총(TUC)이 숙련
개발을 위한 사회적 대화(bargaining for skills)가 중요한 의제로 포함된 사회적
파트너십을 정책 지표로 추구하여 온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의 제도화의 수준이 높은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계속훈련
부문에서의 조합주의적 접근을 확충하여 왔다.
서유럽의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유럽연합의 정책적 지원을 배경으로 하여 더
욱 진전되어 왔다. 유럽연합은 숙련개발을 통해서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유
럽연합을 만들어간다는 기치 아래 숙련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전략적인 과제
로 추구하여 왔다. 정치경제적 이념과 여건이 다양한 유럽 각국의 숙련개발 파
트너십은 나라별로 경로의존적인 과정을 거쳐 진전되어 왔지만 유럽연합의 정
3) 숙련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은 사회적 파트너로서 정부와 경영계, 노동운동의 파트너십을 논
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공급기관과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제
부처와 교육부, 노동부 등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을 논의하기도 한다(ILO, 2003; Giguere,
2008). 본고에서는 노사정 3자의 파트너십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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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지원은 유럽 각국에서의 많은 숙련개발 파트너십의 창출에 기여한바 컸다
(Stuart & Willis, 2007).
인적자원을 토대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온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
원의 경쟁력을 개발하는 숙련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어느 나라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정책에 의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인
적자원의 개발에 성공하여 온 나라로 널리 평가되어 왔다(ILO, 1998).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국가모형(developmental state model)의 숙련개발체제가 향후
에도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의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나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가 이끌어가는 숙련개발 거버넌스를 참여적 거버넌스로 개
편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영계와 노동운동이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가 국가모형의 숙련개발체제와 기업 단위로 분권화된 노사관계체제
에 따른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고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확충하여
나가는 것은 지난한 과제이다. 노사 참여에 의한 숙련개발이 바람직할 것이라
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이러한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접근방법을 모색
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도 대단히 미흡하였다. 경영계와 노동자를 대변하여야
할 사회적 파트너 조직의 낮은 대표성과 전문 능력도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어
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큰 것도 아니다. 숙련개발정책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수사적인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체제에 의해서 구조화될 것이지만,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체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숙
련개발 파트너십의 진전은 우리나라의 국가주도 숙련개발체제를 혁신시켜 나
가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과제이다. 또한 숙련개발은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근
간이 되는 공급 측면의 의제로 부상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숙련개발 파트
너십의 진전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이기
도 하다.
따라서 숙련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접근은 숙련개발 구조와 과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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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울러 이러한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이
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Green, 199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숙련개
발체제와 노사관계체제와 관련된 연구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4) 이
와 연계하여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5). 본고는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체제와 연계하여 서유럽 선진국의 숙련개
발에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논의를 연장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선진국의 숙련개
발체제를 노사관계체제와 연계하여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숙련개발과 노사
관계체제에 연계하여 숙련개발 사회적 파트너십의 서유럽 선진국의 경험을 살
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숙련
개발과 노사관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Ⅱ. 숙련개발체제의 의의와 유형

1. 숙련개발체제의 의의
숙련개발체제는 직업교육훈련을 공급하는 주체나 교육훈련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원천 등 기준이 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숙련개발체제는 유사한 국가별로 묶어 숙련개발체제를 유형화하고 유
형별로 공통된 특징을 추려내서 숙련개발체제의 모형을 도출하기도 한다6). 직
업교육훈련을 공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숙련개발체제는 학교모형과 기
업모형, 이원화모형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하여 볼 수 있고 학교모형은 일반교육
과 직업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체제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체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숙련개발체제의 경제사회적 맥락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숙련의 공급과 수요를 규율하는 원천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모형과 조
4) 장홍근 외(2009), 하연섭(2009), 최영섭(2007), 김영생 외(2006), 김주섭 외(2003) 등.
5) 숙련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이 노사관계체제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서유럽의 경우
도 드물다(Stuart & Wallis, 2007).
6) 숙련개발체제의 정의는 최영섭(2007), 숙련개발체제의 유형화는 Ashton et al.(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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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주의모형, 국가모형 등으로 분류하여 국가별 숙련개발체제를 논의하는 경우
가 많다.
이와 같은 숙련개발체제의 유형화는 한두 개의 중요한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 특정한 나라의 숙련개발체제를 구분하는 모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국가모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Ashton et al., 2000;
Green, 2003) 기업모형으로 유형화하기도 한다(OECD, 1998; ILO, 1998). 일본
의 숙련개발체제가 학교교육에 중심을 두고 보면 국가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숙련개발을 유도하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초점을 두고 보면 기업모형이
라고 할 수 있다는 데에 기인된 것이다. 일본의 숙련개발체제를 국가모형으로
보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숙련개발체제도 일본과 같이 국가모형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일본을 기업모형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국가모형으로 분류
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숙련개발을 이끄는 일본 기업의 내부노동시
장이 우리나라보다 발달되어 있다는 데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지식기반경제가 진전되며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이끄는 토대
로서 숙련개발체제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인 관심이 커져 왔다. 그러나 벤치마
킹의 대상이 되는 바람직한 제도가 무엇이냐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변
화되어 왔다(Brown, 2001b: 237; Crouch et al., 1999: 250)). 1980년대에는 독
일과 일본의 숙련개발체제가 국가경쟁력을 높여온 원천으로 최선의 관행이었
으나 1990년대 들어 독일과 일본이 경기가 침체되는 어려움을 겪고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이러한 경향은 반전된다. IMF, OECD와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가 앞장서서 미국모형의 신자유주의를 확산시켜 왔으며 이와 같은 과
정에서 숙련개발체제에서는 독일의 도제훈련 방식과 대조되는 미국의 일반학
교교육의 장점을 찾아 나섰다. 21세기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금융위기가 촉
발되면서 신자유주의는 퇴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과 독일의 조정시장모
형의 숙련개발체제가 과거와 같이 지배적으로 모범적인 틀로서의 지위를 다시
누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
국가별 숙련개발체제는 교육훈련제도와 노사관계, 노동시장 등의 경제사회적
제도 아래서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나타난다는 경제사회학(Granovetter &
Swedberg, 1992)과 신제도주의(Thelen & Steimo, 1992)의 접근은 국가별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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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체제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켜 왔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연장하여 숙련개
발체제는 노사관계체제, 기업의 거버넌스와 기업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관행
등과 함께 자본주의의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를 구축하는 제도적인 틀이
며 이러한 제도적인 틀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보완성을 갖는다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리도 숙련개발체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을 높여온 요
인이다(Hall & Soskice, 2001). 숙련개발과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화 수준이
높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경제주체들이 협력
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을 토대로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를 형성
하고, 그렇기 않은 나라는 시장과 조직의 관료적 위계질서에 의존하는 자유시
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를 형성한다는 것이다7). 숙련개발체제와 노사
관계,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끄는 금융제도 등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적 보
완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동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위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리에서는 독일과 같은 조정시장경제에서는 숙련개발체
제의 제도적 비교우위에 토대를 두고 숙련인력을 활용한 다변화된 품질생산체
제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추구한다고 본다. 한편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는
낮은 제도적인 저항에 기반을 두어 시장기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
는 것이다. 독일이 중간기술인력(intermediate-skilled worker)에 토대를 두고 제
조업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개발하기에 유리한 반면 미국은 고도의 기술인
력과 연구인력에 토대를 둔 첨단산업과 금융산업,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요구하
는 정보산업 부문에서는 경쟁력의 우위를 개발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주
장이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리가 나라별 숙련개발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유
보하고 있는 반면에 ‘고숙련사회(high skills society)’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경
제학적인 접근8)은 고숙련사회를 지향하는 숙련개발체제에 대한 정책지향적인
7) 제도적 상호보완성은 다양한 제도들이 결합되어 제도를 구성한다는 전제로 나오게 된 개
념으로서, 특정 영역에서 특정 형태의 제도의 존재가 다른 영역에서 다른 제도의 존재,
기능 및 효율성을 강화시켜줄 때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고 표현한다. 숙련개발에
서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에 관한 논의는 하연섭(200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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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전개하고 있다(Brown, 2001a). 풍부한 숙련인력을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인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있는 사회를 고숙련사회 또는 고숙
련경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숙련사회를 이끄는 숙련개발체제가 바람직한 숙
련개발체제가 될 것이다9). 고숙련사회를 이끄는 숙련개발체제로서는 고숙련균
형(high-skill equilibrium)을 이끌어온 독일의 이원화체제와 일본의 기업연합모
형을 드는 경우가 많다. 일부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영국의 시장모형이 인력활
용에서의 비교우위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숙련경제의 논리는 풍
부한 숙련인력을 위한 고용 기반과 소득수준의 형평성이 고숙련경제의 요건이
라고 보고 있으므로 독일의 조합주의모형의 숙련개발체제를 고숙련경제를 이
끄는 숙련개발체제에 가장 가까운 모형으로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대로 우리나라가 국가모형의 숙련개발체제와 기업 단위로 분권화된
노사관계체제에 따른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고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
십을 구축하여 나간다는 것은 지난한 과제이다.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
할 수는 없지만10) 역시 선진국의 제도와 관행을 준거기준으로 하여 경로의존
성을 탈피하여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구축하여 나갈 수밖
에 없다11). 아래에서는 선진국의 숙련개발체제로서 시장모형과 조합주의모형
을 영국과 독일의 숙련개발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와 같은 숙련개발체제
를 노사관계와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제Ⅲ장의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
너십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고자 한다.

8) Brown(2001a)은 ‘고숙련 사회’의 논리를 신정치경제학으로 제시하고 있다.
9) 고숙련 사회에 대한 개념은 Brown(2001a)과 김영생 외(2006) 참조. Green(2001: 64)은
고숙련 경제(high skills economy)를 ‘풍부한 숙련인력을 여러 산업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고 아울러 높은 임금과 소득수준의 형평성을
이룩하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10) 독일의 이원화체제 도제교육이 양성훈련의 ‘황금의 모형(gold standard)’으로 인식되던
1980년대 이전까지 독일의 이원화체제는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독일의 이원화체제를 기준으로 한 숙련개발체제의 수렴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11)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에 의해서 결정된 균형
(punctuated equilibrium)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Krasner,1984). Thelen
& Steimo(1992)는 외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기능 회복과 기능의 변화, 권력관
계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기능 조정 등으로 제도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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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모형의 숙련개발체제
시장모형의 숙련개발체제는 숙련개발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기능을 주축으로
하여 조정하는 유형의 숙련개발체제로서 영국의 숙련개발체제로 대표될 수 있
다. Ashton et al.(2000)은 영국의 시장모형의 숙련개발체제는 영국이 산업자본
주의를 선도하여 온 데에 따른 사용자 우위의 정치적 지형과 노사관계, 개인주
의 문화에 따라 형성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시장모형 숙련개발체제도
영국과 유사한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의 숙련개발체제는 영국의 시장모형을 계승
한 모형으로 분류되어질 것이다.
숙련개발체제의 시장모형은 기술인력 빼내가기(poaching)에 따른 시장실패
를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기업은 숙련개발을 위한 교
육훈련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숙련개발체제와 아울러 영국의 주주자본주의와
유연한 노동시장, 경쟁적인 기업 간의 관계는 기업이 숙련개발보다는 단순기능
인력의 낮은 임금을 토대로 경쟁력을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시장모형의 숙련개
발체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적 보완성이 영국의 저숙련 균형(low-skill equilibrium)
을 이끌어왔다는 것은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Finegold & Soskice, 1988; Soskice,
1999)12).
1960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영국은 조합주의모형의 숙련개발체제를
추구한 바 있다. 1964년 산업훈련법은 숙련개발이 정부와 사용자, 노동조합의
공동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Central Training Council(CTC)와
Industrial Training Boards(ITBs)를 조합주의의 원칙을 토대로 설치하였다
(Goodwin et al., 1999)13). 그러나 대처정부 이후에는 이러한 숙련개발의 3자
시스템(tri-partite system)을 폐쇄하고 사용자가 주도하는 Traing and Enterprise
Councils(TECs)의 설치하여 숙련개발을 규율하는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12) 시장실패가 숙련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것은 시장모형의 미국과 영국의 노동자의 숙련수
준이 독일 등의 조합주의모형의 국가의 노동자의 숙련수준에 대비하여 낮다는 것으로 입
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LO(1998:74)와 Green(2001:76)을 예시할 수 있다.
13) 1970년대 이후 각각 Manpower Service Commission(MSC)와 National Training Boards
(NTBs)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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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였다. TECs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직업교육훈련의 재원을 취득하고
다시 사기업에 배분하는 유한회사의 지위를 갖는 사실상의 공공기구이다(Wood,
1999)14).
1997년에 노동당이 집권하며 보수당 정부의 이러한 시장지형정책은 다시 반
전되어 왔다. 2001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직업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서 설립된 Learning and Skills Council(LSC)은 중앙위원회와 TECs를 대체한
지방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는
1998년 노조학습재원(Union Learning Fund)의 도입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
어지기 시작하였다. 노조학습재원(Union Learning Fund)의 성공적인 결실에 토
대를 두고 영국노총(TUC)이 도입한 노조학습대표(Union Learning Representatives:
ULRs)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한 진전이었다. 2002년에 고용법으로 노조학
습대표는 노동자들의 직업훈련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노조학습재원에 의한 재정적 지원도 받도록 제도화되었다. 2007
년에는 TUC가 LSC로부터 노조학습재원의 운영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정부의
숙련전략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Hogue &
Bacon, 2008).
그러나 숙련개발을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가 확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
국의 숙련개발체제가 조합주의모형의 숙련개발체제로 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
히 숙련개발은 노사가 합의하여 추구되는 과제라기보다는 당사자주의 맥락
(voluntarist context)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획득하여야 할 과제이
다(Reinbird, 2005). 노동당 정부에 의해 노동조합의 숙련개발이 정책적으로 지
원되어 왔지만 숙련개발체제를 전환할 만한 법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
니다. 영국의 숙련개발을 규율하여온 교육훈련체제와 노사관계, 금융시장제도,
산업의 조직과 작업조직 등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고도의
숙련 엘리트에 의존하는 부문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의존하는 제조업을 중심
14) Wood(1999: 365-366)에 의하면, TECs는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표방하지만 정부의 통
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역 단위 산업현장을 지향하는 분권화를 추구하지만 중앙집권
적인 규율에 지배되고, 민간기구라지만 공공기구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경영계를
조율한다는 이념을 추구하지만 다른 경영단체로부터는 공적 재원을 둘러싼 경쟁기구로
간주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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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저임금 산업이 공존하는 양극화 구조도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시장모형은 인력수급의 조정을 시장의 기능에 의존하므로 인력수급이 괴리
되고 조정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크다고 지적되어 왔다(Ashton et al., 2000).
1990년대 이후 인구의 평균적인 교육훈련 수준이 높아지지만 영국의 제조업이
중간기술인력을 토대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오지 못한 것은 이처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기인된 바 클 것이다15). 외부효과
로 기업의 숙련개발 투자가 부족하므로 기업의 주도로 인력수급의 괴리를 좁혀
나가기도 어렵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 비추어 교육훈련과
일자리를 둘러싼 지위경쟁(positional competition)에 대응하여야 하는 것도 숙
련개발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Brown, 2001b: 237). 임금수준의
격차가 크고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시장모형의 체제에서
격심하여지고 있는 지위경쟁을 낮추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는 교육훈련의 공급
체제를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는 과제이다. 숙련개발을 위한
수요와 공급이 사회적으로 조율되도록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사회복지제도에
의한 제도적 보완성을 개발하여야 대응할 수 있는 과제이다.

3. 조합주의모형의 숙련개발체제
노사정의 사회적 파트너가 협력적으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숙련
개발의 조합주의모형은 독일을 비롯하여 덴마크,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숙련
개발체제로 대표되는 모형이다. 독일은 조합주의 숙련개발체제를 토대로 노동
력의 높은 숙련수준과 높은 임금, 아울러 높은 노동생산성의 고숙련사회를 이
끌어온 모범사례(paradigm case)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Green, 2001). 영국이
금융부문 등 일부 서비스산업에서 고도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개

15) 영국의 고등교육 입학 비중은 1986년 14%에서 1997년 3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
나 국제표준분류(ISCEQ)에 의하면 도제수준인 3등급 자격을 가진 노동력은 독일이 70%
가 넘는 데 비해서 영국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2등급 이하의 자격수준인 노동력이 독
일이 22%인 데 비해서 영국은 52%에 이르는 등 여전히 노동력의 숙련수준은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Goodwi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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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왔으며 일본이 대기업의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고숙련 균형을
실현하여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독일은 전체적인 노동력의 숙련수준이 고르게
높고 기업의 규모나 산업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독일의 조합주의모
형의 숙련개발체제의 특징이다16).
독일의 조합주의모형의 숙련개발체제가 구축된 배경도 후발산업국이었던 독
일의 지정학적인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Ashton et al., 2000). 산업화를 주도
적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는 높은 부가가치의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집
중적 기술인력 공급체제를 구축하였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성장한 노동운동
도 도제 제도의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조합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요인
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많
은 제도적인 틀이 독일의 고숙련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Green, 2001). 독일의
숙련개발체제의 제도적 틀은 중앙집권적으로 결정된 원칙에 의해서 시장을 규
율하되 권한은 이해관계 집단에 분권화시킨다는 사회적 조합주의의 이념을 기
본적인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 집단은 구성원을 통제할 수 있는 대표조
직을 가지고 대표조직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이해를 조정한다. 노사정
사회적 파트너는 국가수준과 산업수준, 기업수준에서의 정책결정과 정책조정
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숙련개발체제의 근간인 이원화체제도 노사정이 동반
하여 국가수준에서는 연방직업훈련기구(BIBB), 지역수준에서는 상공회의소와
주정부(Lander), 기업단위에서는 직장평의회(works council)를 통해서 조합주의
방식으로 관리된다. 산업 단위에서 노사 간의 단체교섭도 또한 도제의 수급을
조율하고 도제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원화체제에 의한
숙련개발이 우수한 숙련인력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각급 수준에서 교육훈련
의 질을 통제하는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강력한 이해대변조직을 가진 조합주의의 구조는 기업 간의 임금경쟁과 기술
인력 빼가기를 저지하는 등 공유 재산의 문제(collective goods problem)를 완화
시킴으로써 기업의 숙련개발 투자를 유인하고 고숙련 사회를 이끄는 요인의 하
16)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조합주의체제의 국가와 다원주의의 국가 사
이에 차이가 있다(Arulampalam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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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되었다. 고용의 안정과 노사협력에 의한 사업장단위의 노동질서도 또한
근속기간을 늘리고 숙련개발을 유인함으로써 고숙련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틀의 하나이다17). 아울러 기업이 은행의 장기투자자금으로 운영되고
기업경영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 단기적인
실적에 기속되지 않고 숙련개발을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일
의 고숙련경제를 보완적으로 이룩하여 온 제도적 틀이다.
1990년대 독일 통일 후 독일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독일의 직업훈
련모형은 인기를 잃게 되며 독일의 이원화체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지식정보화와 세계화가 진전되며 독일의 이원화체제는 많은 문제
점을 노정하여온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Finegold, 1999; Culpepper, 1999). “훈
련직종, 훈련방법과 재정 등에 대한 노사정이 합의가 지연되어 급격한 직업구
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지식정보화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인지 능력
과 정보처리능력 등을 위한 기본교육을 확충하여야 함으로 도제식의 직업훈련
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도제교육에 대한 수요와 교육훈련에 나서는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 “제조업 고용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부문 고용의 비중이 늘
어나고 있다”,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이 높아가고 있다”는 등은 도제교육의
수요․공급의 관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세
계화는 불가피한 추세이므로 독일의 숙련개발체제를 보완하여 온 이해관계자
의 지배구조가 와해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Culpepper(1999)는 경영단체
와 산별노조가 일선 조직을 통제하는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
할 만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지식정보화에 따라 이원화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데에도 큰 이견
이 없다. 이미 훈련 직종과 교과 내용을 조정하고 이원화체제와 대학교육의 연
계를 강화하는 등 이원화체제는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서 이원화체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
상된다. 정보화에 따라 계속교육이 늘어나고 고등교육이 확충되어가는 고학력
화의 추세도 이원화체제에는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고학력화에 따라
17) 독일은 산업별로 노동시장이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중위수준의 근속기간
이 7.5년으로 나타난다. 기업별 노동시장인 일본은 8.2년, 미국은 3년이었다(Gre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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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지위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독일의 고숙련
사회를 이끌어온 것은 이해집단 사이의 신뢰와 협력, 경제사회적인 형평성에
기초를 둔 사회적 조합주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 지위경쟁을 유도
한다면 독일의 고숙련사회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18). 그러나 Finegold
(1999)와 Culpepper(1999)는 독일의 사회적 조합주의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지
식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른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이원화체제를 중심
으로 하는 숙련개발체제는 근간을 유지되어 나갈 것으로 본다.

Ⅲ. 숙련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1. 숙련개발 파트너십의 진전
서유럽에서의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은 1985년에 유럽 수준을 대
표하는 사회적 파트너인 ETUC(유럽노총), UNICE(유럽경총)와 CEEP(유럽공
공부문경총)가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위시하여
오래 전부터 추구되어 왔다19). 서유럽에서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방향이 폭넓게 수용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영계는 생산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다기능 노동력
이 필요하였으므로 다기능 노동력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사회적 파트너십
에의 참여를 확대하여 왔다(Lucio et al., 2007). Gasskov(2000: 107)는 산업계
가 직업훈련에의 참여를 늘려온 원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공공훈련
기관의 취약한 재정 여건으로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개발이
18) 다수의 청소년을 도제교육으로 유도한 것도 이러한 독일의 사회적 조합주의였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약 3분의 2의 청소년이 이원화체제에 의한 도제교육에 참여한다(Green, 2001).
이원화체제를 마친 청소년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폴리테크닉 학생의
3분의 2, 이공계 대학생의 3분의 1이 도제과정을 마친 자격취득자이다(Attwell & Rauner,
1999).
19) 각각 European Trade Union Congress(ETUC), Union of Industrial & Employer'
Confederation of Europe(UNICE)과 European Centre of Enterprises with Public
Participation and Enterpris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C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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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둘째, 산업계가 공공훈련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여 기술적인 지원과 훈
련과정의 설계에 참여한다. 셋째,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산업계가 변화하는
훈련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넷째, 산업계의 직업훈련 참
여가 제고되도록 유도하는 정부와 노동계의 정책에 부응한다.
한편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위한 전략적 과제로
서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추구하여 왔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숙련개발 서비
스의 제공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Reinbird, 2005). 1990년
대 들어 영국노총(TUC)이 숙련개발을 위한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사회적 파트
너십을 정책 지표로 추구하여 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20). 서유럽의 조합주의
국가에서는 숙련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은 사회적 조합주의를 형성하는 중추적
인 제도적 틀의 하나로서 노동운동이 관리하여 나가야 할 과제였다. 계속교육
훈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계속교육훈련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확충하여
나가는 것이 노동운동에게 새로운 과제로서 부상되었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의 토대를 제공하여온 서유럽의 문화도 또한 중요한 원인
이 되었다. Stuart & Wallis(2007)는 이러한 문화가 다음의 세 가지의 사회적인
인식에 의한 기본 원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첫째, 노사는 서로 다른 이해
를 추구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둘째, 노사는 대표하는 단체를 조직하
여 정책협의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이한 이해를 대변한다. 셋째, 대표단체
간의 타협에 의해서 고용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만든다.
서유럽의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유럽연합의 정책적 지원을 배경으로 하여 진
전되어 왔다21). 유럽연합에서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1994년 에센 정상회의
(Essen Summit)의 결의로 고용전략(EES)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전략적인 과
제로 부상되었다. 유럽연합의 고용전략에서는 직업훈련이 작업조직을 현대화
하고 유럽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중추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은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이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직업훈련을 통해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실업자
20) 영국 노동운동의 재활성화전략에 대하여는 Heery et al.(2003)과 Frege & Kelly(2003)
를 참조.
21)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숙련개발정책에 대하여는 Heyes(2007)와 Winterton(2007)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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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의 고용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사회적 파
트너십에 토대를 두고 EES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별 계획22)을 작성하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수준의 경영계와 노동운동은 유럽연합의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추
진하여 나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중앙 노사조직인 ETUC,
UNICE와 CEEP는 2002년에 ‘평생직업능력과 자격제도의 개발을 위한 추진계
획(Framework of Actions for the Lifelong Development of Competencies and
Qualifications)’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유럽연합 각국의 노사 회원단체를 이끄는
지침이 되어 숙련개발 파트너십에 토대를 둔 정보의 교류, 직업훈련 수요의 분
석과 유럽 자격체계의 정비에 진전에 기여하였다. 유럽연합의 농업부문, 전기
부문과 호텔과 레스토랑부문의 산업별 수준에서의 노사 대표조직 사이의 사회
적 대화도 자격의 교류와 숙련개발에 관한 정보교류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2000년 리스본위원회에서는 숙련개발이 유럽연합의 지식기반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토대로서 선언되고 2002년 바르셀로나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을 교육훈
련의 세계적인 모범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 천명되는 등, 숙련개발에 대
한 유럽연합의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유럽 수준에서는 학점의 교류방
법을 개선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자격의 부여, 자격체계의 도입 등에 관련한 가
시적 성과가 있었다. 국가 단위에서는 EES가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적지 않은 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수준의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 직업훈련 파트너십이 가시
적이고 급격하게 확충되어온 것은 아니다. 유럽위원회의 정책 지침은 회원국에
하드 로(hard law)가 아닌 소프트 로(soft law)로 주어지므로 적용을 강제할 수
는 없다. EES의 국가계획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노사와 긴밀한 협의를 갖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일부에서 유럽
수준에 직업훈련의 의무를 강제하는 규범을 설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당분간
22) EES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매년 국가별 계획(처음에는 National Action
Plans(NAPs), 후에 National Reform Programme Report)을 작성하도록 권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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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벤치마킹과 국가별 ‘좋은 관행(good practice)’의 보급과 정보교류에
의하는 방식 등의 개방형 조율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에 의존하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과 정치경제적 비용이 상이해서 ‘좋
은 관행’의 의미가 다르게 인식되는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 유럽수준의 정책이
확산되기가 쉽지는 않다(Heyes, 2007). 유럽연합 사회적 파트너 사이의 사회적
대화에 의하여 설정된 지침도 마찬가지로 개방형 조율방식에 의존하여 실천되
어야 하므로 각국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노사단체가 회원조
직을 강제할 수 있는 관료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영계와 노동운동이 숙련개발에의 참여를 지향하여 왔으며 숙련개발이 노
사 모두에게 유익한 공급 측면의 의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학습과 숙련 문제에
대하여 각계의 이해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적 조합주
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계속교육이 숙련개발의 중요한 과정으로 부상되며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때로는 기존의 경영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
며 숙련개발의 의미를 규정하는 문제, 숙련개발을 위한 재정의 부담 등을 둘러
싼 노사 간의 대립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유럽수준에서 보면 특히 재정문제나
훈련의 권한을 규정하는 문제에 대한 대립이 많았던 반면에 자격의 투명성을
높인다든가, 정보비용을 줄여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과제는 비교적 노
사 간에 이견이 적었던 부문이다(Heyes, 2007; Lucio et al., 2007).
유럽 각국이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의 국가별 체제를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경로의존적이고
느리게 진전되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Hall &
Soskice, 2001). 그러나 Winterton(2007)이 유럽 1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
베이에 의하면 서유럽에서 계속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파트너십이 상당히 진전
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Stuart & Wallis(2007)도 또한 영국과 네덜란드, 독
일, 스페인과 북유럽 3개국 등 7개국의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분석한 결과를 토
대로, 또한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유럽수준의 정책과 각국의 조율된 정책
이 유럽 각국에 많은 조합주의적인 학습 파트너십을 창출하여왔다고 주장한다.
좋은 관행의 이동을 통해서 서유럽 여러 나라 간에 숙련개발제도가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도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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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2. 숙련개발 파트너십에의 접근
숙련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은 나라별로 노사관계와 숙련개발체제에 따라 다
양한 형태를 갖는다.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경
제수준에서의 파트너십, 지역과 산업수준에서의 파트너십과 기업 단위에서의
파트너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파트너십을 이끈 과정을 기
준으로 하면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파트너십, 단체교섭과 협의의 과
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다.
Stuart & Wallis(2007)는 숙련개발 파트너십에 접근하는 형태(type of approach)
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조합주의의 학습 파트너십(neo-corporatist learning
partnership), 미시적 조합주의의 학습 파트너십(micro-corporatist learning
partnership)과 일선노조 주도 학습 파트너십(local trade union learning
partnership)으로 구분하고 있다. Stuart & Wallis(2007)가 제시한 각각의 형태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조합주의의 접근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영국 이외의 6개국의 서유
럽 나라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조합주의 접근은 국가수준 또는 부문
별 수준에서 숙련개발을 위한 단체협약을 성취시키기도 한다. 스웨덴의 자격제
도에 관한 합의, 스페인의 계속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독일의 바덴-뷔르템
베르크(Baden-Wuertemberg) 지역의 금속산업 단체협약 등이 예시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조합주의의 접근은 새로운 정부의 위원회와 자문기구에 노사가 참
여하여 새로운 법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도록 이끌기
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 조합주의의 접근은 숙련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틀과 정
책방향을 재정비하여 나가는 데에는 유력한 방식이다. 그러나 Stuart & Wallis
(2007)는 이러한 사회적 조합주의의 접근에 의해 체결된 사회협약이 산업현장
에서의 여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회적 파트너 사이에 약속된 계획이 실
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기
업의 경영자가 숙련개발 단체협약을 적극적으로 기피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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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조합주의 방식은 기업 단위의 생산성연합(productivity coalition)과 유
사한 접근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숙련개발의 체제를 발전시키는 숙련개발정책
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파트너 간의 협력적인 대
응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현장의 여건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일선노조 주도 학습 파트너십은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임박한 특수한 여
건에서 노조가 주도하고 지역정부와 교육훈련기관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하여 나
타나는 경우가 많다. 일선노조 주도 방식은 일반기능(general skills)의 숙련개발
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접근이다. 또한 숙련개발과 아울러 적극적 직업안정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대응하여야 하는 노동자들의 이해에 상응하도
록 설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숙련개발 파트너십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Winterton(2007)은 서유럽 13개국의 숙련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조사와 각계
와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노사관계와 숙련개발체제로 유형화한 국가군별로 국
가별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비교하고 있다. Winterton(2007)이 유형화하고 있는
국가규율 학교 중심의 모형, 국가규율 작업장 중심의 모형, 시장주도 학교 중심
의 모형과 시장주도 작업장 중심의 모형 등 4개의 모형23)에 따라 각국의 숙련
개발 파트너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규율 학교 중심의 체제는 프랑스를 위시한 벨기에, 스웨덴 등 다수의 나
라의 숙련개발체제이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숙련개발에의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가 노동법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화의 수준이 높다. 노사정의
정책협의는 각급 수준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직업교육훈련
에 관한 입법은 사실상 노사의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또한 직업자격을 관
리하는 정부 각 부처의 자문위원회에 노사가 참여하는 등 사회적 파트너 조직
23) Winterton(2007)은 노사관계와 숙련개발을 규율하는 방식(mode of regulation)과 교육훈
련이 이루어지는 장을 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노사관계와 숙련개발의 체제를 유형화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그 나라의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체제에 의해서 경
로 의존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전제한 접근이다. 노사관계체제가 숙련개발 파트너
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이 사회적 파트너를 중심
으로 하여 벤치마킹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간접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럽연
합이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확충시키려는 정책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노사관계의 여건에 크게 달려 있다는 Lucio et al.(2007)의 지적도 이러한 맥락
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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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직업교육훈련의 관리에도 참여한다. 정책협의와 아울러 사회적 수준에서
의 단체교섭이 직업교육훈련의 제도를 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한다.
노동자에게 교육훈련의 권리를 부여한 프랑스의 2003년의 평생학습에 관한 전
국협약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국가규율 학교 중심 체제인 스페인도
2000년 사회협약으로 노동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기업 단위의 계속교육에 대
하여 정부의 지원을 규정한 바 있다24).
독일,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의 국가규율 작업장 중심의 모형은 독일의 이원화
체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회적 파트너는 교육훈련의 정책결정과 정책의
모니터, 평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된다. 교육훈련의 과정과 자격개발과 자격개
발정책의 추진에서의 사회적 파트너십은 광범하다.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의 경
우에도 숙련개발은 사회적 조합주의가 적용되는 중추적인 장이다. 오스트리아
의 사회적 파트너는 계속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Fachhochschulen)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시장규율 학교 중심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이탈리아는 숙련개발의 파트너십
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 사회협약을 비롯하여 경쟁력 조합주
의(competitive corporatism)에 토대를 두고 직업교육훈련을 제고하기 위한 사
회적 수준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산업현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
하였다. 남부 지역의 구조적 실업문제로 사회적 파트너의 관심이 일시 방편적
훈련과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에 기인된바 크다. 아울러 학교 중
심체제가 작업장 영역으로부터 직업교육훈련을 분리시키게 됨으로써 노사참여
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도 부분적으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규율 작업장 중심의 모형을 대표하는 영국의 경우는 1980년대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며 조합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3자로 구
성된 ITBs(Industry Training Boards)를 해체하고 사용자 주도의 TECs에 노동
조합의 참여는 비공식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회
적 수준에서의 참여를 억제한 보수당 정부의 정책은 노동조합이 작업장수준의
24) 스페인은 1980년대 이후 노사정의 정책적 조정에 의해 직업훈련제도를 개편하여 왔다.
1990년대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직업훈련분담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직업교육훈련의 재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강화하여 나
가고 있다(Lucio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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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노조학습기금은 이러한 노조의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노동당이 집권하며 숙련개발기구에의 노조의 참여가 복원되고 노
조학습재원과 노조학습대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작업장수준에
서는 영국의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학습을 선도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영국과 같이 시장규율 작업장 중심의 모형으로 분류되는 아일랜드와 네덜란
드는 1980년대 이후 경쟁력 조합주의를 구축하여온 대표적인 나라로서 사회적
파트너의 합의를 토대로 숙련개발을 이끄는 조합주의 방식을 확충하여 왔다.
아일랜드는 1987년 국가재건계획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 이래 사회적 파트너가
경제사회 정책운영과 함께 직업훈련 부문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네덜
란드는 사회적 파트너들이 직업교육훈련의 참여율을 2010년까지 유럽에서 가
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설정한 사회협약을 토대로 산업별로 직
업훈련분담금과 직업훈련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Winterton(2007)에 의하면 국가규율체제는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사회적 파트너는 숙련개발의 주체로서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
는 데에 비해서 시장규율체제에서는 숙련개발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교육훈련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중심체제에서는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여지가 제약되는 데에 비해서
노사가 작업장에서의 노동질서의 구축에 숙련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작업장 중
심의 체제에서는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발달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예를 들면
교육훈련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부문에서는 학교 중심의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도 작업장 중심의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트너가 일정한 역할을 하지
만, 독일의 경우에 노사협력으로 관리하는 훈련생을 모집하는 일에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노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이처럼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체제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하지만, 숙련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이 이러한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의 제도
적 틀에 의하여 단순하게 규정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Stuart and Wallis,
2007). Winterton(2007)은 영국과 같이 숙련개발에 대한 국가규율의 수준이 낮
은 나라에서도 작업장수준에서 단체협약을 통한 파트너십이 활성화될 수 있다
는 것에 주목한다. 영국의 경우 보수당 정부가 노동운동을 숙련개발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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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참여에서 배제한 것이 노동운동으로 하여금 숙련개발을 위한 산업현장에서
의 참여를 제고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Winterton(2007)은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여러 유형의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체제에 따라 경로의존적으로 형
성되는 것이고 파트너십에 따라 장점이 있으므로 유럽연합 수준에서 숙련개발
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숙련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은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 다양성이 늘어가는 가운데 집
중화의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관리하고
회원국과 산업부문 사이에 정보와 관행의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는 유럽연합 수
준에서 유럽위원회와 사회적 파트너들이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숙련개발 파트너십의 파급효과
앞에서 본 대로 서유럽에서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숙
련개발 파트너십이 숙련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이외
에도 숙련개발에는 노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서유럽의 사회문화적인 인식
과 노동조합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노동운동의 기대 등에 기
인된 것이다. 서유럽의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진전되어 왔다는 것은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이러한 사회적인 기대에 어느 정도는 부응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서유럽의 숙련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분석에 가장 근접
한 Winterton(2007)과 Stuart & Wallis(2007)의 연구 결과도 숙련개발 파트너십
의 결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경로의존적으로 진전되어 왔으므로 아직까지는 숙련개
발 파트너십이 숙련개발체제를 변화시킨 예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시장모형의 영국의 경우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노동조합의 숙련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각급 숙련개발정책 추진에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왔지만 영국의 시장모형의 숙련개발체제의 근간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노동당
정부가 노동조합의 참여를 지원하였지만 여전히 경영 측이 주도하고 시장의 기
능에 의존하는 숙련개발정책을 탈피하여 조합주의 모형의 숙련개발체제를 추
구하여 온 것은 아니다(Rainbird, 2005). 영국이 숙련개발을 규율하여 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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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체제와 노사관계, 금융시장제도, 산업의 조직과 작업조직 등이 크게 변화
되지 않았다는 점도 또한 영국의 시장모형의 숙련개발체제에 큰 변화가 없었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숙련개발체제에서의 조합주의적 성격을 강화시
켜 온 바도 적지는 않다고 본다. 독일과 같은 조합주의 숙련개발체제에서도 계
속교육훈련은 전통적으로 조합주의의 규율에서 벗어나 있었다. 계속교육을 규
율하는 숙련개발 파트너십의 확충은 독일의 경우 조합주의 숙련개발체제를 지
속시키고 나아가서는 강화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숙련개발 파트너십의 확산은 Stuart(2007)의 지적과 같이 공급
측면의 조합주의의 진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숙련개발을 사
회적 파트너십이 시장모형의 숙련개발체제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향
후의 추이가 주목이 될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서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파트너십은 조합주의 숙련개발체제를
심화시켜 온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Winterton(2007)이 시장모
형의 숙련개발체제로 분류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좋은 예이다. 아일
랜드와 네덜란드는 당사자주의(voluntarism)의 전통을 가진 나라이지만 1980년
대 이후 사회협약을 토대로 경쟁력 조합주의를 구축하여 온 대표적인 나라이
다. 노사는 정부와 아울러 숙련개발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협의민주주의,
유연안정성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사회제도에서도 대륙유럽의 사회모델을 선도
하고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제사회적 체제를 다원
주의에 가까운 유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980년대 이후
의 사회적 대화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를 조합주의모형의 국가로 유도하여왔
다고 볼 수 있다25).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노동운동의 재활성화에 가시적인 계기를 제공한 명확
한 예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1990년대에 이후 영국의 경우 노동운동이 숙련
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위시하여 사회적 파트너십을 기치로 내걸고 노
동조합의 재활성화 전략을 추구하여 왔지만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된
것은 아니다. 당사자주의의 영국의 노사관계체제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을 추구
25) 아일랜드의 사회적 파트너십과 협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Teague(200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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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리더십과 노동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므로 노동
운동의 내부 저항을 비롯한 경로의존에 의한 저항도 적지 않았다(Heery et al.,
2003). 그러나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노사관계의 동력, 과정과 형태의 변화에 영
향을 미치고 노동운동의 역할을 높이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노동운동은 숙련개발이 노동자에게 노동생활의 가치를 높
여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또한 노사에게 국민경제수준, 산업과 지역수준과 사업
장단위의 각급 수준에서 학습과 관련된 정책과 산업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조율
하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사회적 대화를 확충하는 데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구조를
재구축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수준에서는 산업별 수준의 숙
련개발 파트너십이 유럽연합의 숙련개발정책을 실천하도록 연결하는 통로로서
국가와 경합하는 위치라고 볼 수도 있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노사관계의 구
조조정에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할지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잠재된 가능성은 대
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Lucio et al., 2007).
Stuart & Wallis(2007)는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노사가 추구하는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학습 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한 숙련(skills for participating in
learning partnership)’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지적한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일선현장의 생산성 연대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의 파트너십이 개발되고 연계적으로 조율
이 되어야 한다. 일선노조를 비롯하여 이러한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역량을 강
화시키는 노동운동의 숙련개발이 중요한 전제요건이라는 것이다. Stuart & Wallis
(2007)는 아울러 경영계의 파트너십을 위한 역량 개발도 필요하며, 특히 중소
기업의 경우 경영계의 ‘학습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한 숙련’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서구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이 선) 

211

Ⅳ. 정책적 시사점

1. 고숙련사회를 위한 노동시장․노사관계와 숙련개발체제의 개혁
우리나라의 숙련개발체제는 직업교육훈련을 공급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학교모형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모형의 유형에 속할 것이다. 한편 숙련개발을
위한 수요와 공급을 규율하는 원천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주도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26). 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토대로 교육훈련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우리
나라의 국가주도 숙련개발체제가 급격한 산업화를 뒷받침하여 산업인력을 성
공적으로 공급하여 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식정
보화와 아울러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주도 모형은
숙련개발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양 측면에서 모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
다. 대학입시를 위한 획일화된 교육에서 오는 교육훈련의 공급체제의 취약성은
갈수록 심화되어 왔으며, 인문 위주의 고등교육의 팽창에 의한 과잉교육(overeducation)을 이끌어온 숙련개발의 수요체제는 경제사회적인 선진화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27). 숙련개발체제의 혁신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정책적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숙련개발체제는 무엇일까? 앞에서 본대로 높은
수준의 숙련인력을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인 제도적 틀이 구축
되어 있는 사회를 고숙련사회(high skills society) 또는 고숙련경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숙련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숙련개발체제가 우리나라가 지향하여
나가야 할 숙련개발체제라고 할 수 있다.
26) Ashton et al.(2000)은 우리나라의 숙련개발체제를 개발국가모형(developmental state
model)으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ILO(1988)는 국가주도체제(state-driven systems)로서
수요에 의해 견인된 체제(demand-led system)로 유형화하고 있다.
27) 우리나라는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진전되어 왔다는 수요관
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국가모형 숙련개발체제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
등교육 진학률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수요 관리의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비교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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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시장지향적인 교육훈련체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주도의 모형에 대
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의 기능을 살려 교육훈련의 전달체계
를 유연화한다는 의미에서 시장지향적인 정책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훈
련의 수요자인 산업계와 노동자, 학생의 참여를 넓혀 우리나라의 학교 중심의
교육훈련 공급체제를 보완하여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수요자 중심의 시장지향
적인 정책도 또한 확충하여 나가야 한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수요와 공급을 규
율하는 원천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화한 시장모형의 숙련개발체제가 우리나라
의 국가주도 체제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지위재(positional good)’를 공급하는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다. 학위에 대한 수요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기인된 바
크므로 수요공급에 의해 조정되는 시장메커니즘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시장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 명문대 학위에 대한 높은 수요를
명문대 학위 공급을 늘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모형의 숙련개발
체제는 인력의 수요공급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영국의 숙련개발체제
의 논의에서도 지적된 바다.
고숙련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관건이 되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과잉교육과 인력수
급의 불균형, 교육프로그램의 왜곡을 초래해 온 지위경쟁(positional competition)을
극복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28).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추
세이므로 지위경쟁에 대처하여야 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숙련개발체제
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지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위경쟁이 완화되려면 좋은 일자리
(decent work)가 늘어나야 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의 격차가
완화되어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된 장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
다. 또한 작업장 혁신을 통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무를 충실화시켜 나가는 기업의 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위경쟁의 문제에서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독일
28) 하연섭(2009)도 지위경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어 본고와 같은
입장이다. 지위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복지정책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
다. 과잉교육의 문제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보고자료(2009. 3. 20)인 정태
화 외(2009)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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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독일에서 이원화체제 도제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높은 것은 독일
의 숙련개발체제와 노동시장․노사관계체제와의 제도적 보완성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조합주의체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려울 것
이지만 우리나라의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체제가 지향하여야 할 귀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숙련개발체제는 여러 경제사회제도와 제도적 보완성을 갖기 때문에 숙련개
발체제만을 바꾸는 정책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와 교육훈련의 공급을 이끄
는 원천이 바뀌어 나가는 것은 아니다. 고숙련균형을 위한 교육훈련의 수요와
공급의 관리는 숙련개발체제와 연계하여 관련 경제사회 제도의 개혁이 수반되
어야 가능한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노사관계제도와 아울러 숙련개
발체제를 개혁하여 고숙련사회를 구축하여나가는 폭넓은 시각에서의 중장기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고숙련사회를 위한 전략적 과제
독일을 위시한 조합주의 숙련개발체제가 우리나라에 보여주는 근간이 되는
과제가 숙련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형태의 사회적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은 원칙에 있어서는 노사 모두가 수용하는 과
제이므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본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진국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과제이기도 하
다29). 숙련개발체제의 혁신이 중요한 과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숙련개발 사회적
파트너십을 숙련개발정책의 전략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30).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국민경제수준과 산업․지역수준, 사업장수준에서 다양

29) 선진국 중에서 숙련개발 사회적 파트너십에 가장 소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그러나 미
국도 숙련개발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위스콘신 지역의
숙련연합(WRTP)에 대한 위스콘신 주정부와 연방노동부의 지원이 대표적인 예이다(Parker
& Rogers, 1999).
30) 노동부와 관련정부부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올린 자료인 노동부(2009)는 ‘시장
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시장친화적’을 앞세운 것은
교육훈련의 전달체제를 유연화하여 나간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지만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나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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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과제이다. 또한 공급 측면의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제공하므로 참여협력의 노사관계의 토대를 구축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국민경제수준, 산업․지역 등의 사
회적 수준에서의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사
관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숙련개발 파
트너십을 또한 참여협력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사관계의 기능을
제고하여 나가는 노사관계체제의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1). 고숙련사회는 앞에서 본대로 숙련개발체제와 노동시장, 노
사관계체제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이므로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사관계의 기능을 강화하여 나가는 것은 노사관계체제의 혁신, 나
아가서는 고숙련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3. 숙련개발 파트너십의 다각적 확충
숙련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은 나라별로 노사관계와 숙련개발체제에 따라 다
양한 형태를 갖는다. 서유럽 각국의 숙련개발 사회적 파트너십의 경험을 참고
로 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상응하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형태를 모색하고 다각
적으로 확충하여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숙련개발은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고 국가가 주도하고 있어 Winterton
(2007)이 제시하고 있는 유형 중에서는 프랑스, 스웨덴의 학교 중심 국가주도
모형에 가까운 숙련개발체제를 가지고 있다. 학교 중심 국가주도모형에서는 국
가의 법규범에 의한 제도화로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중심
국가주도체제에서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사정 정책협의가 숙련정책을 개발하
는 역할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이 국민경제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각급 산업․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분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영국의 당사자주
31) 노사관계체제의 변화와 정책적 과제에 대하여는 이 선(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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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에 가까운 점도 있다. 조합주의의 제도화수준에서는 낮지만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숙련개발에 참여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영국의 숙련개발 파트너
십도 정책적인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조합주의적인 접근과 아울러
영국과 같은 당사자주의적인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서유럽의 각국에서도 나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숙련개발
파트너십의 형태는 다양하다. 영국의 경우에도 숙련개발 공공기구인 LSC나
SSCs(Sector Skills Councils)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의 숙련연대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합주의 방식
의 파트너십과 산업현장에 따른 유연한 접근 방식이 특정한 숙련개발체제에서
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서유럽의 경우 숙련개발의 관리 차원에서의 파트너십도 광범위하게 확산되
어 있다. 조합주의 모형의 숙련개발체제의 국가에서는 교육훈련을 관리하는 거
버넌스에의 참여하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숙련개발을
위한 재원과 사업이 관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숙련개발을 관리하는 권한의 재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4.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한 숙련개발 파트너십
서유럽의 경우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노동운동이 관련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기여하는 과제로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
로 추구하여 왔다. 또한 노조주도의 숙련개발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노동
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에 따라 급격
히 부상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조직률
이 떨어지고 민주화에 앞장서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권익을 대변하여 왔
다는 인식이 퇴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투적 조합주의의 잔재를 거두
고 참여적 노동운동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나가야 필요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크
다. 노동운동은 영국의 예에서와 같이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노동운동의 재활성
화를 위한 중추적 전략으로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숙련개발
을 위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협의채널을 확충하여 나가는 것은 노동운동이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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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온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사관계의 기능을 높여가는 현실적인 접근방안이
기도 하다. 노사조직의 역량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
원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영국을 비롯하여 서유럽의 정책을 벤치마킹하
여 노동조합의 숙련개발 참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제고하여 나가야 한다.

5. ‘학습 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한 숙련’의 개발
Stuart & Wallis(2007)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노사의 전문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의 노사단체의 취약한 전문성과 부족한 전문 인력을 고려할 때 ‘학습 파
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한 숙련’의 개발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문 인
력과 관련 인프라를 개발하는 노동운동과 경영계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유럽에서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확충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노사단체의 사
회적 대화에 의해서 고용질서를 규율하는 기본 질서를 만들어 온 문화와 노사
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의 정통성이 역사적으로 정립되어 왔다는 데에 기인된 바
크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관행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나가기는 어렵
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화를 선도하고 노사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
책적 의지와 추진 역량도 역시 ‘학습 파트너십을 위한 숙련’의 개발이라는 범주
에 속하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Ⅴ. 결 어

우리나라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수차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어낸 바 있다(장홍근 외, 2009). 정부의 숙련개발 관련 정책자문위원회에 노사
가 참여하는 것도 낮은 수준이지만 숙련개발 파트너십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5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노사참여형 능력개발체제의
구축이 천명되는 등 사회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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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되어 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아직은 대단
히 미미한 수준이다32). 숙련개발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은 지역별 노사단체의 공동훈련을 지원하는 정책과 노사협력 재정지원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발전법(제12조 제2항)에
의해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산업별 인적
자원개발협의체에도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33). 숙련개발을 사회적
파트너십이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노사정 각계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확충하여 나간다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일 정
도의 수준이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적 쟁점인 숙련개발과 노사관
계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이다. 숙련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각계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
어 나가기 위한 전략적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노사정
각계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유럽연합의 정책적
과제로서 각국이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진전시켜 온 서유럽의 경험을 숙련개발
과 노사관계체제에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정책적인 시급함에 비추어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준거 자료와 토론이 부족한 현실이다.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도적인 연
계성을 폭넓게 살펴서 논의하여야 할 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본고는 논리의
치밀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준거 자료를 개발하고 토론의 대상이 될 문제점과 방
향을 넓게 모색하여 제시하는 데에 보다 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32) 산학협력정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해서 숙련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참여와 대기업, 중
소기업의 숙련개발 공급 체인(supply chain)을 유도하여 왔지만 본고에서 논의하는 숙련
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
원부(2006), 교육과학기술부(2009), 노동부(2009).
33) 숙련개발을 위한 산업별 협의회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조직되는 것이 선진국의 상
례이다.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체제가 영미형의 당사자주의의 체제에 가까운 캐나다와 호
주의 경우에도 숙련개발을 위한 산업별 협의회는 노사대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영국의
경우도 노동당이 집권하며 숙련개발 산업별협의회(SSCs)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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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kill Formation Systems and the Social Partnership
Approaches of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Seon Lee
The state-led model of skill formation system of Korea has revealed
lots of problems at both sides of skill supply and demand as the
knowledge-based and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has evolved. This study
reviews the skill formation systems and the partnership approaches of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s
follow.
First, over-education and positional competition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The corporatist model of skill formation system provides good
practices leading to the high skill equilibrium based on high social
demand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 comprehensive approach
with long-term prospects should be carried out integrating reforms of skill
formation system with reforms of labour market and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Second, The social partnerships for skill contribute to the
reformul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along with enhancing the
efficiency of skill formation. It is desirable to take the policy of social
partnerships of skills as a strategic measure to develop both systems of
industrial relations and skill formation. Third, there are diverse forms of
approaches of social partnerships of skill. Diversified partnerships should
be pursued including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legislation, meso-level
concertation and firm-level micro-corporatism. Firth, social partnership for
skill has been taken as a core program for labour union revitalization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It provides also a good lesson for the si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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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movement of Korea. Finally, 'skills for participation' of labour
unions and employers should be developed. Political will and resources of
government should be also important.
Keywords : skill formation systems, social partnership for skill, the market
model, the corporatist model, the state-led model, high skill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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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

정 진 우**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사상병(私傷病) 때문에 근로불능이 된 근로
자는 임금청구권이 당연히 상실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상병으로 인하여 소
득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상실된
소득을 보상하는 것이 생활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
상병에 대한 치료급여는 제공하고 있지만, 사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서는 어떠한 배려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독일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근로자의 사상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상이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주로 노동법(사법)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
면, 일본은 사회보험법(공법)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양 제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사상병시 소득보장
에 관한 법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핵심용어 :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 상병수당, 근로불능, 임금계속지불법, 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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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이하 ‘상병’이
라 한다)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계약법의 이론에 의하면, ‘업무상 외의 상병’(이하 ‘사상병’이
라 한다)으로 인한 근로불능은 근로자측에 기인하는 근로의무의 급부장해로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예외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사용
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면,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 기간 중 임금지불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민법 제537조 참조)1). 그 결과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불
능 기간의 소득(임금) 상실로 인해 근로자 자신은 물론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
협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상병 때문에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그 기간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하여야 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병수당제도 등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규범적 관점에
서 근로자의 사상병시 소득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2). 따라서 사회법의 영역에서 사상병에 걸린 근로자의 소득을 어떤 방
식으로 보장해야 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고 말할 수 있다.
1) 水島郁子,「疾病労働者の処遇」,『講座21世紀の労働法 第7巻 ― 健康․安全と家庭生活』, 有
斐閣, 2000, p.133.
2) 상병수당에 대하여 법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없지만,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는 개괄적으
나마 검토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보인다. 조원탁,「한국의료보험의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1995; 곽순
근,「상병수당 도입시 재정지출 규모 검토」,『건강보험동향』제7호, 사회보장연구센터, 2000;
최인덕․김진수,「상병수당제도 도입방안 연구」,『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사회
보장학회 2007.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정진우) 

227

여기에서는 이 문제의식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주로 노동법에 의한 해결을 취하고 있는 독일과 사회
보험법에 의한 해결을 취하고 있는 일본을 대비하여 고찰함으로써, 사상병시
소득보장에 관한 법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 있어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사상병시 소득보장의 필요성

사상병은 근로관계와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험
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노무급부상의 장애이다.
근로자가 이러한 사상병에 걸릴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는 사상병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불능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문제가 동시
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치료비용은 일찍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
가에서 공통적으로 의료보험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상병 기간
동안 소득보장의 문제는 사회보장 방식으로 처리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주로
노동법 방식으로 처리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등 그 처리 유형이 동일하지 않다.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를 갖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보장수급권으로 이해되고 있
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일반규정(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가
사상병시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3)
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법의 영역에서 사용자에게 사상병시 근로자에 대한 소
득보장을 의무지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을 법정급여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3) 헌법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장수
급권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사회보장수급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
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
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한다(2003. 5. 15. 2002헌마90; 2004. 10. 28. 2002헌마32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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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에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임의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
서 부가급여를 출산 전 진료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병수당제도를 실시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저부담 저보
장’을 제도 운영의 기조로 삼으면서,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시급성은 상대적으
로 떨어지는(대국민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병수당을 법정급여(강제급
여) 형태로 도입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병수
당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 도입 명분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의급여 형
태로나마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놓고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재원상황 등
을 보아가며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방식인 노동법에 의한 처리방식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노
무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 ‘임금 미지불의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
니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
저 노무급부 불이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귀책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긍정된다. 또한 사용자의 귀
책사유로 휴업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
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에 의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
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가 지급된다. 그러나 노
무급부 불이행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부정된다.
근로자가 사상병에 걸린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가 사상병에 걸린 경우
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가 사상병으로 휴업하는 경
우 그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어느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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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4).
그런데 근로자에게 사상병이 발생하면 당해 근로자는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치
료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근로자가 요양(치료)에 전
념하도록 함으로써 근로능력의 조기회복을 도모하고 휴업에 의한 소득상실로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휴업기간 중의 임금상실을 일정한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 원인을 가지는 상병(사상병)
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발달해 왔다. 일찍
이 ILO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제102호 협약, 1952년) 제3절(제13조~제
18조)․제7절(제66조~제67조) 및 ‘요양과 상병 급여 협약’(제130호 협약, 1969
년) 제3절(제18조~제27조)에서 상병에 기인하면서 근로소득의 정지를 수반하
는 근로불능의 근로자와 경제활동참가자에 대하여 상병수당(Sickness Benefit)
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여 왔다5).
한편 우리나라의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
상병으로 휴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칙 등으로 유급상병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6). 그러나 이
와 같은 개별 기업 차원의 접근방식은 그 급여수준이 기업에 따라 차이가 크고,
게다가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대부분 그 급여의 지급 대상

4) 공무원은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낼 수 있
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 병가기
간 중에는 봉급의 전액(제수당을 포함한다)을 지급받지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
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0%를 지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
28조 제1항). 따라서 공무원은 업무상 외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휴직할 경우 최장
14개월 동안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봉급의 100% 또는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5) http://www.ilo.org/ilolex/english/convdisp1.htm.
6) 우리나라 기업이 지출하는 유급상병휴가(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포함) 비용을
추정한 연구에 의하면, 2006년 현재 7,570억 원으로 추계되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유급상병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경환 외,
『2006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OECD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08,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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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제도’ 차원에서 사상병시 소득보장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약근로자까지
도 사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7).

Ⅲ. 독일의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

독일에서 근로자의 사상병으로 인한 휴업 중의 소득보상은,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금계속지불법(Entgeltfortzahlungsgesetz, 일반적으로
‘EFZG’라 약칭한다)에 의해 업무상 상병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개시 후 사용
자로부터 일정기간 계속 지불되는 임금과, 동 기간 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
계없이 의료보험에 의해 일정기간 지급되는 상병수당금(Krankengeld)의 형태
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종래 독일에서 사상병에 걸린 근로자의 소득보장은 사회보험법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공황의 영향을 받아
질병금고의 재정이 악화된 것을 계기로 1930년대 초에 노동법에 의한 해결이
취해지게 되었고, 그 후 사회보험법에 의한 해결과 노동법에 의한 해결이라는
분열적 해결(gespaltente Lösung)의 시기를 거쳐, 결국 노동법에 의한 해결로 귀
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상병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책임이 의
료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용자로 전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
회보험법에 의한 해결방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며, 이에 의한 해결방식
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8). 임금계속지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즉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있어 6주를 초과하는 기간의 소득보장, 고용된
후 4주에 도달하기 전의 소득보장, 그리고 사상병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귀책사
7) 현재는 법제도적으로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급상병휴가를 보장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는 사상병이 발생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소득
보장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8) 水島郁子,「ドイツにおける疾病被用者の所得保障の転換」,『姫路法学』제25․26호, 1999,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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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는 경우의 소득보장은, 사회법전 제5편(의료보험)의 규정에 따라 보험
급여로서 지급되는 상병수당 급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에서의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임
금계속지불법과 상병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임금계속지불법

가. 임금계속지불법의 제정 배경
독일의 노동법은 19세기 이후, 근로자를 크게 블루칼라 근로자(Arbeiter)와
화이트칼라 근로자(Angestellte)로 구분하여 많은 분야에서 다른 법규제를 하여
왔는데, 이것은 상병휴업시의 사용자로부터의 임금지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였다.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경우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법규제가 존재하고 있
었는데, 화이트칼라 근로자 중 상업근로자의 경우는 상법전(HGB) 제63조에 의
해, 공업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업법 제133조c에 의해, 특수한 업종의 화이트칼
라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기타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
법전 제616조 제2항에 의해 각각 상병휴업시에도 6개월까지 계속하여 100%의
임금이 지불되는 식으로 소득이 보장되어 있었다9).
이에 반해 블루칼라 근로자의 경우는 일찍이 단체협약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195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법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56년 10월 24일부터 1957년 2월 14일에 걸쳐 금속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이었는데, 그 결과로 같은 해 6월 26일 ‘블루칼라 근로자
상병법’(Arbeiterkrankheitsgesetz)이 제정되었다. 단, 지불기간은 상병휴업의 3
일째부터였고(최초의 2일간은 미지급기간), 지급액은 임금의 90%까지였다. 그
후 1961년 7월 12일의 법 개정으로 지급임금액이 100%로 인상되었고, 지급 시
기는 의사에 의해 근로불능이 확인된 날의 익일부터로 변경되었다(최초의 1일
은 미지급기간). 그리고 1969년 7월 27일의 ‘블루칼라 근로자의 임금계속지불
법’(Lohnfortzahlungsgesetz, 일반적으로 ‘LFZG’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상병휴
업 1일째를 임금 미지급기간으로 규정하던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블루칼라 근
9) 鈴木宏昌他,『病気休暇制度に関する調査研究』,日本労働研究機構, 1998,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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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와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법적 규제는 거의 동일하게 되었다10).
나아가 1994년 5월 26일에는 그동안 근로자집단별로 구분․분산되어 있던
상병시 임금지급에 관한 여러 개의 법규정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마침내 모
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금계속지불법’(EFZG)이 제정되기에 이
르렀다.

나. 임금계속지불법의 취지
임금계속지불제도는, 이행불능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
우 채권자(근로자)는 반대급부청구권(임금청구권)을 잃는다(민법전 제326조 제
1항)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위험부담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다. 근로계
약에서 민법의 원칙을 관철하면, 근로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상병 발생
으로 노무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임금청구권을 상
실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진다. 임금계속지불법은, 근로자가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활에 대
해서 배려할 책임(배려의무)을 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이 위험을 부담시킬 필요
가 있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사상병으로 인한 휴업 중의 소득보상의 방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보험이라는 방식과 사용자의 임금계속지불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독일에
서는 양자가 병존하고 있고 최초의 단계를 후자에 맡기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
에게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11).

다. 임금계속지불 청구권의 발생요건
임금계속지불법은 근로자의 임금계속지불 청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병(Krankheit)12)에
10) Ahrens, “Tarifvertragliche Regelung zur Entgeltforzahlung im Krankenheitsfall : Das
Beispiel der niedersächsischen Metallindustrie”, NZA 1997, S.301 참조.
11) 鈴木宏昌他, 앞의 책, pp.200～201 참조.
12) Krankheit는 직역하면 질병으로 번역되지만, 의미상으로 상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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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6주까지는 근로불능이었던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잃지 않는다(제3조 제1항). 둘째, 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Wartezeit)으로서 4주간의 중단 없는 근로관계의 존속이 필요하다(제3조 제3
항). 셋째, 지급되는 임금액은 통상의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의 100%
이다(제4조 제1항)13). 여기에서 임금계속지불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서 다음
과 같은 사항이 도출될 수 있다. 즉, ⅰ)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 ⅱ) 상병이 있을
것, ⅲ)객관적으로 근로가 불능일 것, ⅳ) 상병과 근로불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ⅴ) 근로불능에 대해서 귀책사유(고의 또는 중과실)가 없을 것이 그것
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의 요건 및 이 청구권의 행사와 관련된 보고․증명
의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근로관계의 존속
먼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임금계속지불법에서는 직업훈련관계도
근로관계로 간주된다(제1조 제2항). 그리고 동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임금
계속지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4주 이상 지속된 이후에야 발생한다.
이 시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에 상병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의료보
험자로부터 상병수당급여를 받을 수 있다14). 한편 근로자가 근로 개시 후 최초
의 4주 동안에 상병에 이환되면 그는 이 청구권을 5주째부터 갖게 된다(상병이
지속되는 한). 새로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관계에 이어서 바로 또는 짧은 간
격을 두고 계속될 경우에는 새로운 유예기간(Wartezeit)은 요구되지 않는다15).
서는 상병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3) 1996년의 ‘성장 및 취업 촉진을 위한 노동법(노동법상의 취업촉진법)’ 에 의해 임금계속
지불법이 공포됨으로써, 개인적 질병에 의해 근로불능이 된 근로자의 결근기간 중 계속
지불되는 임금수준이 통상임금의 100%에서 80%로 인하되게 되었다(법 개정의 주된 이
유로서는, 상병휴업의 소득보상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
는 것과 사용자의 고비용 부담을 경감하려고 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1998년 집
권한 슈뢰더 정권은 같은 해 12월 19일 사회적 공정의 이념을 실현(근로자의 권리를 확
보)하기 위해 콜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법 개정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1999년 1월 1
일 시행). 그 조치의 일환으로서 상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해 지불하여야 할 임금이 통
상임금의 100%로 상향조정되었다(이상은 Hanau/Adomeit, Arbeitrecht, 14.Auf., 2007,
Rn.151; Igl/ Welti, Sozialrecht, 8.Aufl, 2007, S.108 참조).
14) Brox/Rüthers/Henssler, Arbeitrecht, 16.Aufl., 2004, Rn.383.
15) Löwisch, Arbeitrecht, 8.Aufl., 2007, Rn.1065-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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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병
상병의 개념은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의 상태가 상병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불능의 증명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점
에서 의학적 진단이 그 기초로 된다고 볼 수 있다(제5조 제1항 참조). 판례는
의학적 의미에서의 상병은 치료를 필요로 하고 치료가 가능한 모든 신체적 또
는 정신적 이상 상태라고 이해하고, 법률적 의미에서의 상병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16).
한편, 다수 학설은 상병의 원인을 문제 삼지 않는다. 즉 자살미수, 약물중독,
알콜의존증 등에 의해 야기된 정상이 아닌(이상) 상태도 상병에 해당된다고 해
석한다. 단, 이러한 상병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의 유무로 청구권 존부의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병이 존재한다고 바로 청구권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
다17).
3) 근로불능
임금계속지불 청구권의 발생을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상병이 있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고 근로불능인 것이 필요한데, 근로불능의 개념은 판례상 확립
되어 있다18). 즉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계약상의 노무급부 의무를 이행하
는 데 방해를 받고 있거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위험 하에서만 근로
가 가능한 경우에 그 상병은 근로불능의 원인이 된다. 근로불능의 개념이 판례
상 확립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상병의 내용 또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또 근로자에게 의무지워진 노무의 내용도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근로불능인지
아닌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 개별적인 검토가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적 검
토에 의해서도 근로불능인지 아닌지의 양자택일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근로불능과 근로가능 간에 회색지대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19).
한편 상병 중인 근로자가 비록 시간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노무급부 의
16) BAG 17.11.1960, AP Nr.21 zu HGB §63; BAG 1.6.1983, AP Nr.52 zu LohnFG
§1; BAG 29.2.1984, AP Nr.64 zu BGB §616; BAG 7.12.2005, AP Nr.34 zu TVG
Tarifverträge §1.
17) BAG 30.3.1988, AP Nr.77 zu LohnFG §1.
18) BAG 14.1.1972, AP Nr.12 zu LohnFG §1.
19) Thiele, Anm. zu BAG AP Nr.42 zu BGB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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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에게 부분적 노무를 이행할 의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적 임금계속지불을 전제로 하는 부분적 근로불능의
개념은 1985년의 취업촉진법과 관련하여 검토되었지만,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
때문에 도입되지는 않았다20).
4) 인과관계21)
근로불능은 상병에 의해 발생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상병이 근로
불능의 유일한 원인인 것이 필요하다22). 따라서 임금계속지불 청구권이 발생하
는 것은 근로자에게 상병이 없었으면 당해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었
을 경우로 한정된다. 기타의 경우, 예를 들면 파업, 직장폐쇄 등과 같은 노동쟁
의 기간이나 노사 간에 합의된 사업장의 휴일 중에는 임금계속지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휴가기간 중의 상병은 예외적으로 취급된다. 연방휴가법(Bundesurlaubsgesetz, 일반적으로 ‘BUrlG’라 약칭한다) 제9조는, 휴가의 목적이 휴
양인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의사에 의해 근로불능이라고 진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병이 근로불능의 유일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5) 귀책사유의 부존재
임금계속지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임금계속지불법상 귀책사유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와 학설은
주관적 요소로서 자기의 이익에 대해 사려분별이 있는 자에게 기대되어야 할
행위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을, 객관적 요소로서 그 위반의 결과가 사용자에
게 전가될 경우 부당하다고 평가될 것을 각각 제시한다23). 주관적 요소는 ‘중대
한’ 위반이라고 이해되고 있고, 중과실과 고의가 이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20) Brox/Rüthers/Henssler, 앞의 책, Rn. 384-385.
21) 水島郁子,「ドイツにおける疾病時の賃金継続支払」,『季刊労働法』 제172호, 1994, p.153
참조.
22) BAG 8.3.1973, AP Nr.29 zu LohnFG §1, BAG 7.9.1988, AP Nr.79 zu LohnFG §1.
23) Schmitt, Lohnfortzahlungsgesetz, 1992.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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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24). 객관적 요소에서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행동하는 근
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기본적으
로 사용자는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상병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한다고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
6) 보고 및 증명의무
임금계속지불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신고의무와 증명의무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불능의 사실과 그 예상되는 기간을 지
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1문). 근로불능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불
능의 사실과 예상기간이 제시되어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늦어도 다음 근무일까
지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2문). 근로자가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
명책임이 분배되어 근로불능 진단서에 의해 발생하는 사실상의 추정이 소멸하
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불능에 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없
을 때에는 임금계속지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임금계속지불 청구권
의 발생 여부가 근로불능 증명서의 제출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용자가 임금의 계속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동법 제7조 제1항 참조)25).
한편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보고의무와 증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
자는 의무이행을 독촉할 권한을 가진다. 근로자가 이 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하
게 되면 당해 행위를 이유로 해고가 문제될 수 있다26).

라. 임금계속지불 청구권의 법적 효과
1) 계속 지불되는 임금
임금계속지불법 제4조 제1항은 계속 지불되는 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본법 제3조 제1항에서 제시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자신
에게 기준이 되는 통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따라서
24) Schmitt, 앞의 책, S.55.
25) Brox/Rüthers/Henssler, 앞의 책, Rn.391.
26) Brox/Rüthers/Henssler, 앞의 책, Rn.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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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시에 계속 지불되는 임금은 임금계속지불 기간 중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
였더라면 수령하였을 금액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의 임금(real Arbeitsentgelt)이
계속 지불되어야 하는데, 이 실제의 임금은 계약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 당
사자의 실제 의사의 표명이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리관계(gelebten Rechts
Verhältnis) 의미로서의 근로계약’에서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보다
증가된 근로시간이 규칙적으로 요구되어 왔다면, 이것이 계약상 의무지워진 노
무급부의 표명이 된다27).
그리고 기본급 이외의 수당도 원칙적으로 지불되어야 하지만, ‘초과근로수당,
원격지수당, 오염작업수당 및 그것과 동등한 급부’는 예외적으로 지불대상으로
부터 제외된다28). 이들 수당은 실제의 노무급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비용변상적 측면을 가지므로 노무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이를 지불
하게 되면, 근로불능이 된 근로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29). 또 근로자는 근로불능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비용(예컨대,
잡비)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제4조 제1a항). 그 외에 근로자
의 상병 중에 사업장에서 조업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계속 지불되어
야 할 임금도 이에 따라 감액된다(제4조 제3항).
2) 기 간
상병을 이유로 근로불능이 된 근로자는 근로불능 기간에 임금에 대한 청구권
을 최장 6주간 잃지 않는다(제3조 제1항 제1문). 근로자가 기초적 질병이 동일
한 질병에 재차 이환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
항 제2문). “근로자가 동일한 질병을 이유로 새롭게 근로불능이 된 때에는, ⅰ)
새로운 근로불능이 되기 전 적어도 6개월간 동일한 질병을 이유로 한 근로불능
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ⅱ) 동일한 질병에 의한 최초의 근로불능의 개시
로부터 12개월의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불
능에 대해서 제1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그 후 다시 최장 6주간 갖게 된다.”
한편, 6주를 초과하는 임금계속지불 청구권이 민법전 제326조 제2항으로부
27) Brox/Rüthers/Henssler, 앞의 책, Rn.393.
28) Schmitt, 앞의 책, S.96, Löwisch, 앞의 책, Rn.1088 참조.
29) Schmitt, 앞의 책, 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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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생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상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위법
한 초과근로에 의해 근로자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주고 이것에 의해
그가 피로하여 쓰러진 경우, 당해 근로자는 근로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임금청
구권을 갖게 된다30).

2. 상병수당
독일의 상병수당급여제도는 1883년에 제정된 근로자 의료보험법에서 최초로
법정 최저급부로서 설계되었다31). 현재는 사회법전 제5편에 근거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병에 의해 근로불능이 된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제도로부터 현금
급부인 상병수당금이 지급된다(제44조 제1항).
그런데 상병수당은 임금계속지불법상의 임금지급 요건과는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금계속지불 청구권이 배제되는 때에도 근로자에게 상병수
당금의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고의로 상병을 초래한 경
우, 근로자 자신이 저지른 범죄나 고의적인 경범죄를 통해 상병을 초래한 경우,
또는 성형수술, 문신, 피어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그 급부가 거부된다(사회
법전 제5편 제52조)32). 한편 12세 미만의 자녀가 상병에 이환되어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업한 경우에도, 1인 자녀당 연간 10일(피보험자가 혼자서 양육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일) 한도로 상병수당금이 지급된다(사회법전 제5편 제45
조)33).
피보험자34)가 병원에서 질병금고의 비용으로 입원치료하거나 의학적 재활급
부(사회법전 제9편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근로불
능의 하위유형(Unterfall)으로서 당해 피보험자는 상병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가
진다35). 단, 피보험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범위에서는 상병수당에 대
30)
31)
32)
33)
34)

Löwisch, 앞의 책, Rn.1086.
松本勝明,『ドイツの社会保障 ― 医療保険』, 信山社, 2003, pp.16～17.
Löwisch, 앞의 책, Rn.1080.
古瀬徹․塩野谷祐,『先進国の社会保障④ ― ドイツ』, 東京大学出版会, 1999, p.221 참조.
독일의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강제피보험자, 임의피보험자 및 가족피보험자로 구성된다.
강제피보험자에는 근로자 외에 실업자, 자영농림업자 및 그 가족종사자, 예술가․저술가.
양성직업훈련생, 장애인 작업소에서 일하는 장애인, 대학생(14학기 이내, 30세까지로 한
정), 재활급부의 수급자, 공적연금의 수급자 등이 포함된다(松本勝明, 앞의 책, p.2).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정진우) 

239

한 청구권이 정지된다36).
상병수당은 먼저 근로불능으로 인하여 발생된 보수의 감소를 벌충하는 기능
을 한다. 또한 상병수당에는 상병에 걸린 피보험자가 완치될 때까지 그에게 직
장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상병수당 급여액은 근로불능이 되
기 전 4주간에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의 70%로서 당해 피보험자의 실수령임금
(Nettoarbeitsentgelt)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사회법전 제5편 제47조 제1항)37).
그리고 상병수당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지급된다. 다만 급부청구권
의 중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사회법전 제5편 제48조 제1항 제1문). 즉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는 근로불능이 개시된 날로부터 계산된 각 3년 동안 최장
78주간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3년이 지난 후 새롭게 상병수당금을 청구하기 위
해서는, 최근 6개월 이상 동안 상병으로 인하여 소득불능상태에 있지 않았고
소득활동을 하였거나 취업알선에 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는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사회법전 제5편 제48조 제2항). 이것에 의하여 장
기간의 근로불능상태에 있는 자는 상병수당의 청구권이 배제되는데, 이는 상병
수당이 단기간의 임금대체라는 본래의 기능에 반하여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급
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38).
그런데 상병에 의한 휴업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초의
6주간은 임금계속지불법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임금이 계속 지불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상병수당 지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가 임금계속지불법
에 의해 임금을 받고 있는 동안은 상병수당 지급청구권이 정지하므로, 결국 그
후의 78주가 상병수당의 지급기간이 된다(사회법전 제5편 제44조 내지 제49조
참조). 한편 근로자의 대부분의 상병기간은 6주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병수당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39).
이것은 상병건수, 상병근로자수 측면에서는 사상병에 대한 소득보장이 주로 사
35) Igl/Welti, 앞의 책, S.105.
36) Igl/Welti, 앞의 책, S.106.
37) 1996년 11월 1일의 법 개정(1997년 1월 1일 시행) 이전에는 근로불능이 되기 전 4주간
에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의 80%이었다.
38) Igl/Welti, 앞의 책, S.106.
39) 독일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연간 상병휴가일수는 약 23일로 조사되고 있다(鈴木
宏昌他, 앞의 책,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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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상병에 대한 개념은 의료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에서도 임금계속지
불법과 마찬가지로 입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종전부터
상병의 개념을 임금계속지불법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치료가 가능
한 비정상적인 신체적․정신적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40). 치료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
는 경우에 대해서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그 개념을 매우 넓게 해석하
고 있다41).
한편, 상병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상태를 악화시
키는 위험 하에서만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사회법전 제5편 제44조
제1항이 의미하는 근로불능에 해당된다42). 그리고 피보험자가 현재의 건강상
태에서 종전의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상병수당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43). 그와 동시에 상병과 부족한 근로능력 사이에 인과관
계가 존재하는 것이 근로불능으로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상병수
당의 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근로불능이 없었다면 당해 피보험자가 보수를 받
았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4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병수당의 지급요건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하지 않고 귀책사유 유무 또한 묻지 않으며 상병을 근로불능의 유
일한 원인으로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임금계속지불법상의 지급요건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상병과 근로불능의 개념, 인과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40) BSGE 26, 240(242); 59, 119(121) 등 참조.
41) Sticken, Die Entwicklung des Krankheitbegriffs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1985,
S.149 f 참조.
42) Igl/Welti, 앞의 책, S.105.
43) BSGE 26, 288 참조.
44) Igl/Welti, 앞의 책,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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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본의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

일본에서 상병수당제도는 1926년 건강보험법 제정 당시부터 법정급부로 규
정되어 실시되어 왔다. 건강보험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사상병
에 이환된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근로자)는 법률상 건강보험제도로부터 상병수
당금을 1년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45). 그러나 사용자는 독일과 달리 법률
상으로 근로자의 사상병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근
로자가 사상병을 이유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
지불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맡겨져 있다. 일본
에서는 실제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기업이 사상병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 유급상병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46).

1. 상병수당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요양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4일째부터 근로불능 기간 동
안 상병수당금으로서 1일당 표준보수일액47)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다. 상병수당금은 사상병의 요양 때문에 근로불능이 된 것에 의한 수입의 상실
45) 건강보험법 시행 당시에는 건강보험법의 강제피보험자는 공장법과 광업법의 적용을 받
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일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지급기간은 180일간에 불과하였
다. 그러나 1961년에 국민개보험체제가 실현되면서 건강보험법의 적용범위가 사업장 구
분 없이 사실상 모든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제외)으로 확대되고, 1977년에는 상병수당
의 지급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기에 이른다(厚生省保険局 編,『健康保険三十年史』, 全
国社会保険協会連合会, 1958, p.30 이하 참조).
46) 일본의 병가휴가제도에 대한 실태는, 鈴木宏昌他, 앞의 책, p.29 이하 참조.
47) 표준보수일액은 표준보수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표준보수월액은 건강보
험법이 등급별로 정하고 있는 금액으로서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 월액이 결정된
다. 단, 월액에 최저 및 최고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저임금자에게는 최저수준을 끌
어올리고 고임금자에게는 상한을 설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일정한 폭에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荒木誠之,『社会保障法読本[第3版]』, 有斐閣, 2002,
p.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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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감소를 보전하고 생활보장을 함으로써 근로능력을 조기에 회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한다48). 상병수당금의 지급요건은 피보험자가 요양을 위하
여 근로불능이 된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지급요건을 구성하는 요양 및 근로불
능의 요소에 대하여 각각 고찰한 후, 상병수당금의 지급수준을 검토하기로 한
다.

가. 요양 및 그 대상이 되는 상병
건강보험법상의 ‘요양을 위하여’가 의미하는 범위는 당초에는 ‘보험급여로서
받는 요양을 위하여’라고 해석되었지만, 그 후 해석이 변경되어 ‘보험급여로서
받는 요양을 위하여’로 한정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요양을 위하여’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49). 예를 들면, 자비에 의한 상병의 요양, 보험의(保險医) 이
외의 자에 의한 진료 등과 같이 보험급여로서 받는 요양이 아니더라도 상병수당
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의 전제로서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상병(건강보험법상의 보험사고로서의 상병)의 존재가 요구
되기 때문에 무엇이 요양의 급여대상이 되는 상병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요양의 급여대상이 되는 상병의 범위는 의학적인 정의와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건강보험법의 시행 당초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50). 건강보험
법 시행 당초에는 상병이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에 전혀 관계가 없는 상병은 제
외되었지만, 1941년에 이르러 근로능력과 직접 관계가 없어도 피보험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보험의료기관 및 보험의 요양담당규칙’ 제12조
에 의해 선천성, 후천성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진
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병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51). 단, 단순한 미
용 목적의 수술, 건강진단 등에 대해서는 요양급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52). 따
48) 法研 編,『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平成15年改正版]』, 法研, 2003(이하에서는『健康保険
法の解釈と運用[平成15年改正版]』이라고 인용한다), pp.743～744.
49)『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平成15年改正版]』, p.746.
50)『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平成15年改正版]』, pp.450～453.
51)『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平成15年改正版]』, p.450.
52)『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平成15年改正版]』, 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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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피보험자가 이와 같은 수술 등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는 보험급여의 대
상이 되는 상병을 이유로 한 근로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결과 상병수당
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나. 근로불능
행정해석 및 재결례에 의하면, 근로에 종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은 반드시 의학적 기준에 의할 필요는 없다. 이 판단은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종별을 생각하여 그 본래의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
으로 사회통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53). 따라서 근로불능에 관해서는 근로불
능의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 및 요구되는 근로불능의 정도가 문제로 된다.
1) 근로불능의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업무는 피보험자의
‘종전의 업무’이다. 종전의 업무에 대한 대체적 성격을 갖지 않는 부업 내지 내
직 등의 노무에 종사하거나, 상병수당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경
미한 다른 노무에 종사하는 것에 의해 임금을 얻을 수 있는 경우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근로불능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54).”
즉 다른 경미한 업무에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상병이라 하더라도 종전의 업무
에 종사할 수 없으면 근로불능으로 해석된다55). 이와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되
는 것은 휴직 후의 직장복귀가 원칙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판단기준의 귀결로서 상병의 정도가 동일하더라도 근로자가 종래 근무하고 있
던 업무의 내용․종류에 의해 근로불능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결례에서는 종전의 업무가 근로불능의 판단기준으로서 반드시 철
저히 관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당해 상병이 치료된 후 다시 종
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명백히 가능한 경우는

53) 1956.1.19,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 回答 제340호; 1954. 9. 13, 裁決.
54) 2003. 2. 25, 厚生厚生省保険局長 通知 제0225007호․社会保険庁運営部医療保険課長 通
知 제4호.
55)『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平成15年改正版]』, p.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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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재결례가 있는데56), 여기에서는
근로불능의 판단기준으로서 ‘일반적 업무’에의 종사 가능 여부가 제시되고 있
다. 그러나 ‘일반적 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일반
적 업무’가 당해 사용자의 지휘 하에서 제공되던 종전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
지, 아니면 보다 폭넓게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일정한 업무를 고려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 종전의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재활을 겸하여 경미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
우에 대해서도 재결례의 판단이 통일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재결례 중
에는, 종전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지만 경미한 업무에는 종사 가능한 근로자
에 대해서 근로불능을 인정한 것57)과 인정하지 않는 것58)이 있다. 특히 후자
중에는, “상병 요양 후의 근로는 바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경미한 업무로
부터 서서히 업무 강도가 높은 노동으로 이행해 가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판단
한 재결례가 있는데59), 이 재결례가 의도하는 경미한 업무가 종전의 업무의 일
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노동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재결례 중에는 종전의 업무와 다른 노동 또는 종전의 업무의 일
부가 판단기준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예가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해석과 재결례
사이에는 근로불능의 판단기준이 반드시 통일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완전한 근로불능의 요구
법률의 문언으로만은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불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
56) 1989. 12. 20, 裁決(당해 사건의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는 제강소에서의 전로(轉爐)내 지
금(地金) 절단업무이었다); 1987. 6. 30, 裁決(당해 사건의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는 버스
운전이었다).
57) 1999. 5. 31, 裁決. 본 사건에서 승무원인 근로자는 의사로부터 경작업을 포함한 재활을
지시받은 기간에 대하여 상병수당금의 지급을 인정받았다.
58) 당뇨병 및 뇌경색에 이환된 기업의 대표이사에 관한 사건으로서 경노동이라면 근로가 가
능하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근로불능을 인정하지 않은 1990. 9. 30 裁決과, 측량조수에
관한 사건으로 그의 종전의 업무 중 가벼운 업무라면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근
거로 근로불능을 인정하지 않은 1981. 3. 31 裁決 등이 있다.
59) 1981. 3. 31, 裁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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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결근하여야 한다60). 다시 말해서 근로불능은 어디까지
나 일(日)을 단위로 하여 판단되는 것이고,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휴업보상급
부(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1항 단서)와 같이 반일 출근하고 반일 휴무
하는 식의 부분적 근로불능에 대한 부분적 보상의 사고는 일본의 상병수당금
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61). 따라서 일본의 건강보험법에서는 근로능력의 부
분적 감소 또는 부분적 근로불능의 인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금씩 근로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에 ‘본래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소득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등의 의문이 존재한다. 상술한 근로불능에 대한
판단기준의 불명확성과 함께, 현행법상으로는 단계적인 직장복귀를 행하는 경
우에 있어서 상병수당 수급권의 판단에 불명확한 점이 다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 지급수준
상병수당금의 지급액은 피보험자의 보수에 비례한다. 보수비례제로 할지 정
액제로 할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상병수당금은 생계비에 충
당하기 위해 임금에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평상시의 임금에 대
응해 지급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아 보수비례제 방식을 취하였다62).
지급수준은 1926년 건강보험법 제정 당시부터 1일당 표준보수일액의 100분
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지급수준의 규정은, 1923년에 건강보험법을 입안할 목적으로 실시된 중요
공업지역에서의 근로자 가계조사 결과, 보수의 약 7할 정도가 생활필수비에 충
당되고 근로자 가정에서는 다른 가족구성원도 근로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
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 당시 보수의 약 6할이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의 생활필수
비로 추정된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63).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국민의 생활
60) 通達 및 裁決例는 근무시간의 일부나 반일 근무를 행한 경우에는 근로불능을 인정하지
않는다(1954. 12. 9, 保文初 제14236호; 1957. 1. 19,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 回答 제340
호; 1959. 1. 23, 裁決; 1968. 3. 28, 裁決).
61) 西村健一郎,『社会保障法』, 有斐閣, 2003, p.177.
62)『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平成15年改正版]』, p.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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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합치한 수준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64).

2. 상병수당금의 지급기간
상병수당금은 근로불능의 일로부터 기산하여 4일째부터 지급된다. 근로불능
의 최초 3일간은 이른바 대기기간(Wartezeit)이다65). ‘대기’는 근로불능의 일로
부터 3일간 연속하여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근로불능의 일을 합산하여 3일
이 된다고 해서 대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66). 그러나 동일한 상병 때문에
3일간 연속하여 근로에 종사할 수 없었지만 4일째 출근하고 5일째에는 동일한
상병 때문에 근로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대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5일째부터 상병수당금이 지급된다67).
그리고 상병수당은 동일한 상병 및 그것에 의해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 지급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한도로 지급된다(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한다(민법 제143조).
지급기간은 상병수당금의 지급 개시일로부터 기산된다. 후술하듯이 상병수
당금은 사용자가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 또
는 감액된다. 이 경우에는 보수가 정지되는 날 또는 보수의 지급액이 상병수당
급여액보다 적게 되어 상병수당금이 지급 개시되는 날이 기산일이 된다68).
상병수당금의 지급기간의 경과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동일한 상병’의 내용
이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동일한 상병’이란 ‘1회의 상병으로 치료될 때까지’
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치료의 인정은 반드시 의학적 판단에만 의하지 않고 사
63)『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平成15年改正版]』, p.744.
64)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平成2年～3年度 政策・制度要求と提言』, 連合総合生活開発研究
所, 1992, p.98 참조.
65) 대기기간(3일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행정당국의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기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근로자의 거짓 상병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말해진다.
즉, …… 대기기간인 3일 동안은 전혀 수입이 없으므로 수입 상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상
병이 있다고 속이는 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平
成15年改正版]』, p.748).
66) 西村健一郎, 앞의 책, pp.177～178.
67) 1957. 1. 31, 厚生省保険局調査課長 通知 제2호의2.
68) 1950. 3. 14,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 回答 제571호; 1951. 1. 24,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
回答 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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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통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사회통념상 치료가 인정되었으나 상당기간 근
로 후에 동일한 상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별개의 상병으로 간주된다69). 그리고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근로가능으로 되어 근로하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
아 재차 그 상병이 악화되어 근로불능이 된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지급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상병수당금이 지급된다고 해석되고 있다70).

3. 상병수당금과 보수의 조정
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는 기간에는 상병수당금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단, 지
급받는 보수의 액이 상병수당금의 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지급된
다. 출산수당금에 대한 보수(임금)와의 조정도 동일하다. 이 규정은 상병에 의
하여 상실되는 보수에 대한 보장이라는 상병수당금의 목적에 따라, 사용자로부
터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는 동안은 이중으로 보수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에 근거한다71).
따라서 사용자가 피보험자의 휴업 중에 지불하는 어떠한 금전이 보수에 해당
하는지가 문제로 되는데, 건강보험법에서의 보수란 그 명목을 불문하고 근로자
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받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있다72). 즉 사용자
가 ‘일정한 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병가 중에 지급하는 것은 모두 보수에 포함
된다. 또한 금전의 명목은 불문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
불하는 위로금73), 사상병수당금74) 등도 보수로서 조정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
급규정 없이 ‘단지 관례로서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휴업수당,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은혜적 급부이고 제

69) 1954. 3. 19,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 回答 제3027호; 1955. 2. 24,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
回答 제1731호.
70) 1957. 9. 2, 厚生省保険局調査課長 通知 제123호.
71)『健康保険法の解釈と運用[平成15年改正版]』, p.815.
72) 1953. 5. 18,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 回答 제2592호.
73) 1950. 2. 22,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 回答 제376호; 1957. 8. 6, 厚生省保険局保険課長
回答 제6737호.
74) 1964. 12. 21, 厚生省保険局調査課長 通知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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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조에 의한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75).

Ⅴ. 독일과 일본의 비교법적 분석

1. 사상병휴업시 소득보장 방법 : 사법에 의한 해결과 공법에 의한 해결
근로자가 개인적 상병 때문에 근로불능이 된 것을 이유로 결근한 경우, 계약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임금청구권은 당연히 상실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상
병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
해 이 상실된 소득을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하는 것이 생활보장 측면에서 바람
직하다. 독일과 일본은 이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대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
을 정도로 상이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일본에서는 업무상 상병 때문에 결근하고 그 기간 임금을 지불받지 못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해 휴업보상이 이루어진다(노동기준법 제76
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휴업
보상급부가 지급되고(제14조), 그것에 의해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노
동기준법 제84조). 한편 사상병을 이유로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으로부터 상병수당금이 지급된다(건강보험법 제99조). 일본에서 사상병은 근로
관계의 특유한 위험인 업무상의 상병과는 달리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험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이에 이환된 근로자
의 소득보장은 사회보험제도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로부터의 급부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는 결근에 대해서 업무상 상병에 의한 것이든 사상병에
의한 것이든 일정 기간 사용자로부터 임금이 계속 지불된다. 즉 근로자가 상병
때문에 근로불능이 되어 결근한 경우, 임금계속지불법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대
상으로 임금계속지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동법에
의해 결근기간 중(단, 최장 6주) 100%의 임금이 지급된다. 6주를 경과하여도
75) 1935. 4. 20, 厚生省社会局規準課長 通知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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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불능의 상태가 계속되거나 임금계속지불법상의 요건을 결하는 경우(예를
들면, 상병의 원인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나 근로관계가 4주간 존속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으로부터 상
병수당금이 지불된다(사회법전 제5편 44조). 이와 같이 독일은 외양적으로 공
법적 해결방식과 사법적 해결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근로
자의 상병 중 6주 이하의 상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독일에
서 사상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제도가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사상병 근로자의 소득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본은 사회
보험법(공법)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주로 노동법(사법)
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질병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문제가 사회보험법에 의한 해
결로부터 노동법에 의한 해결로 전환한 계기는 의료보험의 재정 악화를 개선한
다고 하는 재정적 이유에 의한 것이었다76). 그리고 현재까지 노동법에 의한 해
결방식이 취해지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법에 의한 선택을 취할 경우 근로자에
게 보장되는 금액이 낮아질 것에 대한 근로자측으로부터의 반대와 이 방식이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으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사회적 우려에 의한 것이라고 생
각된다. 결국, 독일에서 근로자의 사상병에 대한 소득보장의 문제를 노동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보험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지는 법이론
상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라는 정책적인 문제였다
고 말할 수 있다.

2. 대기기간의 유무
대기기간을 며칠로 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일본의 건강보험법은 근로
자가 상병휴업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일간의 대기기간을 설정하
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는, 정부와 사용자측에서 상병휴업이 남용되고 있

76) Schulin, “Gedenken über die Roller der Arbeitergeber bei der sozialen Sicherung
der Arbeiternehmer”, Arbeitsrecht in der Bewährung(Festschrift Kissel), 1994, S.1063.

250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4호

다는 점을 이유로 2일간의 대기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지만, 이러한
요구는 학자와 노동조합측의 반대로 입법에는 반영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임금계속지불법에 설령 대기기간이 도입된다고 하더라
도 그 기간 동안 의료보험으로부터 상병수당급여는 받을 수 있으므로 대기기간
제도의 도입에 의해 다소의 소득 감소(100%→70%)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일본
과 같이 대기기간 동안 무급휴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대기
기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일본과는 그 전제조건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ILO 협약(제102호 제18조, 제130호 제26조)은 근로소득 정지 후 최초
3일간은 상병수당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7).

3. 소득보장의 수준 : 최소보장과 적정보장
일본과 독일 모두 급여방식에 있어서는 소득비례급부에 의한 정률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양국의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는 생활의 실태에 대응
한 보장을 제공한다고 하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수준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노정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강보험법상의 상병수
당급여 형태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서 종전 소득의 60%가 지급되고 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6주까지는 종전 소
득의 100%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상병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후는 종전 소득의 70%를 지급함으로써 생
계비에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제도는
사상병 기간 동안의 생계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독일의 제도는 6주
동안은 근로기간과 동일한 생활수준의 보장을, 그 이후는 생계비의 보장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상병시 소득보장제도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는
생활수준이 일본과 독일에서 다른 것을 배경으로 한다. 즉 독일의 상병시 소득
77) http://www.ilo.org/ilolex/english/convdisp1.htm.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정진우) 

251

보장제도가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의한 해결을 통해 근로불능 이전의 소득수준
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예방으로부터 나아가 평상시의 생활이 가능
한 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상병시 소득
보장제도는 사회보험법에 의한 해결을 통해 근로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보
장을 해야 할 필연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생계비에 국한된 생활보
장, 즉 빈곤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의 상병시 소득보장
제도가 일본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ILO 협약에서는 상병수당급여를 종전소득과 가족수당 합계액의 최소
한 45%(제102호 협약 제66조) 또는 60%(제130호 협약 제21조) 수준에서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8).

Ⅵ. 우리나라에서의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 도입방안

1. 사회보장법에 의한 해결방식
상병은 그 원인에 따라 업무상의 상병과 사상병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가 근로관계에 특유한 위험인 것에 반하여, 사상병은 근로관계
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험이다. 사상병의 원인
으로부터 판단컨대, 사상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소득보장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전체에서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보험법에 의한 해결이 노동법에 의한 해결보다 사회적으
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79). 그러나 사회보험법에 의한 해결방식에 문제가 없
는 것은 아니다.
첫째, 사회보험법에 의한 해결을 취할 경우 그 재원의 많은 부분이 사용자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보험료에 의해 충당되게 된다80). 그리고 사상병 근로자가
78) http://www.ilo.org/ilolex/english/convdisp1.htm.
79) Schulin, 앞의 논문, S.1064.
80)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상병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근로
자는 그동안 동 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전혀 지고 있지 않았지만, 상병수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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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 의료보험으로부터의 급부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결국 보험료의 인상
으로 연결될 것이다. 사회보험법에 의한 해결을 취하면 노동법에 의한 해결을
취하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독일에서 1969년
에 종전의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으로 이원화된 처리방식에서 노동법에 의한 처
리방식으로 일원화(‘블루칼라 근로자 임금계속지불법’ 제정)되었을 때 보험료
가 22% 인하된 것에서 이미 실증되고 있다81).
둘째, 사회보험법에 의한 해결은 상병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성격을 변용시킨
다. 노동법에 의한 해결을 취하는 경우에는, 상병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가 면
제되는 것을 제외하면 그때까지와 다르지 않는 근로관계가 계속되게 된다. 그
에 반해 사회보험법에 의한 해결을 취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것이 임금이 아
니라 사회보험법상의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대체로 근
로기간 중에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2. 노동법에 의한 해결방식
노동법에 의한 해결을 취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상병휴업으로 인한 치료비,
업무공백 등의 면에서의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매개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
의 기초질환 등 업무상 외의 상병까지를 관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노동법에 의한 해결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수반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의 근거를 무엇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
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이에 대한 근거는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에 있다고 설
명되어 왔다. 그러나 금일에 이르러서는 근로관계는 채권채무관계라고 보아 더
이상 배려의무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비판되고 있다82). 근로관계와는 무관한
도를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의료보험료 인상분의 반액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에 반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단지 이를 이유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기에는 그 명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81) Schulin, 앞의 논문, S.1064.
82) 종전에는 근로관계를 인격법적 공동체관계(personenrechtliches Gemeinschftsverhält-nis)
로 이해하는 것이 독일의 통설이었다. 이 주장의 본질은 근로관계가 단순히 노동과 임금
의 교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적관계로부터 신의칙 이상의 성실의무가 생긴다는 것
이다. 그 결과,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배려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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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원인이 있는 사상병의 경우라도, 그 사상병에 이환된 근로자에게 귀책사
유가 없으면 당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상병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
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단지 그 자가 근로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사법이론으로는 설득
력이 다소 부족하다.
둘째,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사상병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계속지불을 의무지우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의 증대로 연결된다. 독일의 경
우 현재 임금계속지불법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상병시의 임금계속지불이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져 있는데, 이것이 독일 기업의 인건비가 다른 나라에 비
하여 높은 수준에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아가 이것은 근로자
의 고용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3. 제도 도입시 법적 고려사항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일과 같이 노동법을 통해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은 필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특히 중소
기업은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83). 또 인건비 부담의 증가는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질병에 이환될 위험
성이 높은 근로자가 채용단계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이미 독일에서 1930년과 1931년에 근로자의 상병시 소득보장을
사용자에게 의무지운 긴급명령이 발해진 결과 사용자의 인건비가 증가되고 이
에 따라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예측될 수 있다84). 이
점에서 사용자에 의한 소득보전 방식은 사용자측, 근로자측 모두에게 바람직하
지 않은 방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입법의 실현가능성 또한 낮을
의무, 즉 배려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 인격법적 공동체관계론에 대해서는 1970년대
에 이르러 많은 학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고, 현재는 학설의 다수가 근로관계를 ‘채
권법상의 성격을 가진 교환관계’로 이해하고 있다(졸저,『산업안전보건법의 국제비교연
구』, 한국경영자총협회, 2009, pp.80～81 참조).
83) 독일의 경우, 소규모 기업(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비보상제
도를 마련하여 이들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임금계속
지불을 위한 사용자경비보상법(AAG)).
84) Wank, Arbeiter und Angestellte, 1992, S.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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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상병시 소득보장은 사회보험방식인 상병수당제도
를 통해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는 그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도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적 필요성으로 볼 때는
자영업자도 사상병시 소득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지
만85),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소득의 포착이 커다란 장애가 된다.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득의 과소신고가 문제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급여대상을 임금근로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수용성 및 조기정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다음으로 사상병시 소득보장에 있어서 대기기간을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기기간이라는 무급기간을 두는 것에 의해 확실히 근로자
의 사상병휴가의 남용적 취득 및 남용적 취득자의 임금수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상병에 실제로 이환된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대기기간을 동반하는 사상병휴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기
기간 동안 무급휴가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단기간의 사상병에 이환되었을
때 당해 근로자는 임금지급을 단념하는 사상병휴가를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인지의 선택에 몰리게 된다. 즉 대기기간 설
정에 의해 단기간 사상병의 위험이 개별 근로자에게 전가되게 된다. 따라서 대
기기간은 이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86).
한편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비례급부를 제
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병수당금의 급부수준을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
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한의 생계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최소보장원칙), 아니면 빈곤 예방에
85)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소득 중단시 노출되는 사회적 위험에 있어 임금근로
자보다 그 강도가 더 클 수 있다.
86) 스웨덴은 근로자의 유급상병휴가의 남용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여 1일로 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대기기간을 3일로 하고 있
는 국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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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평상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적정보장원
칙)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도입시에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의 방식, 즉 일정한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보장수준을 높여가는 것
이 보다 현실적 적합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너무 높은 급부수준은
상병수당 수급자의 근로복귀의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 또
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피부양자 수를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상병수당의 제도화 및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민건강보
험법에 상병수당이 부가급여(임의급여)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미 명문화되어 있
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 형태에서 법정급
여 형태로 개정하고 건강보험료에 상병수당 보험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건강
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상병수당제도를 기존의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방식은 새로운 관리조
직을 만들 필요 없이 현행 관리조직(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함으로써 관리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
으로 생각된다87).

Ⅶ. 글을 맺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은 일찍이 사상병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하기 위해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사상
병에 이환된 근로자에게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휴업기간의 소득을 보전해 주
고 있다. 그러나 사상병시 소득보장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독일과 일본은
사법상의 처리와 공법상의 처리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은 사상병 자체의 치료비용에 대한 급여는 제공하

87) 최인덕․김진수, 앞의 논문, p.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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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사상병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와 같은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일본과 같이 사회보험법상의 급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러한 사회적 비용을 독일과 같이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사용자에게 이 부담을 부
과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사상병시 소득보장 문제가 법
적으로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맡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환언하면, 이 문제는 노사의 역관계와 사용자의 호혜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지가 약한 기업체88)의 근로자는 사상병이 발생하는 경우 장단기를 불문하고
소득상실의 위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보장
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근로자계층이 사회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기업복리후생의 수혜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는 근로자계
층은 일반적으로 사상병휴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
휴가를 적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사상병휴가 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은 사상병휴가 이용시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승진․승급의 지연, 휴가기간의 근속연수에의 불산입 또는 부분산
입 등)과 장기간의 사상병휴가가 퇴직사유가 되는 것 등을 염려하여 실제로는
사상병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상병휴가는 사용자의 은혜적
인 색채가 강하고 권리성이 약하여 근로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89).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사상병휴가 중의 소득보장과
이것의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취급 금지가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근로자들이 사상병휴가의 이용을 자신의 권리로서 인식하게 되어 해당 사유 발
88)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노조조직률이 낮고 사용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인
식 또한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상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89) 이 점에서 노동조합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그동안
임금교섭에만 집중해 왔고 상병휴가의 제도화나 그 운용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 이에 반해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제국에서는 상병휴가의 제도화와 운용의
충실에 대해 노동조합의 강한 요구와 관심이 있었다(鈴木宏昌他, 앞의 책, p.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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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 사상병휴가를 종전보다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나아
가 연차유급휴가제도 또한 그 자체의 목적 및 역할을 다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구체적 소개를 목
적으로 현행 법제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국에서의 제도 도입 과정상의 법적 논점, 제도 도입 후의 평가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밖에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 사상병시 소득보
장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노사의 입장, 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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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come Security System
of the Sick or Injured Workers
Jinwoo Jung
According to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workers incapacitated
due to personal sickness or injury, lost claim for his wages, of course.
When the workers lost their income due to sickness or injury,
however, it is desirable to compensate for lost income to maintain the
family's life in terms of living guarantee. But in korea, there is no
consideration for the loss income due to sick or injury, only the
treatment service for sickness or injury is offered.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and Japan, the income security
system of the sick or injured workers has been operating for a long
time. But two countries are taking different approaches to this problem.
While Germany solves the problem by the labor law, Japan solves its
problem by the social insurance law.
In this study, we compare and consider the two systems with a
good contrast - Germany and Japan.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get
a lesson for the case of Korea from it.
Keywords : income security system of sick or injured workers, sickness
benefit, incapacitated worker, Continued Wage Payment Law,
term of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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