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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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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 패널연구*

하 태 정**
문 선 웅***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의 관계를 이론적으
로 고찰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
행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혁신 및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한 이직률 증가는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산업별 종사자수의 증가는 특정 산업의 규모 및 성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때 종사자수의 증가 또한 구조적 실업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월평균 임금에 대한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모형에서
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는 달리, 임금이 증가할수록 구조적 실업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혁신은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이러한 실증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기술혁신이 구조
적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견해와 달리,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을 감소
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지원 및 유인제도 강화와 더불어
기술진보의 특성에 따르는 임금격차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보완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핵심용어 : 구조적 실업, 기술혁신, 베버리지 곡선, 패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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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술변화가 높은 실업을 발생시키고 이를 지속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18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경제학자 및 정책결정자
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OECD
국가 전체에서 나타난 10%대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총수요 부족 때문이었는
지 혹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한 논의들은 아직도 합의된 결론
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1990년대 이후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의 주된 원인이 기술혁신 때문인
가에 대한 논쟁이 세계 경제학자들 사이에 폭넓은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1998년과
1999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며 6%대에 도달하였다가, 그 후 최근까지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거치며 구조적 변화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기
술혁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 동안 기술혁신이 실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들은 국내
외적으로 다양한 분석대상에 걸쳐 폭넓게 수행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
과들을 종합해 보면, 기술혁신이 해당 산업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산업 간 성
장률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
다. 그러나 기술혁신이 과연 고용을 증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실업을 증대시킬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껏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즉, 기술혁신에 따
른 ‘생산성 향상→소득 증대→고용 증가’ 라는 선순환 효과가 ‘노동절약형 기술
진보에 따른 고용의 구축효과’를 능가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
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야 할 부분은 기술혁신과 실업 간의 관계는 엄밀히 표
현하면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 간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확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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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구조적 실업으로 구분하여 정의되고 있다. 경기적 실업은 총수요 부족으
로 인한 경기침체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하고, 마찰적 실
업은 노동자들이 이사나 이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반면 구조적 실업은 신기술 제품 개발, 생산설
비 자동화 등의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으로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 상호간에 필요로 하는 정보, 기술 등의 불합치
(mismatch)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혁신이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얻는 길이 될 것이다.
한편 기술혁신과 실업에 관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
이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개별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혁신과 실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거시적 접근법은 대개가 기술혁신과 실
업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보다는 총량적 개념으로서 국민경제 내 기술혁신 활동
정도가 실업 혹은 총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려는 시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 기술혁신은 총실업 혹은 총고용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
해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기술혁신, 생산성, 소득, 총수요, 고용 등과 같은 거시
경제변수들의 연쇄적 반응과정과 그 효과가 불규칙한 시차를 가지고 나타난다.
따라서 거시적 모형을 통해 기술혁신과 실업 간의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인과관
계를 살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에 해당하며, 이것이 거시적 차원에서 기
술혁신과 실업 혹은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배경으로 1990년대 이후 산업의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미시적 모형에 기초해 상호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
해 얻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과연 국내 제조업에서의 기술혁신이 구조
적 실업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둘째 국내 산업별 구조적 실업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셋째 수행된 기술
혁신과 실업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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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연구를 통해 최근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실업의 고
착화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체계
는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기술혁신과 실업, 그 중에서도 구조적 실업에 관
한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 결과를 개관한다. 제III장에서는 기술혁신과 구조
적 실업 관계를 실증하기 위한 모형 구축과 표본 및 자료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
다. 제IV장에서는 국내 제조업의 13개 산업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고
실증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제V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결론과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의 정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이란 경제체계 내에 있는 제품, 생산공정, 원료 및 중간재, 경영기법 등 경
제활동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성과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슘페터주의자들은 기술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발명(invention)→혁신
(innovation)→확산(diffusion) 등의 단선적이고 일방향성의 3단계 과정으로 구
분하고, 이 가운데 기술혁신은 발명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새로운 제품
이나 생산공정으로 실현시키는 단계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혁신은 통상
적으로 기술의 동태적 변화과정 전체를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이란 협의의 의미로는 슘페터주의 기술변화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새로운 제품 및 생산공정의 구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광의적 의미
로는 ‘기술변화의 전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조적 실업의 사전적 의미는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만성적․장기적 실업상태로 정의된다. 구조적 실업을 기술 및 산업구조
변동이 일어나면서 기존 기술 및 산업과 연관된 노동이 새로운 기술 및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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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구되는 노동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업 관련 기존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정의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구조적 실
업을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로 간주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표 1 참조).
이와 관련하여 Freeman(1987)은 기술혁신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 및 생산 기법들 간의 경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지
만, 기술혁신의 후기로 갈수록 표준화된 혁신 유형이 출현하면서 장기적으로 고
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 성격과 구조적 실
업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의 기술혁신이 숙련노동의 수요를
1)

<표 1> 구조적 실업에 대한 정의들
연구자

정

의

Ostry & Zaidi(1972)

노동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동으
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 실업

Gunderson et al.(1988)

실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숙련도와 위치한 장소가
비어 있는 일자리의 요구 성격과 맞지 않아 발생

Bruce(1995)

요구되는 노동의 유형과 공급되는 노동의 유형 간에 불합
치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실업

Ehrenberg & Smith
(1997)

해당 지역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과 공급되는 기술수준의
불합치 혹은 지역간 노동의 수급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

Reynolds et al.(1998)

특수한 기술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특정 직종의 수많은 하
위시장들로 구성된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실업자와
빈 일자리가 공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

Blanchard & Melino
(1998)

시장에서 가격과 임금의 결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존재
하는 실업, 즉 자연실업률과 유사한 의미의 실업률을 의미

Osberg & Lin(2000)

기술 숙련도의 미흡, 빈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비거
주, 시장임금 수준에서의 노동공급 불원 등의 이유로 노동
자가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실업

주 : 1) Osberg, Lars and Zhengxi Lin(2000), “How Much of Canada's Unemployment
is Structural?,” mimeo, Statistics Canada.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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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고 비숙련노동의 수요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숙련
노동의 공급제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
져온다는 주장들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Mortensen & Pissarides, 1999).

2.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분석 목적이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이론적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이 다수
있으나, 실증 결과들은 여전히 분석대상 및 기술혁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결
과들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술변화는 산업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를 재배치함으로써 구조변화를 동반한다. 이에 대해 Juhn et
al.(1993)은 대부분의 기술진보는 숙련노동자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단순노동자
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단순노동자의 실업을 증가시키지만,
숙련노동자는 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임금수준만을 상승시켜 전체적으로 구조
적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변화가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단순 수요공급모
형’ 과 ‘동태적 탐색모형’ 의 두 가지 이론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단순 수요공급모형은 제도나 다른 시장 경직적 요소들이 작용하여 임금
이 노동시장을 청산하는 것을 막는 경우를 가정하는 모형이다. 단순 수요공급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초과공급을 제거하는 임금의 조정으로 실업은
없으나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 등이 존재하면 시장 청산을 가능케 하는 임금의
조정은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본다. 즉, 비숙련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는 비숙련노
동자들의 실업을 증가시키고,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는 숙련노동자의 실업
을 축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제 같은 제도적 요인은
주로 비숙련 노동시장과 관계되어 있어, 비숙련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하락
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숙련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비
록 숙련노동자들의 실업은 줄어드나 기술혁신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기
술에 대한 공급의 한계로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혁신으로 인한 실업, 곧 구조적 실업은 늘어나게 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동태적 탐색모형은 노동시장 참여 주체들이 상호간 수용할 만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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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가
정한다. 특히 기술변화가 숙련 편향적으로 진행될 경우1), 기술변화에 따른 노
동수요 변화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보상의 증대와 공석(vacancy)을 채우기 위한
기업의 노동에 대한 심사비용(screening cost)의 증가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Acemoglu,
1999). 동태적 탐색모형에서도 단순 수요공급모형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데, Mortensen and Pissarides(1999)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는 개인간 생산
성의 분산을 크게 하여 비숙련노동자의 실업을 증가시키고, 숙련노동자의 실업
을 감소시키나 전체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숙련중립적
(skill-neutral)인 기술변화 상황에서도 실업은 증가할 수 있다. 비록 숙련중립적
기술변화가 일어날지도 산업별 기술변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모든 노
동자의 기술적 숙련도는 동질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변화 속도가 느린 산
업에서 빠른 산업으로 노동의 재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적 실업이 발
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기술혁신의 구조적 실업에 대한 효과 비교
주요이론

수요공급
모형

동태적
탐색모형

조

건

예상효과

임금의 하방경직성
숙련노동의 낮은 공급탄력도

구조적 실업↑

임금의 신축성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높은 공급탄력도

구조적 실업 영향 없음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숙련노동의 비중 상대적으로 큼

구조적 실업↓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비숙련노동의 비중 상대적으로 큼

구조적 실업↑

1)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에 대한 최초 연구는 임금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인 Katz &
Murphy(1992), Juhn et al.(1993) 등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숙련편향적(skillbiased) 기술변화와 실업 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단순 수요공급모형과 동태적 탐
색모형 둘 다가 사용되고 있지만, 숙련중립적(skill-neutral) 기술변화와 실업문제를 분석하
는 동태적 탐색모형만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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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적 실업과 베버리지 곡선
기술혁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구조적 실업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는 본 연구가 선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구조적 실업
의 크기에 대한 측정의 문제가 된다. 실업 관련 경제학 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실업과 총실업의 명시적 관계는 소위 ‘베버리지(Beveridge) 곡선’
2)을

통해서 파악되고 있다. 베버리지 곡선은 경제 내 존재하는 실제 ‘실업률과

공석률(vacancy rate)’ 간의 관계를 이차원 공간에 기하학적으로 나타내 주는
곡선으로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베버리지
곡선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버리지 곡선을
구성하는 두 경제변수, 즉 실업률과 공석률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실업률은 앞서 정의한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그리고 구조적 실업의
총합을 경제활동인구수(혹은 노동력)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인 실업률을 의미한
다. 그런데 공석률은 그 정의상 정보, 기술, 거주 문제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노동수급 간의 불합치(mismatch)로 인해 발생하는 빈 일자리수를 경제활동인
구수로 나눈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수급 불합치의 주된 원인이 무엇으로 보느
냐에 따라 공석률이 갖는 경제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공석의
주된 원인이 직종간 혹은 지역간 노동의 이동과정 혹은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
자 상호 간의 정보부족 등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이때의 공석률은 사후적으로
마찰적 실업률과 같아지게 된다. 반면 공석의 주된 원인이 기술변화나 산업구
조 재편과정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이때의 공석률은 사후적으로 구조적 실업률
과 같아지게 된다. 그런데 앞서 구조적 실업의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광의의 구조적 실업률은 협의적 의미에서의 마찰적 실업률과 구조적
실업률의 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석률은 사후적으로 광의의 구조적 실업률과
같아지게 된다.3)
2) 베버리지 곡선이란 이름은 194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W. Beveridge)가 완전고
용 수준과 실제 경제상태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업과 공석 혹은 빈 일자리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부터 비롯되었으며, ‘UV 곡선’이라고도 불린다. UV 곡선을 이용한
국내의 실업 연구로는 전용석ㆍ강민정(2004), 원종학 외(2005)를 들 수 있다.
3) Osberg & Lin(2000)은 캐나다의 구조적 실업의 크기를 추정하는 연구에서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공석수(number of vacancy)는 구조적 실업의 상한치”라고 공석률과 구조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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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구조적 실업의 대리변수인 공석의 크기가 다른 경제변수 및 정책
변수의 변동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도식적 접근법을 통해 살펴보기
로 한다. 분석방법은 공석의 수요 및 공급곡선을 도출하고 공석 시장에 대한
균형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공석의 수요 및 공급곡선의 도출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기본 가정]
A.1 : 노동의 수요 및 공급함수는 임금의 함수이다
A.2 : 실업과 고용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A.3 : 공석과 실업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A.4 : 공석의 수요자는 노동자이다
A.5 : 공석의 공급자는 기업이다

먼저, 공석의 공급곡선은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동의 수요곡선으
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는
데 이는 기업들은 다른 시장조건이 불변인 상태(ceteris paribus)에서 임금이 낮
을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므로 노동의 수요는 증가
한다. 그에 따른 고용의 증가는 실업의 감소로, 실업의 감소는 다시 높은 공석
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낮은 시장임금은 기업의 높은 공석의 공급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석의 수요곡선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의 낮은 임금은 노동의 공급 축소와 그에 따른 낮은 수준에서의 고용 및 높은
실업으로 이어지고, 높은 실업은 낮은 공석과 결합된다. 결과적으로 낮은 임금
은 낮은 공석과 결합되고, 높은 임금은 높은 공석과 결합된다.
이처럼 도식에 의해 도출된 공석의 수요 및 공급 곡선 형태(II 사분면)는 언
뜻 보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 및 공급 곡선과(I 사분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석의 수요곡
선(  )과 공급곡선(  )의 형태가 노동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그것과 완
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갖는다. 결국 [그림 1]의 도식적 분석을 통해 노동의 수

업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단, 여기서의 구조적 실업은 협의의 구조적 실업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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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석의 수요 및 공급 함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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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석의 수요 및 공급 함수 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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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곡선과 공석의 공급곡선이 그리고 노동의 공급곡선과 공석의 수요곡선이 임
금에 대해 동일한 방향으로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노동
시장의 수요 및 공급곡선에 대한 경제적 충격 및 정책수단이 구조적 실업의 대
리변수로서 공석의 크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대
목이다.
[그림 2]는 부분균형 분석법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및 공급의 변
동이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공석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
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충격에 의해 노동수요곡선이  에서   로
이동하였을 경우 공석의 공급곡선은  에서   로 평행 이동하게 된다. 이것
은 노동수요가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기업이 요
구하는 숙련도와 기술력을 보유한 노동력을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채용할 수 없
기 때문에 공석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임금수
준은 불변이나 졸업이나 기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노동공급이 늘어날 경우( 
→   ), 공석에 대한 수요곡선은   에서   로 평행 이동함에 따라 공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4)
이 같은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구조적 실업도 적극적 노동정책의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이론들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자연실업률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정책에 의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
림 2]의 도식적 부분균형 분석법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시장과 공석의
수요공급 함수는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므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구조
적 실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4) Jackman et al.(1990) 은 공석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고 있다. 먼저, Vs 에 충격을 가져오는 요인에는 재정․통화 정책을 포함한 총수요관
리정책이 대표적인 충격으로 보고 있으며, 임금인상 압력, 세금인상 등도 Vs 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적 요인인 실업보험 수혜 정도의 변화 등
은 임금협상 과정을 통해 Vs 의 변동을 초래하고, 동시에 실업자들의 일자리 탐색강도의
변화를 유발하여 Vd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종재에 대한
구조적 수요변화, 공석과 실업자의 지리적 분산 정도, 요구되는 노동 숙련도와 노동자가
보유하고 있는 숙련도 간의 호환성 등도 공석의 수급균형을 결정짓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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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 구축과 실증연구의 설계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 및 내용은 국내 제조업에서의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
는 기술혁신이 진행됨에 따라 과연 구조적 실업이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감소
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이론모형과 패널추정식을 구축하고, 동
시에 구조적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수들의 효과와 표본 및 자료의 특
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의 관계, 구조
적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변수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들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분석 내용이 된다.

1. 기본 모형의 구축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모형 구축의 출발점은 노동시장의 균형조
건식(steady-state condition)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균형조건식하에서
는 기존의 실업자들 중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발견하여 취업자가 되는 입직자수
와 기존의 취업자 중에서 여러 가지 실업 원인에 의해 일자리를 떠나게 되는
이직자수가 같게 된다. 즉, 어떤 한 노동시장이 균형상태에 있다는 것은 해당
노동시장의 입직자수와 이직자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수리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 (1)과 같다.5)
         

(1)

단, E : 고용자수, U : 실업자수, V : 공석수
q : 이직률, A,    : 콥-더글러스 함수의 매개변수(   > 0 )
x : 실업자의 일자리 탐색강도
y : 기업의 구인 관련 탐색강도
5) 노동시장의 균형조건식은 Holzer(1993)의 연구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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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왼쪽 항은 단위 기간당 발생하는 실업자수를 나타내며, 오른쪽 항
은 콥-더글러스 함수형태의 고용창출 함수로서 단위기간당 기존 실업자 중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고용자수로 반영한다. 이제 위의 식 (1)을 구조적 실업의
대리변수인 공석수(V)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전환된다.





 
 

(2)

식 (2)는 전형적인 베버리지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양변을 고용자수(E)로
나누고 로그함수 형태로 변환 후 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관계가 성립한다.6)

  
   
 


(3)

단, v : 공석률, u : 실업률
또한 이직률 및 실업자와 기업 상호간의 탐색강도가 공석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 차례로 다음과 관계가 성립한다.

  
   ,
  



  
    ,
  


  
   
  

(4)

따라서 산업구조 변동 등 여러 가지 실업 원인에 의해 이직률이 증가하면 공
석률 곧 구조적 실업률은 증가하고, 실업자나 기업의 탐색강도가 증가하면 구
조적 실업률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기업의 구인을 위한 탐색강도는 구조적 실
업률에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바, 구조적 실업률에 기업의 행태가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기술혁신과 구조
적 실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모형을 구축하기로 한다. 실증모형 구
축의 출발점은 노동시장의 균형조건식으로부터 도출된 식 (2)의 베버리지 함수
이다. 식 (2)는 기본적으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개변수

6) 여기서 공석률과 실업률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v=V/E, u=U/E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
의는 공석률과 실업률의 전통적 정의인 v=V/(V+E) 및 u=U/(U+E) 에 대한 근사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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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    등은 산업별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실업자 및 기업의 탐
색강도를 나타내는 x 및 y 변수도 산업의 특성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산업 단위에서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한 적합한 실증모형은 패널 모형이 되어야 한다.
이제 노동시장 균형조건으로부터 도출한 식 (2)의 베버리지 곡선 형태의 이
론식을 실증분석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첫째,
구성하고 있는 실업자 및 기업의 상호간 탐색강도를 나타내는 x 및 y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각각 임금과 연구개발 투자액을 채택하기로 가정한다. 이것은 실
업자들의 경우 임금이 낮은 일자리보다는 높은 일자리에 대한 탐색노력을 더
많이 할 충분한 유인을 갖는다는 것과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수록 새로
운 기술숙련도를 가진 노동에 대한 구인노력을 증대할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에
근거한다. 둘째, 식 (2)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비선형식을 선형회귀모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직률(q)은 정규화(normalization) 변수이므로 로그를 취하
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을 추가하여 식 (2)를 선형변환한 패널 방
식의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단,  : 교란항,    ⋯      ⋯ 
식 (5)에서  는 i번째 산업의 t년도에서의 임금수준을 말하며,  는 i
번째 산업의 t년도에서의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나타낸다. 또한  는 패널 추정
방식에서의 교란항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은 다음 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이제 위의 식 (5)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가설은 앞서 논의한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
증분석 결과와 본 연구에서 구축한 이론모형의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이 설정한다. 이하의 세 가지 가설은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구성하는 13개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설명
변수의 부호 및 탄력도 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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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베버리지 곡선 속성 및 식 (3), 식 (4) 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 같이 전체 실업
자수는 구조적 실업의 대리변수인 공석수를 떨어뜨리고, 이직률 및 고용규모는
공석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2.   

실업자의 탐색강도의 대리변수인 임금은 식 (4)의 분석 결과 같이 구조적 실
업의 대리변수인 공석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3.    

기업의 탐색강도의 대리변수인 연구개발투자는 식 (4)의 분석 결과 같이 구
조적 실업의 대리변수인 공석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2. 패널 추정식의 선택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 간
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자료가 제조업 내 세
부 산업별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으로 볼 수 있
다.7) 산업별로 기술혁신 노력의 강도 및 성격이 다를 것이고, 임금이 다르고,
이직률이 다르고, 고용규모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패널 모형 구축과정에서 교란항의 구조는 개별효과모형(individual effect
model)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제 실증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추정방정식의 도출
을 위해 앞서 식 (5)의 패널모형의 추정방정식의 교란항에 개별효과모형 가정
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추정방정식을 얻게 된다.
                             

(6)

7) 패널 자료는 개인, 기업, 지역, 국가 등 횡단면 자료가 여러 시계열에 걸쳐 구성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 산업 등 미시적 단위에서의 자료가 횡단면적 특성과 시계열적 특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패널 분석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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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위의 식 (6)은 다시 개별효과를 나타내는  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모
형의 성격과 추정방법이 달라진다. 만약  를 고정된 값으로 가정하면 식 (6)
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분류되며,  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하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된다.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가 어떤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교란항에도 구조적
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추정을 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8) 반면, 분석 목적이 분석대상별 차이에 관심
이 있기보다는 전체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추론에 있고, 분석 자료에 어떤 구조
적인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에 의한 추정이
올바른 접근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간 페널 모형 추정식 선택에 있어 기술적
인 선택은 일반적으로 Hausman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이루어진다.
Hausman 검정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방식에 의해 각각의 추정치를 얻는다. 다음으로 이렇게 얻어진 추정치 간에 차
이가 없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해당 가설에 대한  검정을 수행한다. 검정결과
귀무가설이 채택되면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각되는 경
우에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권유되고 있다. 하지
만 이 같은 Hausman 검정은 단지 모형결정 과정에서의 하나의 기술적 수단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관찰 불가능한 변수의 특성에 따라 연구자
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8)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생략된 변수(omitted variables)의 특징이 시간에 대해 일정하다고 가
정하는 것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더미변수의 성질로 이해될 수 있어 고정효과모형을 최
소자승법에 의해 추정하는 것을 LSDV(least squares dummy variable) 추정법이라 부르
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은 상대적으로 횡단면 자료가 적고 시계열 자료가 긴
경우 사용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 예컨대, 개별 분석대상 상호간에 구조적이고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또 이 부분이 모형의 추정치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면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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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 및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
내 제조업의 주요 산업별 노동수요 동향, 기술혁신 활동의 투입지표로서 산업
별 연구개발투자 규모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실업률, 월평균 임금, 고용자수,
이직률 변수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기술혁신이 산업별로 차이가 날 것이
라는 가정하에 제조업을 전통산업군(대조군 I)과 1990년대 이후 주력산업으로
부상한 IT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산업군(대조군 II)으로 구분하였다. 자료는 세부
산업별로 1990～2003년(14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형태의 자
료로 재구성하였다.9)
추정방정식상의 종속변수인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리변수는 앞서 이론적 논
의에서 밝힌 대로 ‘공석수’에 해당하는 산업별 부족인원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의 출처는 산업별․연도별 부족인원 자료를 담고 있는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노
동력수요동향조사｣이다. 한편 <표 3>에서 설명변수인 실업률, 이직률, 고용자
수, 월평균 임금, 연구개발투입자 규모 등에 관한 자료 출처는 각각 다음과 같다.
실업률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KOSIS)의 연도별 노동통계 자료를
<표 3> 설명변수의 정의와 자료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U

연도별 전체 산업에 대한 실업자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q

산업별 이직률을 의미

E

산업별 종사자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W

정액임금, 초과임금, 특별상여금의 합을 월평균 값인 총임금에 로그를 취
한값



산업별 R&D 중 제품 부문에 투자된 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산업별 R&D 중 공정 부문에 투자된 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9) 대조군 I은 음식료품, 섬유․의복, 펄프․종이,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조립금속
등 7개 산업을 포함하며, 대조군 II는 기타 기계, 사무․회계기계, 전기기계, 전자장비,
의료정밀기계, 자동차 등 6개 산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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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이직률은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연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산업별 고용자수는 산업별 종사자수로서 통계청에서 발간하
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제시된 자료를 사용하였고, 월평균 임금은 노동부
에서 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연도별 자료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
로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규모, 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하는 ｢과학기술연구활동조
사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서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효과는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 관련 연구
개발투자 규모( )와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 관련 연구개발투자 규모
( )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을 수행하였다.10)
<표 4> ‘대조군 I’ 의 기초통계량(평균 및 표준편차)
부족인원
(명)

이직률
(%)

종사자수
(명)

월평균
임금(원)





(백만원)

(백만원)

음식료품

4,235
(2251)

2.83
(0.51)

160,146
(11619)

931,032
(271714)

98,529
(33525)

24,944
(14030)

섬유 및 의
복제품

23,365
(17398)

4.05
(0.85)

385,285
(95236)

525,075
(321016)

60,609
(17080)

15,301
(8035)

펄프 및 종
이산업

1,443
(837)

2.64
(0.43)

54,799
(5281)

1,030,132
(324335)

27,185
(14535)

7,341
(4611)

화학제품

2,847
(2112)

2.02
(0.38)

159,026
(14577)

1,127,737
(434484)

626,241
(243153)

143,161
(75137)

비금속광물

3,165
(1614)

2.89
(0.61)

99,019
(17329)

1,097,286
(367517)

84,152
(108497)

23,291
(25907)

제1차금속

1,980
(1156)

1.94
(0.37)

100,548
(13170)

1,137,379
(326773)

87,744
(39702)

47,106
(39566)

조립금속

8,389
(4602)

3.33
(0.51)

164,311
(22359)

972,720
(303776)

299,973
(376060)

70,080
(95297)

산 업

주 : ( )안은 표준편차이며, 실업률의 평균은 전 산업 3.36%로 동일함.
10) 각 산업의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 산업별 연구개발집약도(연구개발투자/생산)를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보다 타당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절대규모도
산업별 기술적 속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집약도 대신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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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조군 II’의 기초통계량(평균 및 표준편차)
부족인원
(명)

이직률
(%)

종사자수
(명)

월평균
임금(원)





(백만원)

(백만원)

기타기계

9,112
(4177)

2.86
(0.45)

252,185
(29758)

1,049,555
(319075)

289,886
(161450)

45,616
(30091)

사무 · 회계
기계

662
(389)

3.36
(0.60)

29,980
(12661)

936,556
(349164)

225,221
(261893)

15,987
(20632)

전기기계

4,308
(2114)

3.09
(0.23)

124,540
(12948)

896,987
(307976)

135,011
(54466)

20,234
(9476)

전자장비

9,066
(5540)

3.49
(0.97)

268,687
(40245)

930,823
(376084)

2,515,976
(1514321)

396,600
(302343)

의료
정밀기기

1,252
(717)

3.15
(0.54)

40,506
(6686)

930,512
(343546)

73,713
(53815)

7,884
(6109)

자동차

3,846
(2343)

1.73
(0.41)

201,915
(21814)

1,088,967
(331873)

1,101,290
(465840)

132,532
(117163)

주 : ( )안은 표준편차이며, 실업률의 평균은 전 산업 3.36%로 동일함.

<표 4>와 <표 5>는 각각 전통산업군[대조군 I]과 첨단기술산업군[대조군 II]
의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들의 관찰대상별(횡단면 기준으로 파악)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산업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 산업별로 전 표본기간
(1990～2003)에 대해 산출한 것이다. 아래의 대조군별 기초통계량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 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조군 I’의 경우 산업별로 부족인원(공
석수), 이직률, 종사자수, 연구개발투자 등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간 규모, 성격, 기술적 특성 등에서 상호간 호환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술적․산업적 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
산업에 초과노동공급(혹은 실업자)이 존재할지라도 비어 있는 산업으로의 이동
이 여러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표 5>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특징은 사무회계기계, 전기기계, 전
자장비, 의료정밀기기 산업 간에 이직률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즉 <표 4>의 전
통산업군에 해당하는 ‘대조군 I’에서는 산업별 속성에 편차가 커 이직률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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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대조군 II’의 다수를 구성하는 전기․전자 산업
간에는 상대적으로 이직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산업
별 공석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조군 I’에서는 공석률이 1.7～6.0%
에 걸쳐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주로 전기․전자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이들 네 가지 산업들의 공석률은 2.2～3.4%로 산업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기기계, 전자장비, 의료정밀기계 산업간에는 공석
률에 차이가 거의 없어(3.0～3.4%), 이들 산업은 기술․산업적 속성이 유사하
여 산업 상호간에 노동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훨씬 용이하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부분은 총 연구개발투자를 제품(product) 및 공정(process) 부
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대조군 I’에서는 약 3 대 1 정도의 비율로 제품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대
조군 II’에서는 약 7 대 1 수준으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
는 앞서 논의한 기술·산업적 속성의 차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국내 제조업 부문
을 ‘대조군 I’과 ‘대조군 II’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고 하겠다.
다음으로 구축된 모형의 설정상의 여러 가능한 오류(specification error) 중에
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
I’과 ‘대조군 II’ 각각에 대해 설명변수간의 결합상관관계(pooled correlation) 분
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조군 I’에서 임금
(W)과 이직률(q) 간의 상관계수가 -0.75로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심각성 정
도를 판단하기 위해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설명변수간 VIF는 2.9 정도나 나타나 다중공선성 존재의 판단 기준이 10의 값
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1)

11) 또한 시계열 자료의 회귀분석 시 반드시 수행하게 되는 단위근(Unit root) 검정을 종속
변수에 대해 수행하였는데, 유의수준 95% 수준에서 11개 산업은 단위근이 전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산업만이 임계치와 근사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시계열 자료의 길이가 14년으로 매우 짧다는 점과 패널 자료의 속성상 횡단면 자
료의 속성이 시계열 자료의 속성을 능가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단위근 존재는 무시하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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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조군 I’의 상관관계 분석
U

q

E

W

<표 7> ‘대조군 II’의 상관관계 분석

 

U

q

E

W  

U

1.00

U

1.00

q

-0.349 1.00

q

-0.194 1.00

E

-0.107 0.513 1.00

E

0.026 -0.268 1.00

W

0.433 -0.750 -0.457 1.00

W

0.576 -0.485 0.188 1.00

 -0.021 -0.238 0.342 0.196 1.00
 -0.315 -0.205 0.245 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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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0 -0.345 0.681 0.449 1.00
1.00

 -0.094 -0.241 0.692 0.271

-

1.00

IV. 추정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앞서 식 (6)으로 정의된 추정방정식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추정
방법과 결과 및 해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제조업
내 주요 산업을 ‘대조군 I’과 ‘대조군 II’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기술혁
신의 내용(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에 따라서도 기술혁신의 구조적 실업에 대
한 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술혁신의 대리변수인 제품혁신에 대한 연
구개발투자( ) 효과, 공정혁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 효과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추정에 앞서 식 (6)
에서 교란항( )에 해당하는 (   ) 부분을 고정효과모형으로 가정할 것인
가 아니면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수
행하였다. 검정 결과 ‘대조군 I’에서는  적용시  =5.76,  적용시 
= 5.60 등으로  통계치가 유의수준 95% 임계치 내에 있어 귀무가설이 채택
되었다. 또한 ‘대조군 II’에서도  적용시  =8.89,  적용시  = 12.24
등으로  통계치가 95% 임계치 안에 있어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Hausman 검정 결과를 기초로 ‘대조군 I’과 ‘대조군 II’에 대해 확률효과모형을
가정하고 추정을 실시하였다.12) 추정 결과 FGLS 추정치와 MLE 추정치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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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한 질적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아, 본 논문에서는 ‘대조군 I’에 대해서는
FGLS 추정결과를, ‘대조군 II’에 대해서는 MLE 추정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대조군 I’과, ‘대조군 II’에 대한 추정 결과는 각각 <표 8>과 <표 9>에 제시
되어 있다. ‘대조군 I’과 ‘대조군 II’별로 추정치들의 절댓값에서는 조금씩 차이
를 보이고 있으나, 추정치들의 부호는 각 설명변수별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
는바, 추정 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률이 증가할수
록 구조적 실업이 감소하는바, 이는 전체 실업률 증가에 따른 노동자들의 총합
적 일자리 탐색강도가 증가하여 구조적 실업에 해당하는 빈 일자리를 채우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이직률의 영
향을 살펴보면, 기술혁신 및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이직률 증가는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별 종사자수의 증가는 특정 산
업의 성장을 의미하고 종사자수의 증가 또한 구조적 실업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규모의 효과(scale effect)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월평균 임금에 대한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식 (4)의 이론모형에 대한
정성적 분석 결과와는 달리, 임금이 증가할수록 구조적 실업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13) 다섯째, 기술혁신은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견해와 달리,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모형에 포함된 대부분의 설명변수에서 상당히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는바, 이는 노동시장의 균형조건식이 노동시장에서의 구
조적 실업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한편 대조군별로 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연구개발투자( )의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 대조군별로 추정계수의 부호에는 변함이 없다. 그
러나 추정치들의 절댓값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조군 II’의
제품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및 임금효과가 ‘대조군 I’에 비해 상대적으로
12) 구체적 추정 절차는 Maddala & Mount(1973) 등에 따라 FGLS 및 MLE 추정법을 적
용하였다.
13) 이 같은 결과는 기술편향적인(skill-biased) 기술진보 관련한 노동수요 이론과는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임금상승은 숙련된 노동자의 수요를 증대시키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들이 숙련된 노동자로의 이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구조적 실업은 증가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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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금효과는 약 3배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 · 전자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임금상승이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데
전통산업에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조군 II’에
 적용시의 추정량은 계수들의 부호 역시 ‘대조군 I’에서의 결과들과 동일하

다. 그러나 공정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
성이 상대적으로 낮게(90% 수준) 나와, 추정치에 대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란항의 공분산 행렬은 여전히 가우스-마코프 가정을 만
족하고 있어 다른 추정치들이 갖는 경제적 의미들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대조군별 패널 자료에 대해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기술진보에 초점
을 맞추어 여러 경제 변수들의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지금까지의 실증 결과들을 앞서 구축한 이론모형 및 기존 연구들의 선험
적 결론들과 비교하면서 차례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로 한다.
<표 8> ‘대조군 I’ 에 대한 추정 결과

 적용시

 적용시

coefficient

 

coefficient

 

U

-1.173***
(0.102)

0.000

U

-1.309***
(0.122)

0.000

q

0.343***
(0.085)

0.000

q

0.361***
(0.083)

0.000

E

1.253***
(0.139)

0.000

E

1.245***
(0.134)

0.000

W

0.262*
(0.138)

0.058

W

0.349**
(0.146)

0.017



-0.101**
(0.051)

0.049



-0.105**
(0.043)

0.014

Cons

5.619**
(2.634)

0.038

Cons

6.205**
(2.608)

0.017

R2
Wald  

0.889
445.27

-

R2
Wald 

0.892
455.20

-

주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안은 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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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조군 II’ 추정 결과

 적용시
coefficient
U
q
E
W


Cons
log likelihood
LR  

-1.464***
(0.164)
0.344***
(0.076)
1.243***
(0.080)
0.603***
(0.207)
-0.117**
(0.057)
5.204
(2.656)
-58.423
160.21

 적용시

 

coefficient

0.000

U

0.000

q

0.000

E

0.003

W

0.042



0.050

Cons

-

log likelihood
LR 

-1.598***
(0.175)
0.357***
(0.076)
1.232***
(0.081)
0.599***
(0.209)
-0.085
(0.048)
6.562**
(2.529)
-58.904
159.24

 
0.000
0.000
0.000
0.004
0.076
0.009
-

주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안은 표준오차임.

첫째, 베버리지 곡선 가설은 국내 자료에 대해서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표 8>로부터 <표 9>에서 구조적 실업률의 대리변수인 공석(V)과 실업(U)
간에는 높은 유의수준을 가지고 일관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의
추정계수 값의 범위가 대략 -1에서 -1.5 수준으로 베버리지 곡선에서의 공석과
실업 간의 관계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직률과 산업별 고용규모는
구조적 실업과 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직률은 경기적인 요인,
구조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이직자수도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과적
으로 이직률의 증가는 더 많은 구조적 실업과 연결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때
산업별 고용규모가 구조적 실업 크기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은 단순히 규
모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실증 결과와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술혁신의 대리변수인 연구개발투자의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모형의 정성적 분석 결과(식 4 참조)와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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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과 <표 9>에서의 추정계수의 부호가 부(-)로 나타나면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투자를 많이 할수록 그만큼 새로운 인력채용을 위한 탐색강도도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구조적 실업을 떨어뜨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 관련 전통적인 가설과 상충되고 있는데, 이것
은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성격을 보다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설명이 가능해
진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연구개발투자 가운데 제품혁신 관련 연구개발투
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대조군 I’에서는 제품혁신 관련 비중이 3 대 1 정
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조군 II’에서는 그 비중이 7 대 1 수준으로 압도
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제품혁신의 경우,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개선이 이루어
지게 되어 새로운 시장이 열리거나 기존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추가적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구조적 실업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혁신
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정의 자동화보다는 주로 생산공정에서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및 공정혁신 모두의 경우에서
도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고용을 확대하고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가설 2>도 실증분석 내용과 일치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실업자의 탐색강도의 대리변수인 임금(W)의 경우는 본 연구의 이론모
형의 분석과는 다소 상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이론모형하에서의 식 (4)
에 의하면 실업자의 일자리에 대한 탐색강도가 증가할수록 구조적 실업은 감소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증분석 결과는 임금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구조적
실업자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이론모형에서의 추론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긴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숙련편향적(skill-biased)
인 기술진보를 설명하는 노동수요이론과는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발생시 임금상승은 숙련된 노동자의 수요를 증대
시키나, 비숙련노동자에서 숙련노동자로의 즉각적 편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하에서 구조적 실업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한
편으로 본 연구가 기초하고 있는 탐색모형의 현실 설명력에 대해 의문 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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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다른 한편 실업자 탐색강도의 대리변수인 임금(W)의 한계를 시사한다
고 볼 수도 있다.14)
끝으로 ‘대조군 I’과 ‘대조군 II’의 실증 결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증결과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모든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대조
군 I’과 ‘대조군 II’에서 완전히 동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연구개발투자의 추정계수의 절댓값은 일관되게 ‘대조군 II’에서 더 크게 나타났
다. 특히 제품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효과는 ‘대조
군 II’에서 1.5%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통산업에서보다 전기․전자 등 첨
단산업에서의 연구개발투자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
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품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새로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대조군 II’에서는 제품혁신의
기회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대조군 I’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들보다 훨씬 크
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할수록 구조적 실업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경제정책 담당자 및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핵심적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이 과연 기술혁신 때
문인가라는 문제 의식에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
업의 발생과 고실업의 고착화 가능성 여부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기술혁신이 과연 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기술혁신과 실업의 관계를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실업
14) 실업자의 탐색강도는 임금(W) 이외의 여타 변수들(실업기간, 정보, 실업보험 등)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임금(W) 이외에 실업자의 탐색강도를 보다 정확히 대표하
는 대리변수의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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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기술혁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 실업에 초점을 맞
추어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 제조업
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노동시장의 균형조건으로부터 도출한 베버리지 곡선 구조를 반영한 이론모
형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내 총실
업이 증가할수록 구조적 실업의 대리변수인 공석률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것은 실업자들이 증가할수록 경제 내 구직을 위한 총탐색강도가 증가
하여 공석을 줄이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둘째, 이직률이 증가할수록
구조적 실업은 증가한다. 이직률은 경기적 요인, 구조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원
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높은 이직률은 구조적 요인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실업자의 일자리 탐색강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이 크기가 증가할수록 구조적 실업은 줄어든다. 넷째,
기업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려는 탐색강도가 증가할수록 마찬가지로 구조적
실업은 줄어든다. 실업자 및 기업의 탐색강도가 증가할수록 비어 있는 구조적
실업의 대리변수인 공석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이 과연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해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패널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실증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설명변수들인 전체 실업자수, 이직률,
그리고 기업의 탐색강도 대리변수인 연구개발투자 등의 추정량의 부호는 이론
모형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정도를 나타내
주는 연구개발투자가 구조적 실업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기술혁신과 구
조적 실업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주장과 다른 결과라 하
겠다. 둘째, 실업자의 탐색강도의 대리변수인 임금은 이론모형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는 다른 정(+)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가 임금이 증가할
경우 그에 비례해서 탐색강도를 증가하고 그 결과 구조적 실업이 줄어드는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증 결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임금의 상승이 공석의 수요자인 실업자에게는 탐색강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공석의 공급자인 기업에게는 동태적 탐색모형에서 얻
어진 결론처럼 보상 증대와 심사비용 증가를 초래해 기업의 탐색강도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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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임금 증가가 실업자와 기업의 상충된 탐색강
도를 초래해 그 순효과는 두 주체 간의 절댓값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금
상승이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이론과 상충되는 결론에 도달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슘페터주의의 이론에 착안하여 기술혁신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개발투자를 다시 제품 부문 및 공정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도 수행하
였다. 예상하기는 제품 부문에 대해서는 신제품 출현에 의한 시장확대효과로
기업의 신규인력 탐색강도가 증가하여 구조적 실업이 줄어들고, 공정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자본의 노동 대체로 구조적 실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
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두 경우 모두에서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기술혁신 성격에 보
다 심층적인 이해가 전제되는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적게는 3 대 1에
서 많게는 7 대 1의 비율로 제품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이것은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을 통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효과로 기업의 신규인력에 대한 탐색강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공정 부문 연구개발투자도 공정 부문의 자동화
확대를 통한 노동 대체보다는 공정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증가에 따른 신규인력에 대한 탐색강도 증가
로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였다는 볼 수 있다.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이론모
형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구조적 실업문제에 대
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는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지원
및 유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실증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조
업에서의 기술혁신은 전통적인 가설에서처럼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더 강하
게 나타낸다. 특히, 산업의 성장 속도 둔화 내지 정체되어 있는 전통 제조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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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보다 전기·전자기술 기반의 첨단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의 효과는 더욱 커
이들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조세혜택 등을 비
롯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고실업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우리나라 노동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조적 실업을 비롯한 전체적인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고찰 부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산업에서의 기술진보는
대개가 숙련편향적(skill-biased)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술진보는
임금격차 확대와 함께 전체적인 임금의 상승을 유발하여 구조적 실업을 비롯한
실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이론모형과 실증분석 결과
모두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임금구조의 결정과정을 완전하게 시장에만 맡
겨놓을 경우, 기술진보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실업이 더욱
증가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진보에 의한 임금상승 및 격
차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보완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많은
선진국들의 예에서처럼 향후 우리나라도 전체 실업에서 구조적 실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 관련한 적극적인 노동정책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구조적 실업은 그 동안 총 수요관리정책에 의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경제학적 정의가 구조적 실업에 대한 노동정책의 무용성을 암
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베버리지 곡
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조적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의 수요 및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조적 실업문제도 노
동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는 패널 모형에 기초해 여러 가지 대리변수를 활용하여 기술
혁신과 구조적 실업의 인과관계를 제한된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탐색적
연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구조적 실업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교한 대리변
수의 도입 및 연립방정식을 통한 추정방식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실증연구
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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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n
Structural Unemployment : A Panel Analysis
Tae Jeong Ha․Sunung Moon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t the end of 1997,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a sharp increase in its unemployment rate. In
addition, the structural change of industry and companies catalyzed by
the rapid and pervasive technological change seems to have made the
unemployment-related situation more difficult. So,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at the true reason of increasing unemployment is in the
Korean economy.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n structural unemployment in Korea. Focus in particular is
on the argument that an increase in the pace of technological change has
been responsible for Korea's increasing unemployment. Some economic
theories are outlined in which such a possibility could arise, and then a
variet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labor market data for Korea are
examined to see the trends and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tructural unemployment.
Based on the surve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tructural
unemployment trends in Korea, an equilibrium model of the labor market
is developed to analyze the impact of economic factors on structural
unemployment. Using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model the theoretical
model is transformed into an econometric panel model. The data is used
to make the analysis is Korean industry-related data from 1990 to 2003,
such as R&D investment, wage, industry size, and separation rate. It was
found that there is consistent evidenc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structural unemployment in Korea over the 1990～
2003 period. But, wage, industry size and separation rate are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structural unemployment.
Keywords : structural unemploy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Beverage curve,
pan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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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 연봉제가 급속하게 확산되었
다. 도대체 연봉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도 많았지만 개인의 업적 평가에 따
라 보상에 차등을 두는 성과주의 임금(performance based pay)의 한국형 대명
사로 보면 무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봉제는 과거 근속이 증가하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경직적인 연공급의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
로 보인다. 연봉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연봉제 도입의 영향요인, 연봉제 등 성
과주의 임금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유규창․박우성, 1999,
2007; 정인수 외, 2002; 노용진 외, 2003).
노동부의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연봉제 도입률은 1997
년 3.6%에서 2000년 23% 그리고 2004년에는 43.0%로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
했다. 어떻게 이처럼 폭발적인 확산이 가능했을까?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정말 개인성과급으로서의 연봉제를 도입했을까? 인사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품었을 법한 이러한 의문과 함께 우리는 종종 ‘무늬만
연봉제’라는 냉소적인 표현도 자주 접해 왔다. 무늬만 연봉제라는 것은 연봉제
를 도입했다고 표방하지만 실제 보상관리는 과거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가히 폭발적인 도입과 무늬만 연봉제라는 두 현상은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지
만 사실은 제도화 이론의 연구 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제도화 이론에서는
제도적 동형화 압력으로 인해 관행이나 프로그램을 도입은 하지만 실제로는 실
행 내지 운영하지 않는 현상을 decoupling, symbolism, symbolic adoption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 흐름을 형성하여 왔다. 조
직이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관행을 도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도적 동형화
압력 특히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겉으로는 도입하지만 실제
로는 실행하지 않는 상징적 동조 현상이 발생한다. 상징적 동조에 대한 연구들
은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선행요인과 상징적 동조의 효과 등을 연구해 왔다
(Meyer & Rowan, 1977; Edelman, 1992; Westphal & Zajac, 1994, 1998, 2001;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연봉제의 사례(김동배) 

37

Kostova & Roth, 2002; Fiss & Zajac, 2006).
우리나라의 연봉제 확산 속도를 보면 이러한 상징적 동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무늬만 연봉제’라는 표현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연봉
제 도입과 관련해서 무엇이 상징적 동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는 것은
이 분야의 연구사에 기여한다는 이론적 측면의 의의만이 아니라, 연봉제 도입
을 강제하는 위치에 있는 조직과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연봉제는 상징적 동조의 적절한 연구 대상이자
실천적인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동조의 관점에서의 국
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노동부의 2004년도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4년도 사업체패널조사를 결합한 자료를 사용
하여 연봉제 도입에 있어서 상징적 동조의 선행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1.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는 조직형태나 관행의 다양성이 아
니라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DiMaggio and Powell(1983)은 도태
(selection)와 적응적 학습을 기제로 하는 경쟁적 동형화 개념만으로 조직의 동
질성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제도적 동형화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그 메커니즘으로서 정부나 모회사의 압력과 같은 강압적 동형
화, 교육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 형성되는 규범에 의한 규범적 동형화, 성공적
인 다른 조직을 모방하는 모방적 동형화를 들었다. 제도적 동형화를 핵심 개념
으로 하는 신제도론은 행위자의 문제, 동형화와 성과 간의 관계 등 이론 내부에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지난 30여 년간 주도적인 조직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
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Heugens & Lander, 2009).
decoupling, loose coupling, symbolic adoption, ceremonial adoption 등으로
연구자별로 약간 상이하게 호칭되는 상징적 동조는 일찍부터 제도적 동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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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서 다루어졌다.1) 왜냐하면 개체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동형화 압력에 의해서 구조나 관행을 채택한다면 조직의 기존 운영 절
차나 운영 논리와 충돌을 빚기 때문에 제도적 규칙에 대한 동조와 조직 내부에
서의 실제 운영 간에는 모순이나 긴장이 발생하는데 상징적 동조는 이를 해결
하는 유력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신제도론의 효시로 지목되는 Meyer and Rowan(1977)은 합리적 관점에서의
공식 구조의 채택을 부정하고 제도적 동형화를 주장하면서 이와 함께 상징적
동조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조직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고 또 핵
심 자원을 통제하는 조직들이 강요하는 공식 구조를 도입하지만, 조직 내부의
기술적 효율성과의 긴장으로 인해 실제 활동과는 분리되어 의례적으로만 도입
되는 상징적 동조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상징적이지만 제도화된 구조나 관행을
도입함으로써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을 얻고 이와 함께 도입된 제도화된 구조나
관행을 실행이나 실제 활동과는 분리시킴으로써 조직 내부의 기술적 효율성도
동시에 얻는다고 보았다.
Edelman(1992)은 제도화 이론에 근거해서 미국의 차별금지법(EEO/AA)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상징적 동조와 이의 확산 과정으로 보았다. 조직은 법률에
의 동조를 통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하지만 동시에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경영자
의 인사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동조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결과보다는 절차를 규정하거나, 강제 기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에는 상징적 동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징적 동조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업들이 법률에의 동조행위로 채택한 EEO/
AA 사무실의 설치나 관련 규칙의 제정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제대로 작동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EEO/AA 사무실의 경우 실질적인 권한을 축소
함으로써 그리고 규칙의 경우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형식화된다고 보
았다. 346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공부문 등 공공 영역에의 근접
성, 규모, 인사부서의 존재가 상징적 동조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1) loose coupling, decoupling을 느슨한 결합, 탈결합으로 직역할 수도 있지만 제도화 이론
의 맥락에서 보면 그 내용은 동형화 압력에 대한 형식적․상징적․의례적 도입을 의미하
므로 상징적 동조나 상징적 도입이 적당한 번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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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동조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대규모 실증연구는 Westphal and Zajac
(1994)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스톡옵션과 같은 경영자 장기성과급을 도
입한 기업의 21～45% 정도가 실제로 실행은 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제도화 이론의 상징적 동조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경영자에 대한 장기성과급은
이른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합리적인 장치로서 제도화 이론에서 보면 당연
시되거나 정당화된 관행이지만, 대리인 이론에서 가정하듯이 위험 회피적 대리
인인 경영자는 장기성과급을 기피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제도를 도입만 하고
실행하지 않거나 실행하더라도 최소한의 실행만 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과 함
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므로 상징적 동조가 발생한다. 이들은 상
징적 동조의 지표를 실제 실행 여부와 실행하는 경우 장기성과급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1972년부터 1990년간 포버스와 포츈 500대 기
업에서 최종 570개 기업의 19년간의 패널자료를 작성하여 분석한 결과 최고경
영자의 파워와 후발 도입자의 경우 상징적 동조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Westphal and Zajac(2001)은 상징적 동조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stock repurchase program)을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80년대 중
반이후 주주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주요 미국 기업들에서는 꽤 대중화된 것으로
서 경영자들에게는 채택을 위한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특징은 언제 자사주 매입의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도입 발표만으로도 주식시장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동 프로그램에도 상징적 동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는 것이다. 이들은 동 프로그램에 대한 상징적 동조를 프로그램 도입 기업의
총주식수에서 자사주 매입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1985～91년
간 포버스와 포츈의 500대 기업 412개 기업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매입프로그램의 상징적 채택은 CEO의 파워, 다른 기업에 대한 대리학습, 해당
기업의 과거 상징적 동조 경험이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ostova and Roth(2002)는 미국의 한 다국적 기업이 외국 자회사들에 품질
관리프로그램을 이전한 사례를 상징적 동조 개념을 활용해서 분석하였다. 이들
은 상징적 동조를 모회사의 요구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품질프로그램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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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제로는 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도 형성
하지 않는 경우 즉 프로그램의 내면화가 낮은 상태로 정의한다. 이들은 상징적
동조가 발생하는 조건은 관행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관행의 가치에 대한 불신이
높지만 채택에 대한 강한 제도적 압력이 존재할 경우, 달리 말하면 규제적 제도
가 채택을 강요하지만 인지적 및 규범적 제도는 이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로 보았다. 이와 함께 모기업과의 관계 특성도 상징적 동조에 영향을 미치
는데, 구체적으로는 모기업에 대한 종속성은 강하고 신뢰와 일체화가 낮을 경
우에 상징적 동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10개 국가의 104개 자
회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부 자신들의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Fiss and Zajac(2006)은 독일 상장 기업 112개의 1990～2000년간
자료를 사용해서 주주중시 경영전략의 채택 요인 및 그 경제적 효과를 상징적
동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해관계자 모형으로 유명한 독일에서도 1990년
대부터는 주주중심 모형이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제도적
압력에 대해서 기업은 상징적 동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중시 경영
전략의 상징적 동조란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은 하지만 스톡옵션이나 관련 회계
시스템 등 실제로 주주중심 경영에 부합되는 관리정책들은 채택하지 않는 경우
로 보았다. 분석 결과는 상징적 동조는 위와는 전혀 반대 방향에서도 발생한다
는 것이었는데, 주주중심 모형과 대조되는 이해관계자 모형을 천명한 경우 역
설적으로 실제로 주주중심 경영에 부합되는 관리정책들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
었다는 것이다.
이상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에 대한 연구 흐름을 후자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현상학적 관점을 취하고 신제도론의 효시로 지칭되는 Meyer and
Rowan(1977)은 상징적 동조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들이 상징적 동조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현상은 교육기관이 정부의 강제나 지역사회의 요구
로 표준이나 절차를 채택하지만 실제 운영은 이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던 현
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Westphal & Zajac, 2001) 강압적 동형화에 대한 상징
적 동조에 주목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의 상징적 동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등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Tolbert & Zucker,
1996)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에 대한 후속 연구들을 촉발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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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의가 있다. Edelman(1992)의 연구에서 차별금지법은 강압적 동형화의 대
표적인 예인데 몇 가지 조건하에서 강압적 동형화 압력에 대해서 상징적 동조
가 발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강압적 동형화
압력에의 노출 정도를 공공부문이나 대정부 매출과 같은 공공 근접성 개념으로
측정하여 실증한 것도 의의가 있다. Westphal and Zajac(1994, 2001)의 연구는
자신들이 주장하듯이 상징적 동조와 관련된 사실상 최초의 대규모 표본을 활용
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들이 2001년 연구에서 자신들의 연
구 모형을 사회정치적 모형으로 지칭했듯이 특히 경영자의 파워에 주목한 점도
독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는 정부나 입법과 같은 강압적 동형화
압력이라기보다는 규범적이거나 모방적 동형화 압력에 가깝다는 점에서 상징
적 동조의 연구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내릴 수 있다. Kostova and Roth
(2002)는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의 압력에 대한 자회사의 동조 행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강압적 동형화에 대한 상징적 동조를 다룬 범주에 속한다. 이들의 연구
에서 Scott(1995)이 제시한 제도의 세 가지 측면, 즉 규제, 인지 그리고 규범적
제도 간의 상충과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 특성이 상징적 동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은 이 분야의 연구와 관련해서 독특한 기여로 보이며 후속 연구
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하겠다.

2. 연구 가설
위에서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간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 흐름을 후자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상징적 동조는 주로 강압적 동형화와 관련해서 연구
되었지만 규범적이거나 모방적 동형화에 적용될 수 있고, 제도화된 구조의 내
용도 적법 절차에서부터 보상관행이나 품질프로그램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제도적 동형화가 작용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 상징적 동
조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동안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는
이론과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적당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Westphal & Zajac, 2001).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연봉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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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 동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유망한 보상관행이다. 보상관행은 제도화 이
론이나 상징적 동조 개념의 적용 대상으로서 연구되었으며(Eisenhardt, 1988;
Westphal & Zajac, 1994, 1998; Bender, 2004) 외환위기 이후 확산추세를 보면
제도적 동형화를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연구 대상이라는 점이 국내의 선행연
구들에서도 지적되어 왔다(유규창․박우성, 1999, 2007; 노용진 외, 2003).
대표성 있는 노동부의 100인 이상 사업장 조사 통계에 의하면 연봉제 도입률
은 1996년 1.6%, 1997년 3.6%, 1999년 12.7%, 2000년 23%, 2001년 27.1%,
2002년 32.3%, 2003년 37.5%로 급증하였고 본 연구의 조사시점인 2004년에는
43.0%에 달하고 있다(유규창․박우성, 1999;「노동부 연봉제․성과배분제 실
태조사」, 각 연도). 각종 신문기사 검색에 의하면 외국계 기업은 일찍부터 연봉
제를 도입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성과 측정
이 명확한 영업이나 전문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 전체
직종으로 연봉제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두산그룹이 과장급 이상 연
봉제를 도입하면서부터인데 1998년까지 주요 그룹들이 모두 연봉제를 도입하
게 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1998년
8월 공무원 연봉제 도입을 지시하면서부터 그 이후에는 공공부문에도 연봉제
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에는 기술적 요건을 감안하여 일부 기업들이
일부 직종에 한정해서 연봉제를 도입하다가 1994년부터 두산그룹의 연봉제 도
입을 필두로 기업집단들이 도입을 주도하였고 1998년부터 공무원 연봉제를 필
두로 공공부문의 연봉제 도입이 확산되었는데,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공공부
문의 경우 강압적 동형화 압력에 의한 연봉제 도입의 경우로 볼 수 있다.
DiMaggio and Powell(1983)은 정부의 영향력과 기업집단의 모회사를 강압적 동
형화 압력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고, 이홍(2000)은 우리나라의 재벌 내 동질성과 재
벌 간 이질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강압적 동형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회의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에서 2004년까지 연봉제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
과 총 273건이 검출되었는데, 그 분포를 보면 [그림 1]과 같이 1998년에서 2001
사이에 전체의 62.3%에 해당되는 기사가 검출되어 실제 연봉제의 확산과 유사
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연봉제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업은 연봉제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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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봉제 기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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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키워드를 연봉제로 한 기사 색인 결과임. 주제와 무관한 기사들은 제거하였으며
2004년까지의 기사임.
자료 : 국회도서관 기사색인(https://u-lib.nanet.go.kr/dl/SimpleView.php).

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거나 전문잡지에서 연봉제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규범적 압력을 점차 더 강하
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봉제에 대한 정보와 규범적 압력의 통로 중의 하나
가 경영자단체나 협회와의 관계이다. 즉 경영자단체나 협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연봉제 도입의 규범적 압력이나 다른 회원사들의
도입을 보고 자기들도 도입하는 모방적 동형화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일찍이 DiMaggio and Powell(1983)은 경영자단체/협회를 규범적 동형화의 지
표로 보았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동형화 압력과 연봉제 도입 간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제도적 동형화 압력은 연봉제 도입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1a : 공공부문 사업장은 연봉제 도입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1b :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연봉제 도입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1c : 경영자단체 가입 사업장은 연봉제 도입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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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징적 동조는 초기 신제도
론에서부터 제도적 동형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신
제도론의 행위자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Heugens & Lander,
2009) 행위자관과 무관하게 상징적 동조는 발생할 수 있다. Meyer and Rowan
(1977)의 경우처럼 당연시되고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인지적 구속에 의
해 도입하든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입하든 제도적 동형화에 의해
관행이나 구조 또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에는 상징적 동조에 그칠 가능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
인지적 구속, 즉 아무 생각 없이 도입하는 경우에도 Meyer and Rowan(1977)
이 지적하듯이 조직 내부의 기술적 효율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기술적 효
율성을 지키기 위해 조직은 상징적 동조를 채택한다고 보았다.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계산에 의해 도입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거나 실행하더라도 최소한의 규모나 범위 그리고 정도로만 실행하기 때
문에 상징적 동조가 발생하며 이러한 상징적 동조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
들에서도 확인하고 있다(Edelman, 1992; Westphal & Zajac, 1994, 2001;
Kostova & Roth, 2002; Fiss & Zajac, 2006). 그리고 앞서 상징적 동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징적 동조는 주로 강압적 동형화의 경우
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규범적 동형화나 모방적 동형화에서도 상징적 동
조는 발생할 수 있다(Westphal & Zajac, 1994, 2001).
상징적 동조와 관련해서 강압적 동형화의 지표 중 하나인 기업집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Kostova and Roth(2002)의 연구에서처
럼 단순히 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아니라 지배적 기업과 계열사 간의 관계가 중
요할 수 있다. 이들은 상징적 동조는 모기업에 대한 종속성은 강하지만 신뢰와
일체화가 낮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바꾸어 말하면 모기업과 신
뢰와 일체화가 높은 경우에는 상징적 동조가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실질적 동
조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에
서 지배적 소유주 내지 지배적 조직과 계열사 간 관계의 종속성 정도와 신뢰와
일체화의 정도에 따라 상징적 동조가 발생할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다.
Yiu, Lu, Bruton, and Hoskisson(2007)은 우리나라 재벌의 다수는 계열사 간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연봉제의 사례(김동배) 

45

상호의존성을 의미하는 수평적 연계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지배적 소유주에 의
한 계열사의 통제 정도라는 수직적 통제도 높아 마치 사업부제 조직과 유사한
M-form 유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수직적 연계성이 높다는 것은 지배
적 소유주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와 통제력이 높다는 것으로서 상징적 동조와
관련해서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지배적 소유주의 강력한 통제력은 강
한 강압적 동형화와 이에 따른 상징적 동조의 가능성도 높인다. 반면에 강력한
통제력은 강제기제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Edelman
(1992)이 지적했듯이 강제기제가 강하게 작용하면 상징적 동조가 발생할 여지
가 적어진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업집단과 상징적 동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이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도
있지만 다른 동형화 지표들과의 균형상의 문제로 상징적 동조와 정(+)의 관계
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상징적 동조를 다양하게 측정하고 있다. 부서를 설치하지
만 권한을 축소하고 규칙을 제정하지만 적용을 하지 않거나(Edelman, 1992),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지만 실제 실행은 하지 않거나 실행하더라도 성과급
비중을 최소화하거나(Westphal & Zajac, 1994), 품질프로그램을 도입하지만 실
제로는 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도 형성하지
않거나(Kostova & Roth, 2002), 전략 변화를 천명하지만 이와 관련된 관리제도
들을 도입하지 않는(Fiss & Zajac, 2006) 경우 등등 매우 다양하다. 상징적 동
조의 개념은 명확하지만 이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양한 이유는 어느 정도는 대
상 관행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해서 연봉
제 도입에 있어서 상징적 동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즉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하는 연봉 차
등폭을 줄이거나, 평가가 나쁘더라도 연봉 삭감은 없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
하는 경우는 상징적 동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서 상징적 동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제도적 동형화 압력은 상징적 동조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a : 공공부문 사업장은 상징적 동조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46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1호

가설 2b :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상징적 동조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c : 경영자단체 가입 사업장은 상징적 동조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연봉제의 도입 시기도 상징적 동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Tolbert
and Zucker(1983)는 제도적 관행의 초기 채택자는 조직의 기술적 필요성에 의
해서 이를 도입하지만 제도적 관행이 확산된 후기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제도적 동형화 압력에 의해서 도입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Tolbert and Zucker(1996)는 초기 자신들의 연구를 발전시켜 제도화 과정에 대
한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 행위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연결을 시도한다. 이들은
제도화 과정을 혁신 단계, 초기 제도화 단계인 습관화, 반제도화(半制度化) 단
계인 객관화, 그리고 완전제도화 단계인 외재화로 구분한다. 제도화의 초기 과
정으로 갈수록 조직은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채택하기 때문에 조직 특성의 설
명력이 높지만 후기 단계로 나아갈수록 제도적 동형화 압력에 의해서 채택하므
로 조직 특성에 의한 설명력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제도적 동형화 압력에 의한 채택의 경우 가설 2에서와 같이 상징적 동조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Westphal and Zajac(1994)은 후기 채택자와 같이
동형화 압력에 의해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관행의 상징적 동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논의를 연봉제에 적용하면 연봉
제의 초기 채택자는 기술적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봉제가
확산되어 제도적 동형화 압력에 의해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필요 등 조
직 내부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징적
도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연봉제의 후발 도입자
와 상징적 동조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후발 도입자의 경우 상징적 동조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제도적 동형화 압력이 아
닌 조직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관행을 도입할 경우에는 상징적 동조가 발생하
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제도론으
로도 지칭되는 제도화 이론이 상황 이론이나 전략적 선택과 같은 합리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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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처럼 조직이 물질적, 즉 경제적이거나 기술
적 필요에 의해서 관행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영으로 연결되지만, 제도
적 동형화와 같은 비물질적 동기에 의해 도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영과 괴리
되는 상징적 동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화 이론의 상징적 동조 모델이
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이 이러한 전제를 실제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는데, 제도적 동형화에 의한 상징적 동조를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변수의 경우 상징적 동조와 부(-)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징적 동조를 거꾸로 뒤집으면 조직이 합리적 선택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
는 경우에는 상징적 동조와는 정반대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연봉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공격형 전략과 혁신형 전략은 보상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개인 성과급의 채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지적되어 왔다. 마일즈와 스노우
의 공격형(prospector) 전략 유형은 새로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신속
하게 충족시키는 ‘me-first’ 전략인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조
달하는 영입형(buy) 인사 전략을 채택하며, 이러한 인사 전략에 따라 보상 전략
도 외적 경쟁성을 강조하며 개인성과급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김식현,
1999; 배종석, 2008). 이처럼 공격형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이 전략의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연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도입된 연봉제는 조직의
기술적 필요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상징적 동조와는 정반대로 실질적인 개인성
과급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공격형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전략 변수로서 혁신형 전략도
연봉제의 도입 및 실질적 운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혁신형 전략은 기술혁신
에 투자를 많이 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혁신형 전략을
사용한 경우로는 Montemayor(1996)가 있다. 이는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맞춤
형 제품/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 유지로 측정한 혁신형 전략은 메리트 임금
(merit pay)을 강도 높고 폭 넓게 활용하고 비용우위 전략보다 인센티브 비중도
높게 운영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사고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하는 메리트
임금과 인센티브가 개인성과급인 우리나라 연봉제의 핵심적 특성임을 감안하
면 혁신형 전략도 연봉제 도입과 도입 후 실질적 운영과 정(+)의 관계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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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공격형 전략과 혁신형 전략은 연봉제의 도입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
이며, 상징적 동조와 부(-)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Ⅲ. 자료 및 변수

1. 자료
본 연구는 노동부의 2004년도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와 한국노동연구
원이 2004년도에 실시한 사업체패널조사를 결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참고로
두 자료의 조사 시점은 모두 2004년 5월로 동일하다. 위 노동부의 조사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10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로서 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임금
교섭 실태조사와 모집단이 동일하다. 이 조사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에서 표본
조사로 전환되고 통계명도 ‘임금제도실태조사’로 바뀌어 2008년까지 지속되다
가 2009년부터는 통계 생산이 중단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4년도 사업체
패널조사의 모집단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수집되어 있는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표본의 규모는 2,000여 개이다.
위 노동부 자료에는 연봉제의 제도적 특성이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 변수들이 거의 없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는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들이 풍부하게 조사되어 있
는 반면 연봉제의 제도적 특성은 충분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
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자료를 결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
노동부 자료의 표본 크기는 4,370개이고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의 본 표본 크기
는 1,999개인데, 두 자료가 결합되어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없어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은 736개 사업장이다. <표 1>은 분석 표본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본의 특성에서 특이한 점은 대부분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이를 반영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위 노동부 자료가 100인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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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특성
전체

업종

규모
노동
조합
연봉제

광공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미조직
조직
미도입
도입

빈도
736
394
41
59
95
32
71
44
25
293
240
178
292
444
399
337

비율
100.0
53.5
5.6
8.0
12.9
4.3
9.6
6.0
3.4
39.8
32.6
24.2
39.7
60.3
54.2
45.8

업장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2. 변 수

가. 종속 변수
종속 변수는 연봉제 도입, 연봉제 적용근로자 비중, 그리고 연봉차등 폭인데
이 변수들은 모두 노동부의 2004년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자료로 측정
하였다. 노동부의 동 조사에서 연봉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은 “연봉제는 근
로자 개인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책정하는 개인별
성과급제를 말합니다. 현재 귀사에서는 연봉제를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
까?”이다. 연봉제 도입 변수는 이 질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이다.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경우 연봉제의 실질적 운영 여부는 연봉제 적용
범위, 연봉의 차등폭, 연봉삭감 여부의 3가지로 측정하였다. 상징적 도입이나
구조와 실행의 분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참조하면(Westpal & Zaj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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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8, 2001) 연봉제의 상징적 동조의 지표는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적용근로자 범위를 축소하거나, 연봉 차등폭을 적게 함으로써 도입은 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형식적이거나 최소한으로 운영하거나, 성과가 낮더라도 연봉
을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봉제를 운영하는 3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연봉
제 적용범위에 대한 질문은 “전체 근로자(상용근로자) 중 연봉제를 적용받는
인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변수의 척도는
서열성이 있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서열로짓(ordered logit)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봉의 차등폭은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결합해서 작성하였다. 하나의 질문
은 과부장급에 대해서 “직급 등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업적 평가에 의한 최상
위자와 최하위자 간의 연봉 차등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 미만 ② 10～
20% 미만 ③ 20～40% 미만 ④ 40% 이상”이며, 다른 하나의 질문은 평가에
의한 연봉 차등지급 여부이다. 연봉 차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새로운 범
주로서 전혀 없음이 추가되기 때문에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결합하면 연봉 차
등 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음, 10% 미만, 10～20% 미만, 20～40% 미만, 40%
이상의 5범주로 구성된다. 연봉제 적용 범위와 마찬가지로 연봉 차등폭 변수들
의 척도도 서열성이 있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서열로짓 분석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연봉의 삭감 여부에 대한 질문은 “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전년도
에 비해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응
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 변수를 작성하였다.

나. 독립 변수
제도적 동형화 변수는 공공부문, 기업집단, 경영자단체, 그리고 연봉제 도입
시기의 4개이다. 우선 공공부문은 2004년 조사 시점 기준 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 및 기타 공기업에 포함된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이다.
이 변수는 노동부의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자료에서 구하였다. 공공부
문은 강압적 동형화 압력의 대표적인 지표인 정부의 영향력이나 법률적 환경에
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된다(Edelman, 1990, 1992). 둘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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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속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2004년 기준 51개 기업집단 893
개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이다. 기업집단 소속 여
부의 식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기업집단 및 그 소속 기업명을 구
하여 분석 표본의 사업장 명칭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경영자단체 소속
여부는 사업체패널의 “귀 사업장이 현재 가입한 경영자단체나 협회의 개수는?”
로 구성된 질문에서 하나라도 가입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후발도입 변수는 최근 4년 이내에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에 1의 값
을 부여한 더미 변수이다. 노동부의 2004년도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원
자료에서 연봉제의 도입 시점을 보면 연봉제 도입의 정점은 2000년이며 2001
년부터 증가율이 저하되고 있다. 즉 1998년, 1999년, 2000년의 연봉제 도입 건
수는 각각 150건, 240건, 315건으로 증가하여 2000년이 정점을 형성하며 2001
년부터 2003년까지 각각 206건, 214건, 139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를 보면 2001년 이후에는 이른바 연봉제의 완전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어 기술
적 요건과는 무관하게 동형화 압력에 의한 연봉제 채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다(Tolbert & Zucker, 1983, 1996). 후발도입 변수는 이러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작성하였다.2)
제도적 동형화 변수의 효과와 대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쟁전략 변수는 두
개다. 우선 마일즈와 스노우의 전략 유형 중 공격형 전략(prospector)이 있는데,
이 변수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서 구하였다. 이 변수에 대한 질문은 “귀 사
업장 주력제품/서비스의 시장 전략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1. 고객
의 욕구와 시장의 초기 신호에 신속히 대응하여 항상 가장 먼저 신제품/서비스
를 제공하려고 시도한다. 2. 신시장 진입이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가장 먼저
주도하지는 않지만, <1>과 같은 행위를 주의 깊게 관찰한 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따라잡으려고 노력한다. 3. 기존의 제품/서비스로서 안정적인 시장
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제품/서비스 개발이나 신시장 진입을 먼저 시도하지 않
는다. 4. 위 세 가지 형태 모두 아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1에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 변수를 작성하였다. 혁신형 전략은 기술혁신에
2) 여기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경영자단체의 경우 연속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중앙값 또
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더미 변수를 작성하여 분석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후발
도입 변수와 관련해서 연봉제 도입 연령의 연속 변수를 투입해도 결과는 대동소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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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투자 정도의 지표로서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이
는 6개 직군, 즉 관리인력,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사무인력, 서비스 및 영업인
력, 생산기능인력, 단순노무인력 중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으
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 중 투입 측면의
지표로서 활용되기도 한다(Souitaris, 2002; Menezes-Filho & Van Reehan,
2003). 연구 가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격형 전략과 마찬가지로 혁신형 전
략도 연봉제의 도입 및 그 실질적 운영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 통제 변수
위에서 선정한 독립 변수 이외에 연봉제의 채택 및 상징적 동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수들을 기존 개인성과급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들에서 추출하
여 통제하였다. 우선 조직 규모는 기업의 상용근로자 숫자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조직 규모는 제도화 이론에서는 동형화 압력의 정도
를 의미하는 공중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고, 합리적
관점의 설명에서는 각종 인사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효과 지표
로서도 취급되기도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의미의 변수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연
봉제의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사의 업력은 2005에서 회사 창립일을 차감하여 측정하였다. 회사의 업력은
새로운 인사관행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
다면 오래된 기업의 경우 그만큼 구제도의 관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연봉제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새로운 인사관행의 도입이 늦을 수도 있고 유사한
이유로 연봉제의 실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이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노동조합과 개인별 성과급 간에 부(-)의 관계를 예측하는데,
그 이유는 노동조합의 연대임금 정책 및 위험회피 성향 때문이다(Brown, 1990;
Kaufman, 2002; Brown & Heywood, 2005). 동일한 근거로 노동조합은 연봉제
의 도입 여부만이 아니라 일단 도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적용을 배제
하는 등 그 실질적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연봉제의 사례(김동배) 

53

외국인 지분율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변수로 지적되었다(노용진․김동배․박우성, 2003). 이 변수는 사업체
패널조사에서 “2003년 말 현재 귀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인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를 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른 주주들과 달리 외국인 주요 주
주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공급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며, 대리인 문제를 경감
시키기 위해 개인성과급을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평균 근속연수는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로 측정하였다. 평균 근속연
수는 개인성과급과 관련해서 거래비용 이론에서 예측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기업특유 숙련(firm-specific skills)의 축적 지표로 볼 수 있는
데, 기업특유 숙련이 높은 경우 개인성과급에 의해 기회주의의 감소를 꾀하는
거래적 계약보다는 장기 고용과 행위 통제에 의존하는 관계적 계약에 의한 기
회주의 감소가 보다 효율적인 지배장치로 지적되고 있다(Tremblay, Cote, &
Balkin, 2003). 이러한 이유로 평균 근속연수는 연봉제의 도입 및 실질적 실행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성 인력의 비중은 전체 근로
자에서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여성 인력의 비중은 2차
노동시장이나 단순직무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처럼 개인성과급의 도입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own & Heywood, 2005).
산업수준 변수들도 기업의 인사관리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Datta, Guthrie, &
Wight, 2005)라는 지적처럼 개별 사업장의 연봉제 도입 및 실행은 해당 기업이
소속된 산업의 집합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3년의 5년간 산업별 연봉제 도입률의 확산 속도를 통제하
였다. 이 변수는 노동부의 1999년 및 2003년도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원자료에서 표준산업 2자리별 연봉제 도입률을 각각 구한 후 2003년도 도입 비
율에서 1999년도 도입 비율을 차감하여 구하였다.3)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봉제 도입률이 급증하는 산업에 속한 사업장이 연봉제 도입에 대한 모방적
및 규범적 동형화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제를 도입할 가능성
3) 현재 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노동부의 연봉제 조사 자료는 199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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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대분류 변수를 통제하였다. 산
업변수는 광공업을 준거 범주로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의 6개 산업더미 변수를
작성하였다.

Ⅳ. 분석 결과

<표 2>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은 연봉제 적용근로자 비중과 연봉 차등폭은 서열 변수이지만 보고의 편의를
위해 상관관계표에서는 연속 변수와 같이 취급했다는 것이다. 물론 가설검증을
위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이 두 변수에 대해서는 서열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우선 연봉제 도입과 독립 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공공부문과 기업집단은 유
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전략 변수 중에서는 혁신형 전략이 유
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기업규모, 외국인 지분
율, 평균 근속연수, 그리고 지난 5년간 산업별 확산 속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회사의 업력과 노동조합과는 유의한 부(-)의 관
계가 나타나고 있다.
연봉제 도입표본(N=337)에서 적용근로자 비중, 연봉의 차등폭, 그리고 연봉
삭감 여부와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은 연봉
제 적용 범위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기업집단의 경우 연봉 차등
폭과 연봉 삭감과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며, 경영자단체 가입은 3
가지 운영지표와 모두 부(-)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
니며, 마지막으로 후발도입 변수도 3가지 운영지표와 모두 부(-)의 관계가 나타
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연봉 차등폭이다. 경쟁전략 변수의 경우 공격
형 전략은 적용비중 및 연봉 차등폭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며, 혁신형
전략은 적용근로자 비중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3>은 가설 검증을 위해 이항로짓 및 서열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다. 연봉제 도입 여부와 연봉 삭감 여부는 이항로짓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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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적용 범위와 연봉 차등폭은 서열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연봉
제 도입 여부는 전체 표본(N=736)이 분석 대상인 반면 나머지 3개의 연봉제
실행 정도 관련 분석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집단(N=337)이 분석 대상이다.
가설 1은 제도적 동형화와 연봉제 도입 간의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부문과 기업집단은 연봉제 도입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경영자단체 가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설 1a와 가설 1b는 지지를 얻고 있지만 가설 1c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가설 2는 동형화 압력과 상징적 동조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
측이었다. 분석 결과 강압적 동형화의 지표인 공공부문과 상징적 동조 간에 정
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a는 연봉제 적용 범위와 연봉 삭감 여부와 관
련해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연봉 차등폭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
다. 또 다른 강압적 동형화의 지표인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상징적 동조와 모두
정반대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연구 가설 2b를 모두 기각하고 있
다. 즉 기업집단의 계열사인 경우에는 일단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적용 범
위가 넓고 연봉 차등폭이 크며, 평가가 나쁜 경우 연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징적 동조가 아닌 실질적 도입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기업집단과 상징적 동조의 관계와
관련해서 가설 설정에서 관계의 방향성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체가설을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한 바 있다. 기업집단의 이러한 효과
는 가설 설정에서 검토한 바 있는 기업집단과 연봉제의 상징적 동조 간에 부(-)
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대체가설이 우리나라에서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자단체 소속과 연봉제의 상징적 동조 간의
관계는 적용 범위에서만 예측한 바와 같은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고, 연
봉 차등폭이나 연봉 삭감과도 부호의 방향은 예측과 동일하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다.
가설 3은 후발도입 사업장과 상징적 동조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는 예측이었는데, 연봉 차등폭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고
적용 범위와 연봉 삭감의 경우에는 부호의 방향은 가설과 부합되지만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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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가설 4는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간의 관계와 대조하기 위해 경쟁 전
략 변수와 연봉제 도입 및 상징적 동조 간의 관계를 다룬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는 공격형 전략과 혁신형 전략은 연봉제 도입과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지
만 상징적 동조와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우선 연봉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혁신형 전략만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부분적
인 지지를 얻고 있다. 상징적 동조와 관련된 예측과 관련해서 경영전략 변수는
연봉제 적용 범위와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연봉 삭감과는
혁신형 전략이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연구 가설 4는 부분적인 지
지를 얻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전략 변수는 모두 상징적 동조 지표들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징적 동조는 제도적 동형화 압력과 관련된 현상일
수 있다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통제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조직 규모는 연봉제 도입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연봉제 적용 범위와는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상징적 동조로 인한 효과일 수도 있지만 조직 규모의 증가에 따른 인력
구성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회사 업력은 연봉제 도입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연봉제가 최근의 보상 관행임을 감안할 때 회사의
업력에 따른 구조 관성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연
봉제 도입과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단 도입된 이후에도 적
용 범위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동
조합이 개인성과급인 연봉제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일단 도입되더라
도 조합원에 대한 적용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변수
는 연봉제 도입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지분율이
외환위기 이후 혁신적 인사 제도의 도입과 일관되게 정(+)의 관계를 보였던 노
용진 외(2003)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연
봉 삭감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여성 비중은 연봉 차등폭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연봉제 도입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지난 5년간 연봉제 확산 속도는 연봉제 도입과 유의한 정(+)
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연봉제 적용 범위와도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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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간 상관관계
Mean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연봉제
0.46 0.50
도입
2. 적용
3.07 1.46 n.a.
비중(a)
3. 연봉차
1.61 1.08 n.a.
등폭(a)

0.170

4. 연봉
0.28 0.45 n.a.
삭감(a)

0.040 0.191

5. 공공
부문

0.06 0.23 0.120 -0.123 0.065 -0.013

6. 기업
집단

0.18 0.39 0.248 -0.041 0.278 0.223 0.077

7. 경영자
0.75 0.43 0.058 -0.055 -0.063 -0.068 -0.122 -0.007
단체
8. 후발
0.35 0.48 n.a. -0.012 -0.168 -0.077 -0.077 -0.178 0.039
도입(a)
9. 공격형
0.33 0.47 0.051 0.124 0.119 0.011 -0.027 0.048 0.043 0.039
전략
10. 혁신형
9.61 19.28 0.139 0.191 0.047 0.050 0.210 -0.048 0.035 -0.113 0.024
전략
11. 규모
(로그)

6.14 1.22 0.240 -0.147 0.220 0.264 0.190 0.458 -0.018 -0.206 0.143 0.003

12. 회사
업력

26.31 16.65 -0.073 -0.103 0.077 0.048 0.026 0.062 0.026 -0.043 0.084 -0.071 0.235

13. 노동
조합

0.61 0.49 -0.090 -0.385 0.003 0.029 0.164 0.028 -0.043 -0.115 -0.023 -0.132 0.193 0.264

14. 외국인
0.20 0.40 0.185 -0.014 0.159 0.072 -0.067 0.200 0.128 -0.128 0.124 -0.083 0.316 0.074 0.076
지분
15. 평균
근속

7.79 4.25 0.113 -0.272 0.177 0.081 0.255 0.245 0.034 -0.116 -0.036 -0.027 0.368 0.338 0.287 0.207

16. 여성
비중

24.76 23.01 -0.029 0.147 -0.182 -0.020 0.000 -0.116 -0.045 0.104 0.059 -0.030 -0.022 -0.127 -0.192 -0.016 -0.207

17. 산업별
0.24 0.11 0.243 0.242 -0.010 0.090 0.222 0.070 0.005 -0.062 -0.028 0.280 0.126 -0.153 -0.242 0.006 0.063 0.130
확산

주 : (a)는 연봉제 도입기업만 해당되는 변수(N=337)이며, 나머지는 전체 기업에 해당
(N=736). 상관계수의 유의도는 전체 표본의 경우 ｜r｜>=0.120, p<.001, ｜r｜>=
0.090, p<.01, ｜r｜>=0.071이며, 연봉제 도입 표본의 경우 ｜r｜>=0.178, p<.001,
｜r｜>=0.138, p<.01, ｜r｜>=0.10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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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봉제 도입 및 실질적 운영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공공부문
기업집단
경영자단체

도입여부
(이항로짓)
1.062 **

(0.438)
0.857 ***
(0.247)
0.187
(0.198)

혁신형전략
규모(로그)
회사업력
노동조합
외국인지분 5%
평균근속년수
여성비중
산업별확산속도

(0.450)
0.514 *
(0.275)
-0.500 *
(0.264)
-0.136

후발도입
공격형전략

적용범위
(서열로짓)
-1.337 ***

(0.229)
0.081
(0.180)
0.012 **
(0.005)
0.269 ***
(0.089)
-0.013 **
(0.006)
-0.374 *

0.554 **
(0.228)
0.020 ***
(0.006)

차등폭
(서열로짓)
0.154

(0.429)
0.849 ***

삭감여부
(이항로짓)
-1.169 **

(0.571)
0.646 *

(0.268)

(0.332)

-0.234

-0.189

(0.255)

(0.334)

-0.389 *

-0.217

(0.223)

(0.304)

0.372

-0.028

(0.220)

(0.292)

0.008

0.368 ***

(0.005)

(0.131)

0.061

0.003

(0.102)

(0.099)

(0.009)

0.006

0.000

0.014

(0.007)

(0.007)

(0.303)

-0.257 **

-0.310

0.120

(0.238)

(0.229)

(0.326)

0.288

0.379

0.004

(0.221)

(0.256)

(0.253)

(0.040)

0.006

-0.022

0.009

(0.025)

(0.030)

(0.030)

(0.193)
0.566 **

-1.198 ***

-0.004

0.005

(0.004)

(0.005)

2.380 **
(1.205)

2.573 *
(1.396)

-0.013 **

0.015 **
(0.007)
0.005

(0.005)

(0.007)

-0.727

2.416

(1.357)

(1.868)

Chi-square

152.0***

124.6***

54.9***

53.0***

-2 LL

863.1

906.5

925.7

349.7

N

736

337

주 : 연봉제 도입 여부와 삭감 여부는 이항로짓, 나머지는 서열로짓 분석 결과임. 상수
와 산업 변수는 보고하지 않았음. ( )는 표준오차. ***p<01, **p<.05, *p<.1(양
측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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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함의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연봉제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본 논문은
제도화 이론에 입각해서 연봉제의 상징적 동조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봉제의 특성을 자세히 조사한 노동부의 2004년도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
조사와 다양한 선행요인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4년도 사업체
패널조사를 결합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은 연봉제 도입과 상징적 동조의 두 가지 지표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기업집단은 연봉제 도입과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상
징적 동조와는 예상과는 달리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경영자단체나
협회 소속은 연봉제 도입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봉의 차등폭
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나머지 두 가지 지표와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부호의 방향이 상징적 동조와 일치하였다. 후발도입의 경우 연봉 차
등폭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나머지 두 가지 지표와도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지만 부호의 방향이 상징적 동조와 일치하였다. 제도적 동형화의 효
과와 대조하기 위해 사용한 경영전략 변수들은 상징적 동조와는 반대로 실질적
인 운영을 촉진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정부나 법제도의 강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표로서 연구
되어 왔다(Edelman, 1990, 1992).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에 공무원 연봉제를
필두로 연봉제 도입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고 연봉제를 경영평
가 항목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정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연봉제 채택의 강압적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속한 조직은 이러한 강압적 압력에 대해 연봉제 도입이라는 순응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했다. 그러나 강압적 압력에 의해 도입된 연봉
제는 조직 내부의 기술적 필요성이나 기존의 임금 제도에 고착된 이해관계 등
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연봉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
로의 상징적 동조가 발생했을 수 있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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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는 공공부문 조직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징적
인 동조 행위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Edelman(1992)이 주장하듯이 상징적 동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정책
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굳이 정책을
집행한다면 상징적 동조가 아닌 실질적 도입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공공부문이라 해도 공기업이나 정부출연기관 등과
같이 성격이 상이한 다양한 유형에 따라 상이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아쉽게도 자료의 한계상 이런 가능성을 탐색하지 못했다.
기업집단은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인사관리혁신이나
연봉제 도입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던 변수이다(노용진 외, 2003; 유규
창․박우성, 2007). DiMaggio and Powell(1983)에 의하면 기업집단의 지배적
기업이 계열사에 행사하는 동형화 압력을 강압적인 것으로 분류했고,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1994년 두산그룹을 필두로 재벌그룹들이 연봉제 도입을 주도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강압적 동형화 압력에 의해 연봉제
를 도입할 확률이 높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상징적 동조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경우 수평적 연계성만이 아니라 지배적 소유주의 계열
사에 대한 통제력이 높기 때문에(Yiu, Lu, Bruton, & Hoskisson, 2007) 계열사
들의 상징적 동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 상징적 동조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아니라 지배적 기업이나 소유주와 계열사 간 관계가 문
제일 수 있다는 점(Kostova & Roth, 2002) 등을 감안하면 기업집단과 상징적
동조 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지배적 소유주의 계열사에 대한 통제력이 높
다는 것은 관행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강제기제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적 동조가 아니라 실질적 동조가 발생할 수도 있
다(Edelman, 1992).
그리고 Chang, Chung, and Mahmood(2006)은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소속 계
열사들 간에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혁신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를 연
봉제 도입과 같은 인사관행 혁신에 적용하면 계열사 간 노하우나 정보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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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연봉제의 채택 및 실질적인 운영이 보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 이외에도 기업집단의 효과에는 우리가 측정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재벌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주의에 대한 국제
표준의 채택 압력을 받을 수 있다든지, 글로벌 차원의 인재 충원을 위해서는
연봉제와 같은 보상 제도 개편이 필요했다든지 등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연봉제와 상징적 동조만이 아
니라 인사조직 관련 다른 혁신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효과와 관련
된 이러한 문제 의식에 대해 후속 연구들이 더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영자단체 가입의 효과는 상징적 동조 지표 중의 하나인 연봉제 적용 범위
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 사실 규범적 동형화 압력의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경영자단체 가입 여부로
구성된 본 연구의 측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경영자단체나 협회에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연봉제나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았는지
의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상 이런 점을 검증할 수
없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와 관련된 대표성 있는 단체나 협회가
없을 수 있다는 노용진 외(2003)의 지적도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추후 규범적 동형화의 지표로서 경영자단체나 협회의 효과를 측정
할 경우 본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조직의 물질적 필요, 즉
경제적 내지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관행을 도입할 경우에는 상징적 동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만 했지 실제로 검증한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는 연봉제 도입의 물질적 필요의 지표로서 선행연구들에서 개인성과급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격형 전략과 혁신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경쟁 전략 변수들은 상징적 동조와는 정반대로 실질적인 운영
을 촉진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징적 동조는 물질적 필요에 의한
관행의 도입보다는 제도적 동형화 압력에 의한 관행의 도입에서 발생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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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효과를 제외하면 연
구 가설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를 얻고 있으며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상징적
동조와는 일관되게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앞서 충분히 논의된 기업집
단의 효과를 논외로 하면 가설의 부분적 지지와 관련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상징적 동조의 측정 지표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2차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자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아쉽다. 그리고 기업집
단의 예상하지 못한 효과와 같이 상징적 동조 현상을 우리나라의 경영 현상에
적용할 경우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징적
동조와 관련된 본 연구의 가설들은 상이한 표본이나 또는 다른 연구 대상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제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본을 사용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며, 품질프로그
램의 확산이나 근래 자주 바뀌고 있는 고용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등 다른 대상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에 대한 연구 가설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 자료가 필요한바 추후 종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종단 자료가 구축될 경우 일단 도입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봉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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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Symbolism: The Case of
Performance Based Pay in Korean Firms
Dong-Bae Kim
Using workplace survey by Korean Labor Institute(2004) and wage
survey by Ministry of Labor(2004), this study explores the antecedents of
symbolic adoption in the case of performance based pay(PBP) in Korean
firms.

According

to

institutional

theory

institutional

isomorphism

especially coercive isomorphism may result in symbolic-ceremonial
adoption or decoupling. Decoupling means that organizations adopt
institutionalized practices but do not implement them or decouple the
structure from actual activities. We found that public sector was
positively related with both the adoption of PBP and two indicators of
symbolic adoption. Business group affiliat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adoption of PBP but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is variable was
negatively related with all indicators of symbolic adoption. Trade
association, an indicator of normative isomorphism, was positively related
with an indicator of symbolic adoption, and late adopter was positively
related with an indicator of symbolic adoption. We tested the effect of
business strategies which have been known to be the predictors of PBP
and found that these strategies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symbolic
adoption of PBP.
Keywords : institutional isomorphism, decoupling, symbolic adoption, performance
based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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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일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외환위
기 이후 고실업 극복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노동부, 2005). 2000년 이
후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실업급여 지급
액은 2조 8,653억 원이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자와 실
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무려 4조 1,164억 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었다.
물론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임금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적용범위 확대는 완료되
었지만, 2009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9%를 보이고 있
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율과 수급
률을 가지고 있어, 실업급여의 관대성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2008년 9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제위기로 이어졌고,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위기적 상황이 다시 발생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
었지만, 단편적이고 점진적인 조정만 이루어졌을 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또다시 고용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단기적인 대응수준으로 대처
하는 데에 그친다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재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
는 셈이다. 지금은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보험의 사
회안전망 역할을 확충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
급여의 관대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국제비교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Vroman and Brusentsev(2005)의 실업급여 관대성 지수를 소개하고, 이 지수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관대성의 국제비교를 시도한다. 제III장에서는 덴마크, 독일,
영국의 실업급여와 한국의 실업급여를 비교한다. 이러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취약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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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실업급여의 관대성 지수 도출 및 추이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측정하는 포괄적인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격․
수급요건, 임금대체율(혹은 순대체율), 수급기간, 대기기간, 적용률 등의 정책변
수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측정하는 기
존의 연구들은 이들 변수 가운데 몇 개를 선택하여 표준화한 뒤 더하는 방식으
로 관대성 지수를 도출하고 있다(OECD, 1994; Picot, 2007; Sjoberg, 2007).1)
물론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들을 선택하겠지만, 도출 과정이
임의적일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최근 Vroman and Brusentsev(2005)는 실업급여가 관대할수록 지출비용이 증
가한다는 단순한 관계로부터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도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지수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관대성의 국제비교를 시
도한다.
어떤 한 해 동안의 실업급여 지출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TBen=AMBen×NBen×12

(1)

여기서 TBen은 실업급여 지출액, AMBen은 월평균 급여, NBen은 월평균 수
급자수를 의미한다. 식 (1)의 우변 항은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Ben=(RRate×AMW)×[(NBen/Unemp)×(LF×TUR)]×12

(2)

여기서 RRate는 임금대체율, AMW는 월평균 임금, Unemp는 월평균 실업자
수, LF는 노동력, TUR은 총 실업률, (NBen/Unemp)은 실업급여 수급률을 나타
1) 예를 들어, OECD(1994)는 실업보상 급여의 대체율과 수급기간을 포함하는 관대성 지수
를 도출하여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OECD 19개국의 1991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보상 급여의 관대성 지수 값과 순위가 정리되어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덴마크, 네
덜란드의 관대성 지수가 가장 높고 미국과 일본의 관대성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
하여, 다음 <표 1>의 국가별 순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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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한편 임금총액(Wages)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ages=Emp×AMW×12

(3)

여기서 Emp는 연평균 취업자수이다. 식 (3)은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ages=LF×(1-TUR)×AMW×12

(4)

식 (2)를 식 (4)로 나누면, 임금총액 대비 실업급여 지출액의 비율이 도출
된다.
B(=TBen/Wages)=RRate×(NBen/Unemp)×TUR/(1-TUR)

(5)

여기서 B는 급여비용률(benefit-cost rate)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식 (5)로부터
급여비용률은 임금대체율, 실업급여 수급률, 그리고 실업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실업률은 대체적으로 거시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
지만,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과 수급률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
는 제도적 변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국의 정부는 임금대체율
과 수급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실업급여 지
출비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2) 실제로 식 (5)에서 임금대체율과 실업급
여 수급률을 곱한 항목은 실업률 1%포인트 대비 실업급여 지출비용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이 항목을 실업급여의 관대성 지수(G)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관대
성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실업급여의 관대성이 상
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G=RRate×(NBen/Unemp)

(6)

<표 1>은 1990년대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관대성 지수와 급여비용
률 평균을 실업보상제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고, <표 2>는 2000년

2)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률이 100%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업급
여와 실업부조는 일정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도 지급된다. 취업자의 일부가 실업급여 혹
은 실업부조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월평균 수급자수는 월평균 실업자수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국가들의 수급률은 100% 이상으로 조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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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업급여 관대성 지수 및 급여비용률의 국제비교(1990년대)
실업보상
제도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덴마크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실업률
수급률 임금대체율
(%)

관대성
지수

급여비용률
(%)

UA
UA

8.87
7.82

0.95
1.14

0.29
0.32

0.27
0.36

2.46
2.83

UI-UA
UI-UA
UI-UA
UI-UA
UI-UA
UI-UA
UI-UA

3.82
11.23
1.20
12.07
6.16
5.53
7.18

1.32
0.82
0.76
1.42
1.43
0.77
0.85

0.34
0.53
0.48
0.27
0.58
0.47
0.18

0.45
0.44
0.36
0.38
0.84
0.36
0.15

1.73
4.82
3.73
4.50
5.27
2.11
1.09

UI
UI
UI
UI
UI

7.70
9.54
5.76
3.04
3.20

1.03
0.60
0.34
0.38
0.06

0.51
0.45
0.34
0.39
0.36

0.53
0.27
0.11
0.15
0.02

4.12
2.62
0.67
0.46
0.11

주 : UA는 실업부조, UI는 실업보험제도임.
자료 : Vroman and Brusentsev(2005), <표 3.3>에서 재구성.

이후 한국의 관대성 지수와 급여비용률 추이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지만, 낮은
수급률로 인해 한국의 관대성 지수는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
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관대성 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현재 관대성 지수는 0.1이며, 2000년과 비교하면
3.4배나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미국의 1990년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물론 2008년 현재 우리의 관대성 지수 값은 <표 1>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실업보험만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 캐나다, 미국, 일본의
평균인 0.27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대체율과 수급률을 가지고 있다. 실업부조제도
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대성 지수를 구성하든 우리나라
는 미국과 함께 가장 낮은 지출 국가(low spender)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한편
[그림 1]을 보면 2004년 이후 관대성 지수의 증가세는 임금대체율이 아니라 수
급률의 가파른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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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 지수 및 급여비용률 추이
실업률(%)
4.4
4.0
3.3
3.6
3.7
3.7
3.5
3.2
3.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급률
0.082
0.134
0.149
0.159
0.204
0.231
0.270
0.312
0.355

임금대체율
0.367
0.384
0.364
0.343
0.323
0.305
0.303
0.295
0.289

관대성 지수
0.030
0.051
0.054
0.055
0.066
0.070
0.082
0.092
0.103

급여비용률(%)
0.14
0.21
0.18
0.21
0.25
0.27
0.30
0.30
0.34

주 : 임금대체율은 월 임금총액 대비 평균 구직급여일액 월환산액의 비율임. 사업체임
금근로시간조사(구매월노동통계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2008, 2009) 자료를 이용하
여 저자가 직접 계산함.

[그림 1] 실업급여 관대성 지수의 추이
0.45
0.4
0.35
0.3
0.25
0.2
0.15
0.1
0.05
0
2000

2001

2002

수급률

2003

2004

임금대체율

2005

2006

2007

2008

관대성 지수

Ⅲ. 실업급여제도의 국제비교

앞에서는 실업급여의 관대성 지수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관대성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결국 실업급여 관대성 지수는 수급률과 대체율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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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의
수급률과 대체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덴마크, 독일, 영국의 실업급여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를 보다 다양한 제도적 파라미터의 측면에서 비교한다.

1. 실업급여 수급률
실업급여 수급률은 전체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의 비중을 의미한
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연평균 실업자수 대비 연평균 실업자수로
측정한다. 이 때 연평균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매월 수급자수의 총계를 단순 평
균한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상병급여 등을 수
급한 피보험자 가운데 중복되는 수혜자를 제외하고 집계한다.
실업급여 수급률은 수급자수를 집계하는 기간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실업률
이 실업 위험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 실업급여 수급
자수를 집계하는 기간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급률에
관한 일관성 있는 국제비교 통계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측정과 국제비교
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률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효
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고용보험 도입 초기인 1990년대 후반기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수급률은 2000년 8.2%를 저
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월평균 실업급여 수급
자수는 273천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률은 35.5%
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 10명 중에서 3.6명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셈이
다. 노동부의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는 42.6%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실업부조만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지만, 실업보험만을 실시하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근접한 수준이다.
실업급여 수급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

3) 실업급여 수급률의 정의와 대안적인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병희(2008)
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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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노동부, 2005). 첫째, 전체 취업자에서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고
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기에 선진국의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고용보험 적용률 또한 정체되
어 2008년 현재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40.4% 수준이다. 둘째,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다. 특히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이 매우 엄격하다. 한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나 징계해고
자의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지만, 외국에서는 미국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4개월 내외의 유예기간을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연
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이를
감안할 때 평균적인 소정급여일수가 외국에 비해 짧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소정급여일수는 90일에서 240일로 고정되어 있다.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40세 실업자를 기준으로 한국의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며, 이는 선진국의 최
대 수급기간에 비해 짧은 편에 속한다.4)
<표 3>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률 추이
(단위 : 천명,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피보험자수

실업자수

실업률

수급자수

4,316
4,788
5,293
6,466
6,847
7,057
7,178
7,448
7,858
8,302
8,834
9,265

568
1,490
1,374
979
899
752
818
860
887
827
783
769

2.6
7.0
6.3
4.4
4.0
3.3
3.6
3.7
3.7
3.5
3.2
3.2

10
113
134
74
113
105
123
175
205
223
244
273

실업자대비 피보험자대비

1.8
7.6
10.4
8.2
13.4
14.9
15.9
20.4
23.1
27.0
31.2
35.5

0.2
2.4
2.5
1.2
1.7
1.5
1.7
2.3
2.6
2.7
2.8
2.9

주 : 피보험자, 구직급여수급자수는 월평균임. 실업자 및 실업률의 경우 2000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8, 2009).
4) 2004년 현재 40세 실업자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살펴보면, 덴마크
48개월, 프랑스 30개월, 네덜란드 24개월, 스웨덴 14개월, 독일 12개월, 오스트리아 9개
월, 캐나다 9개월, 스위스 7개월, 미국 6개월, 영국 6개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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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업보상 수급률의 국제비교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
평균

제도 유형
UA
UA
UI-UA
UI-UA
UI-UA
UI-UA
UI-UA
UI-UA
UI-UA
UI-UA
UI-UA
UI-UA
UI
UI
UI
UI
UI
UI
UI
UI

1990～94
0.866
1.044
1.308
1.094
0.848
0.721
1.244
1.280
0.725
0.545
0.944
0.769
0.638
0.937
0.713
0.945
0.360
0.344
1.162
0.365
0.843

1995～99
1.042
1.187
1.329
1.270
0.790
0.794
1.440
1.616
0.876
0.386
0.991
0.722
0.778
0.905
0.488
0.926
0.329
0.359
0.958
0.307
0.875

2000～04
0.871
1.262
1.282
1.226
0.960
0.875
1.728
1.653
1.217
0.498
0.960
0.563
0.667
0.895
0.465
0.832
0.313
0.471
0.777
0.386
0.895

주 : UA는 실업부조, UI는 실업보험임.
자료 : Brusentsev and Vroman (2007).

2. 실업급여 대체율
우리나라 구직급여의 법정 임금대체율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구직
급여일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 급여
기초임금일액의 50%이지만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임금대체율
은 50%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다음 <표 5>에는 두 가지 임금대체율의 추이가 정리되어 있다. 임금대체율
A는 이직 전 임금수준과 비교한 구직급여일액의 임금대체율을 의미한다. 임금
대체율 A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4년에
는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지면서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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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의 실업급여 임금대체율 추이
(단위 : 명, 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수
258,727
346,671
297,109
375,561
467,730
562,524
609,691
685,024
835,140

평균 구직급여일액
평균
임금
일액 월환산액 임금일액 대체율(A)
44.0
46,397
20,394 611,829
44.0
50,940
22,438 673,150
44.4
53,280
23,657 709,715
42.5
57,325
24,353 730,591
37.4
64,998
24,287 728,611
40.7
60,117
24,444 733,321
42.4
60,499
25,645 769,350
43.3
60,845
26,345 790,344
43.4
62,323
27,024 810,707

임금총액

1,667,542
1,752,382
1,947,774
2,127,401
2,254,889
2,404,385
2,541,886
2,683,203
2,809,894

임금
대체율(B)
36.7
38.4
36.4
34.3
32.3
30.5
30.3
29.5
28.9

주 : 임금대체율 A는 평균임금일액 대비 평균 구직급여일액의 비율임. 임금대체율 B는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구매월노동통계조사)의 임금총액 대비 평균 구직급
여일액 월환산액의 비율임. 1999년 6월 30일 이전 이직자까지는 구직급여일액 상
한액이 35,000원이었고, 1999년 7월 1일～2000년 말 이직자는 30,000원, 2001년
이직자부터 다시 35,000원으로 조정되었음. 2006년부터 다시 40,000원으로 인상
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8, 2009).

40% 수준을 회복하였고, 2008년 현재 43.4%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노동
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임금총액 대비 구직급여일액의 월환산액 비율
을 의미하는 임금대체율 B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임금총
액 대비 평균 구직급여일액 월환산액의 비율은 고용보험 도입 초기에 비해 꾸
준히 낮아져서 2008년 현재 28.9%에 불과하다.
OECD는 주기적으로 회원국 사회보장 급여의 순대체율(NRR)을 임금수준과
가족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순대체율은 앞에서 제시한
법정 임금대체율과는 달리 조세와 다른 이전급여가 임금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다.5) 따라서 순대체율은 소득 손실에 따른 실업급여가
실업자의 생계보호라는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다 명확
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표 6>은 가장 최근 연도인 2007년의 OECD 자료를 이용하여, OECD 29개
5)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OECD(2004)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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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업급여 순대체율의 국제비교(2007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평균임금의 67%
44
55
73
64
67
84
67
70
59
49
73
78
47
65
67
55
85
73
53
67
69
78
61
78
76
80
59
58
62
66

평균임금
31
55
55
62
61
61
52
66
59
36
63
68
34
62
54
51
87
73
37
64
47
84
64
62
53
70
40
40
56
57

평균임금의 150%
22
42
40
43
53
47
45
69
56
25
45
49
26
45
45
35
77
57
26
46
32
83
66
42
40
67
28
28
40
45

자료 : OECD, Tax-Benefit Models, 2007.

회원국의 순대체율을 임금수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이 표는
실업 발생 초기 독신 실업자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순대체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업자의 임금수준은 평균임금(AW)의 67%, 평균
임금, 그리고 평균임금의 150%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실업급여 순대체율은
3가지 임금수준의 유형에서 모두 OECD 29개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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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관대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보
아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평균임금의 67%에 해당하는 저소득 실업자의 순대
체율이 55%로 OECD 평균 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순대체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순대체율이라는 지표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실
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3. 덴마크, 독일, 영국과의 비교
다음 <표 7>에는 덴마크, 독일, 영국, 한국의 실업급여제도의 주요 지표들이
정리되어 있다. 덴마크, 독일, 영국은 각각 사민주의 복지체제, 보수주의 복지체
제, 자유주의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국가들이다.6)
덴마크에는 실업보험만 있고, 실업부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실업보험기금에 1년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풀타임 보험
가입자의 경우 정규 일자리에서 지난 3년간 52주 이상 일했어야 하며, 파트타
임 보험 가입자는 지난 3년간 34주 동안 일했어야 한다는 고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과거 소득에 연동되며, 법정 급여율은 90% 수준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중 수급기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수급기간은 최대 4년이며, 소극적 기간과 적극적 기간으로 나누어진다. 소
극적 기간은 1년으로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3년의 적극적 기간이 시작되면 수급자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실업보험제도가 임의적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업보험기금 미가입자가
실업자가 되거나, 가입하였더라도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혹은 실업
급여를 소진한 경우 자산조사를 거쳐 사회부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정부
에서 운영하는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실업보험이 임의적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실업자와 그렇지 않은 실업자는 다른 제도의 적
용을 받게 된다. 덴마크에서 사회부조제도는 실업보험제도에 이어 실업자에 대
6) 덴마크, 독일, 영국의 실업급여제도는 김동헌(2009)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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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2의 소득지원제도이다.
최근 독일의 실업보상제도는 하르츠 개혁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하르츠 IV의 실시로 인해 2005년부터 기존의 실업보험급여는 실업급여 I로 명
칭이 변하였고, 수급기간은 최장 12개월(만 55세 이상 18개월)까지로 단축되었
다.7) 실업급여 I의 법정 급여율은 기존의 실업보험급여와 동일하게 자녀가 있
는 경우 이전 임금의 67%, 자녀가 없는 경우 60% 수준이다. 아울러 실업부조
와 사회부조가 통합되어 실업급여 II로 변경되었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
회부조 대신에 실업급여 II를 신청해야 한다.
하르츠 개혁 이후 실업보상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업부조와 사회부
조가 통합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부조 수급을 제한한 것이다. 하
르츠 IV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실업보험급여를 소진한 사람은 2005
년 1월부터 실업급여 II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업자는 모두 자산조사를 통과할 경우 실업급
여 II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II 수급기간의 제한은 없다.
실업급여 II의 급여액은 기존의 실업부조와는 달리 과거 소득에 연계되지 않
고 신청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독신 성인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II의
기본급여는 당시 정액으로 서부 독일은 345유로, 동부 독일은 331유로로 정해
졌다. 이는 고용기간이 긴 고령자의 경우 기존의 실업부조에 비해 크게 낮아진
액수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는 연방지역 전역에서 345유로로 고정되었다. 부
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추가 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 II는 연방고용청의
지방고용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주거급여나 난방급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한다.
영국의 실업급여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업부조는 보수당 정부에 의해 1996
년 구직자수당으로 통합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에서 6개
월로 줄어들었다. 1995년 구직자수당법에 의해 도입된 구직자수당은 실업급여
에 해당하는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과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소득기초형 구직자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구직자 수당은 자산조사 여부를 제
7) 2008년부터 실업급여 I의 수급기간은 50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다시 연장되어, 58세
이상 고령자의 수급기간은 24개월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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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수급요건, 급여수준, 구직기간 동안의 의무 등이 거의 동일하다.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의 수급기간은 6개월이며, 과거의 소득수준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정액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의 수
급이 6개월 이후 종료되더라도 자산조사를 통과하면 소득기초형 구직자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기초형 구직자수당 급여액은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
급여액과 동일하다. 그리고 배우자, 부양아동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급여와
소득보조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초형 구
직자수당은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구직자수당의 수급률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의 수
급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현재 등록된 실업자 가운데 20%
만이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을 수급하였다. 반면 등록된 실업자 대비 소득기초
형 구직자수당 수급자의 비율은 72%이다. 이런 추세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소
득기초형 구직자수당이 영국에서 보다 보편적인 실업자 대상의 급여제도임을
보여준다.
<표 7>의 독일과 영국은 실업부조를 포함하지 않은 실업급여만의 제도적 변
수들을 보여준다.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안전망 역할
<표 7> 실업급여제도 국제비교
(단위 : %, 개월)

적용률(2002)
수급률(2005)
법정 급여율(2008)
순대체율(2007)
수급기간(2008)

덴마크

독일

영국

한국

83
85
90
61
48

68
47
60
59
12

86
20
40
6

58
35
50
51
7

주 : 독일은 실업급여 I, 영국은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 자료임. 고용보험 적용률의 경
우 한국은 임금근로자 대비, 다른 나라는 노동력 대비 적용률임. 법정 급여율은
자녀가 없는 40세 실업자 기준이며, 영국의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은 정액급여를
지급하기에 급여율을 제시하지 않음. 순대체율은 OECD(2007) 자료이며, 실업 초
기 독신 실업자의 평균임금 대비 급여액의 비율임. 수급기간은 40세 실업자 기준
임. 한국은 순대체율(2007)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8년 자료임.
자료 : Clasen and Viebrock(2007)과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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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미흡하며, 특히 덴마크와 비교해 보면 실업급여가 제공하는 소득보
장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파악할 수 있다.8)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Vroman and Brusentsev(2005)이 제시한 실업급여 관대성 지
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관대성 지수를 도출하고 국제비교를 시도
하였다.
1990년대 후반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직후에는 낮은 수급률로 인해 한국의
관대성 지수는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
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관대성 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
고 있다. 2008년 현재 관대성 지수는 0.1이며, 2000년과 비교하면 3.4배나 증가
하였다. 이 수치는 미국의 1990년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물론 2008년 현
재 우리의 관대성 지수 값은 실업보험만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 캐나다, 미국,
일본의 평균인 0.27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의하
면, 2004년 이후 관대성 지수의 증가세는 실업급여 대체율이 아니라 수급률의
가파른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임금총액 대
비 임금대체율이 하락하게 된 주된 이유는 2006년부터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지만, 수급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 요인은 보
다 분석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실업급여 심층평가 연구에 의하면, 인구학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별로
실직 위험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률은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 2008). 고용이 불안정한 집
단의 실직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 위험으로부
터 비교적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
대 해소가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실직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데 핵
8) 영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평균임금 실업자의 순대체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영국의 기
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이 실업부조 수준의 낮은 정액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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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용지원센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실
업급여 수급자 대상의 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
함한 노동시장 참여자를 고용보험이라는 제도적 안전망에 모두 포함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고용보험 개혁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율과 수급
률을 가지고 있다. 실업부조제도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실업급여의 관대
성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수급자 대상의 활성화 조치는 실업급여의 관대
성과 연계되어 있다. 실업급여의 관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선
진국과 같이 엄격하게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거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연
계를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강력한 활성화 조치
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제고하는 정책은 실업률과 지출비용에 매우 장기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관대한
실업급여가 강력한 활성화 조치와 결합될 경우 노동이동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Nicaise, 2007)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우리에게 유용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OECD와 EU의 고용전망 보고서에서도 실업급여
의 관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Grubb(2007)의
연구는 순대체율이 65% 이하인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식으로 활성
화 전략을 구사하여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만, 순대체율이 75~80% 수준인 국
가에서는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순대체율은 50% 이하로 미국, 이탈리아, 헝가리와 함께 가장 낮
은 국가군에 속하고 수급기간 또한 짧은 편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급격한 증가 없이 순대체율 수준을 65%까지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장기적 시각에서 실업급여 대체율과 수급기간을 적정한 수준으
로 조정하는 정책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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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s in Korea :
Comparative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Dong-Heon Kim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s
with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using the generosity
index

suggested

by

Vroman

and

Brusentsev(2005).

Compared

to

unemployment benefits in advanced countries, Korea's unemployment
benefit system has both lower replacement ratios and lower recipiency
rates. Our analysis shows that, with the United States, Korea is one of
the lowest spending countries in unemployment benefits. Indeed, policies
to enhance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s would have a
long-lasting effect on unemployment rates and employment insurance
expenditure costs. However,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role of
our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t is imperativ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o review general adequacy of our unemployment benefits,
including entitlement and eligibility conditions, replacement ratios and
benefit duration periods.
Keywords : 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s,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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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에서도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선행연
구를 토대로 호주, 영국, 독일 및 한국의 민간위탁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의 이
론적인 성공조건을 어느 정도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어 있는 호주가 성공조건을 가장 잘 충족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초기의 위탁사업에서는 성공조건을 제
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최근의 위탁사업에서는 성공조건을
비교적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직 성공조건을 제대
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노동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분석 대상 4개국 중 성공조건 충족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폭
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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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고용서비스는 고용정보, 직업지도,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전직
지원서비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지원, 탁아서비스 등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직업활동과 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 국
가 인적자원의 흐름을 조절하는 ‘신호등과 도로’의 역할을 하는 국가적 인프
라”(노동부, 2005)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창설 이래 1990년대 초까지 정부가 관할하는
공공직업소개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유료의 민간직업소개기관의 설립
을 금지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ILO의 입장은 직업소개에 민간영
리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실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
여 실업자에 대한 과다한 소개 비용의 요구나 인신매매 등의 우려 때문에 국가
나 공공기관이 고용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주
된 논리였으며, 이러한 논리는 20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졌
다(Thuy et al., 2001).
그러나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oil shocks) 이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국가의 독점적 공공고용서비스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는 문제 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경쟁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효
율화라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민간직업소개업을 허용하면서
고용서비스의 공공기관 독점체제를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하였다. 포르투갈은
1989년에, 덴마크는 1990년에, 네덜란드는 1991년에, 스웨덴은 1993년에, 독일
과 오스트리아 및 핀란드는 1994년에 고용서비스의 공공독점을 공식적으로 폐
기하였다(이상현, 2009).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1994년에 OECD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OECD, 1994).
고용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고용서비스의 공공독점의 입장을
견지해 온 ILO의 입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ILO는 실업의 증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고, 고용서비스의 공공독점에 따른 서비스 질의 저하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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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 등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1997년의「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관한 ILO
협약」(제181호)에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ILO 창설 이래 유
지해 왔던 유료직업소개의 금지와 직업소개 업무의 공공독점의 기본 원칙을 포
기함으로써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였다.
1990년대 후반에 호주,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방식 도입 등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하였
다. 199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움직임은 공공고용서비스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적극 활용하거나 공공고용서비
스기관을 민영화하고, 구직자의 취업애로 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
는 원스톱 통합고용서비스를 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맞춤식으로 제공하며, 지역
의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유길상, 2006).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별
로 차이가 많다. 호주,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간
위탁이 매우 활발하다. 민간위탁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륙계
국가들도 최근 민간위탁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부터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위탁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노동부, 2005).
그러나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반드시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고용서비스의 질과 성과
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본 논문은 Bartlett and Le Grand(1993)와 Bruttel(2005)의
이론에 입각하여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분석하
고, 주요 선진국과 한국에서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이 이러한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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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목적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contracting-out)’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대상으
로 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지
않고 민간기관이나 민간인(이하 ‘민간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후 선정된 민간
기관이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구직자와 구인자를 대상으로 위탁받은 고
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게 지불
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이다.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목적 내지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1), 국가에 따라 세 가지 모두를 목적 내지 필요성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그 중 일부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첫째,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고용서비스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Bruttel, 2005; Jahn & Ochel, 2007). 공공고용서비스는 관료화와 경
직성으로 인해 고용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취업률과 취업 후 고용
유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미흡하다
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80년대 이후 각국에서 공공고용서
비스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고용서비스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서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도입되었다.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공공고용서비스
의 민간위탁을 실시한 주요 목적은 바로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
1) 김병주(2008)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의 목적을 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의 합리화 도모,
공무원의 증원 수요 억제, 대민서비스 향상, 업무의 전문성 확보, 행정의 민주화 및 민간
부문 활성화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유길상) 

93

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은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증원 억제라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공
공부문의 팽창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부문 구조
개혁의 주요 논거가 되어 왔다.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고용서
비스의 확대를 위해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
도 만만치 않다.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인력의 충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이 최근에 공공고용
서비스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고용서비스기관은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 모두 전문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김승택․신현구,
2007). 그러나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공공고용서비스 기능의 확충을 통해
서만 해결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요인이 많고 효율성도 낮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를 통한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활성화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호주가
1998년부터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육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2.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장의 특성과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가.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장의 특성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시장은 ‘준시장(quasi-market)’의 특성을 가진다
(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할 때 준시장
(準市場)으로서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장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반드시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
지는 않는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Plantinga et al., 2008).
첫째,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이 이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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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민간영리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기
관 및 준공공기관도 존재한다. 이러한 준시장의 특성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
한되어 고용서비스를 위탁받을 기관들이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이 경쟁을 통
해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둘째,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시장에서는 고용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서
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서비스를 위탁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이와 같이 고용서비스 이용자와
고용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자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이 서
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 경우에 비하여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효용함
수가 서비스 가격과 서비스 구매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민간위탁이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셋째,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시장에서는 ‘주인(principal)’인 정부와 ‘대
리인(agent)’인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서로 목적이 다르고 동일한 정보를 공유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민간위탁을 하였지만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가장 취업이 용이한 구
직자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실적을 올리려고 하거나, 고용서비스
가 가장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포기해 버리는 현상이 발
생할 수 있다. 준시장의 특성을 갖는 고용서비스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결국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가져와 민간위
탁이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나.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시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세 가지 특성으
로 인해 민간위탁이 반드시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시스템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Bartlett and Le Grand(1993)는 준시장으로서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장에
서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 민간고용서비스시장에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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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②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취업하기 쉬운 구직자만을 선택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크리밍(creaming)’ 또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 현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파킹
(parking)’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 ③ 민간고용서비스기
관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을 것, ④ 공공고용서비스의 위탁자
와 수탁자가 모두 정확한 정보를 낮은 가격에 획득할 수 있을 것, ⑤ 민간고용
서비스기관의 선정과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의 거래비용이 너무 높
지 않을 것 등의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힌
바 있다.
Bruttel(2005)은 Bartlett and Le Grand(1993)의 이론을 보다 체계화하여 고용
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 민간기관의 참여와 지속적으로 성
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incentive mechanisms)’을 구축할 것, ② 민간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information
mechanisms)’을 구축할 것, ③ 고용서비스 질을 높이면서도 민간기관의 자율성
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control mechanisms)’을 마
련할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Bruttel(2005)의 첫 번
째 조건은 Bartlett and Le Grand(1993)의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조건을 통합한
것이고, Bruttel(2005)의 두 번째 조건은 Bartlett and Le Grand(1993)의 두 번째
와 네 번째의 조건을 통합한 것이며, Bruttel(2005)의 세 번째 조건은 Bartlett
and Le Grand(1993)의 다섯 번째 조건을 기초로 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
기 위한 민간수탁기관의 자율성과 위탁을 한 정부의 통제시스템의 조화와 민간
위탁사업의 유연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Bartlett and Le Grand(1993)의 이론을 보다 명료하게 재정리한
Bruttel(2005)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요국의 공공고용서비
스 민간위탁사업이 이러한 성공조건을 어느 정도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비교분
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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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에서 대리
인인 민간수탁기관이 주인인 정부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고용서비스기관 간의 경쟁과 양질의 고용서
비스 제공에 대한 금전적 유인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시장을 최대한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간고용서비스시장에 다수의 양질의 서비스 공급자가 있어 구매자인 정부가
양질의 전문적인 민간고용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야 하고,
구직자도 민간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Jahn & Ochel, 2005). 따라서
정부는 민간고용서비스시장에서의 진입․탈퇴가 자유롭고 진입․탈퇴 비용이
높지 않도록 하는 등 경쟁적인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Bartlett, 1993).
둘째,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민간위탁사업 공모에 참여할 동기를 가질 수 있
는 위탁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비용이 시장가격에 비해 너무 낮으면 그 비용에 맞춰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영세기관만이 응찰하게 되고, 경쟁력이 있는 전문적인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은 적정 수준의 이윤이 기대되지 않은 민간위탁사업 공모에 응찰하지 않게
된다. 결국 정부는 응찰한 영세민간기관 중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에 없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 비해 질이 더 낮아질 가능
성이 많다. 이는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것보
다 더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민간부문으로부터 구매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여
취업성과를 높이려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셋째, 공공고용서비스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고용서비
스를 제공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연계형 위탁비용 지불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Bartlett & Le Grand; Bruttel, 2005).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위탁비용의
지불은 수탁기관이 서비스 준비를 위해 필요한 고정비용을 지급하는 ‘착수비
(commencement fee)’와 수탁기관의 취업성과에 대한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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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너스(outcome-related bonus)’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위탁사업 초기에
는 착수금 비중을 다소 높게 출발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성과보너스 부분의 비중
을 더 높게 하여 민간수탁기관이 구직자를 추가적으로 취업시키고 이들의 고용
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할 때마다 일정한 ‘한계 인센티브(marginal incentives)’를
받는 구조로 위탁비용 지불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Bruttel, 2005). 이러한 ‘성
과연계 보상메커니즘(output-related payment mechanisms)’은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이 지속적으로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민간위탁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2).
넷째, 민간위탁사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각 민간수탁기관에 배정되는 고객수를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일정 규모 이상을 보장해 주
고, 위탁계약 기간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하면서 취업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
해서는 계속하여 위탁을 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서비스에 대한 단위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은 주인(정부)과 대리인(민간고용서비스기
관)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주인-대리
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s)’가 발생하게 된다(Arrow, 1985). 따라서 준시
장으로서의 고용서비스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
보 메커니즘’의 구축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고용서비스시장에서 구직자에 대한 ‘크리밍(creaming)’과 ‘파킹(parking)’
현상3)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Bartlett &
2) 성과와 연계한 위탁비용 지불체계는 위탁을 하는 정부가 정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준수하였는가를 점검하여 준수한 경우 위탁조건을 잘 지켰다고 평
가하여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규제적 위탁비용 지불 메커니즘’(regulatory
paying mechanisms)과는 구분된다(Bruttel, 2005).
3)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전체 취업실적 등 외형적인 성과만을 고려하
여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손쉽게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는 구직자만을 골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용서비스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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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Grand, 1993; Bruttel, 2005).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에 ‘크리밍’과 '파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구직자의 취업난
이도에 따라 1인당 지급하는 위탁비용 단가를 차등화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취
업난이도를 가진 사람만을 공공기관이 골라서 위탁하여야 한다(Hasluck, 2004;
OECD, 1998). 미국의 실업자 프로파일링(profiling) 시스템, 호주의 구직자 분
류체계(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네덜란드의 ‘칸스미터(Kansmeter)’
등은 구직자를 취업난이도에 따라 구분하는 메커니즘이다.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서 구직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구직자 개개인의 취업
난이도를 파악하고 취업난이도에 따라 몇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상담 시간
이 매우 짧고4), 구직자가 본인의 실제 상황을 상담자에게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숙련된 상담자가 적은 경우에는 상담자에 의한
구직자 유형 분류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으며, 분류된 각 유형이 매우 광범위하
게 정의되기 때문에 같은 유형에 속한 구직자 간에도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에는 편차가 너무 많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Bruttel, 2005). 이러한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6개월, 12개월 또는 18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를 민간위탁 대상자로 하고 있다5).
둘째, 고용서비스를 위탁하는 정부가 수탁기관의 고용서비스의 내용, 성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적은 비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정부와 수탁기관 모두 구직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셋째, 구직자의 구직활동과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의 지급을 연계하는 능동
면서도 취업하기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여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둘 가능성이 있다. 고용서비스시장에서는 전자(前者)를 ‘크리밍’ 또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 현상이라고 하고, 후자(後者)를 ‘파킹’ 현상이라고 한다(Bartlett &
Le Grand, 1993; Heckman et al., 2002).
4) 대부분의 국가에서 1명의 구직자에 대한 평균 상담 시간은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고(Bruttel, 2004), 한국에서는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5) 영국의 뉴딜(New Deal) 프로그램은 18개월 이상, 유연 뉴딜(Flexible New Deal) 프로그
램은 12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프로그램에 따라
13주, 17주 및 2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1년 이
상의 장기실업자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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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조치(activation measures)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Bruttel,
2004). 구직자와 고용서비스기관 간에도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므로 구
직자가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공공고용서비스기관과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며, 구직
자가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3)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준시장으로서의 고용서비스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수탁
기관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이 합리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다
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위탁사업의 거래비용이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보다 작
아야 한다(Bartlett & Le Grand, 1993).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정부와 민
간기관 모두에게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서류 준비 및 제출, 심사,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적인 거래비용(‘ex ante’ transaction
costs)‘과 계약체결 이후 성과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사후적인 거래비용(‘ex post’ transaction costs)’이 발생하게 된다. 양질
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위탁사업 응모 시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서류 작성과 심사에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제출받은 정보가 너무 적
은 경우에는 응찰기관의 경쟁력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민간기관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탁사업자의 선정 메커니즘, 서비스
내용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민간
위탁사업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기관에 대한 통제는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이어서 고용서비스의 성
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Bruttel, 2005). 민간위탁 시에 정부가 제시한 서
비스 기준이 너무 경직적일 경우 민간기관이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하기 곤란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기
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
여 제공하도록 유도하면서 취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취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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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주요 선진국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공조건 충족 정도 분석

1. 호주
호주는 1994년부터 고용서비스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민간기관에 대한 공
공고용서비스의 위탁사업을 본격화하였다. 1998년부터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담
당하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공고용서비스를 민간기
관에 위탁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완전 폐지하였다. 이
에 따라 정부의 고용서비스 위탁을 받은 민간고용서비스기관들은 Job Network
(JN)라는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호주에
서는 현재 교육고용노사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 DEEWR)가 고용서비스 구매자 역할을 담당하며, 센터링
크가 구직자를 분류하고 실업부조 등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고 구직자의 적극
적인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민간수탁자로 선정된 민간고용서비스기
관이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직자에게 제공하면 그 비용을 DEEWR가 지급한다.
2009년 7월부터는 JN을 대체한 Job Services Australia를 운영 중에 있다6).

가.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정도
첫째, 호주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장에는 비교적 양질의 서비스공급자가
다수 있어 호주 정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많은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기관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고용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탈퇴가 자유롭고 수천 개의 민간고
6)

Job Services Australia의 구체적인 내용과 JN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9)를 참조하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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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비스기관이 있다. 전국을 137개의 고용서비스 지역(Employment Service
Areas)으로 구분하여(Bruttel, 2005) 각 지역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고용서비스 공급자끼리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고객은 둘 이상의
수탁기관 중 적합한 고용서비스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게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고, 위
탁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수탁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
를 갖도록 하기 위한 위탁비용 지불체계 구축 측면에서 호주는 이를 잘 충족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비용을 시장가격 수준에
서 유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구직자 1명을 취업시키는
데 지출하는 평균비용을 산출하여7) 이를 기준으로 구직자 1인당 민간위탁비용
을 제시하여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기관이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장에 매
력을 느끼도록 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는 1차 계약기간8)에는 장기실업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직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1인당 최저 3,066US$에서
최고 6,715US$를 지급하였다. 2차 계약기간에는 구직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1인당 최저 3,404US$에서 최고 6,729US$를 지급하였다. 3차 계약기
간에는 구직자를 실업기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최저 1,007US
$에서 최고 7,646US$를 지급하였다9).
다음으로 호주의 위탁비용 지불구조가 위탁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는 정액
의 착수비와 취업 후 13주 시점과 취업 후 26주 시점에 각각 지급하는 성과급
으로 분리하여 지급하는데, 대략 착수비가 약 3분의 1, 성과급이 약 3분의 2가
되는 구조로 수수료 지급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위

7)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비 및 관리비, 시설비, 사무용품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평균비용을 산출하였다.
8) 1차 계약기간은 1998년 5월부터 2000년 2월까지 22개월이었다. 2차 계약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였다. 3차 계약기간은 당초 2003년 7월부터 3년간이었지만, 정부
는 2005년 5월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인 회원사들에 한정해 계약연장 계획을 발표하여
2006~2009년 기간 동안 계약이 연장되었다.
9) 호주 달러로 표시된 호주의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없어 부득이 Bruttel
(2005)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금액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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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호주의 구직자 1인당 위탁비용 지불체계
(단위 : US$)

1차 계약기간

2차 계약기간

수준 1 수준 2 수준 3
착수금
취업 후
금 13주 성과
액 취업 후

26주 성과
소계
착수금
취업 후
비
13주 성과
율
취업 후
26주 성과

A

B

3차 계약기간 (실업기간 : 월)
3~12 13~24 25~36

36+

1,095

1,642

2,190

786

1,549

606

1,899

2,682

2,828

1,095

1,642

2,336

1,835

3,615

401

1,204

2,409

3,212

876

1,606

2,190

782

1,565

0

620

1,204

1,606

3,066

4,891

6,715

3,404

6,729

1,007

3,723

6,296

7,646

35.7

33.6

32.6

23.1

23.0

60.2

51.0

42.6

37.0

35.7

33.6

34.8

53.9

53.7

39.8

32.3

38.3

42.0

28.6

32.8

32.6

23.0

23.3

0

16.7

19.1

21.0

자료 : Bruttel(2005, p.10)의 내용을 재구성.

탁비용 지불체계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키고 더 오
랫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취업 이후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
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한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호주는 각 수탁기관에 배정된 고객의 규모를 일정규모 이상 보장해 주
고, 위탁계약기간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하면서 취업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서는 계속하여 위탁을 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측면의 조건도 잘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호주 교육고용노사관계부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
하면10) 보통 위탁계약기간을 3년 정도로 하고 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 규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고용서비스 지역의 일선 수탁기관
당 1,000여 명 정도의 고객을 항상 보장해 줌으로써 민간기관이 장기적인 시각
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며,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개월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
10)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선정은 주로 직원의 자질,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방법, 사무실의
적절성 등 고용서비스 투입요소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역량(capacity to deliver services :
40%)’ 요소와 과거의 고용서비스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서비스 성과역량(capacity
to achieve outcomes : 60%)’ 요소에 의해 결정한다(Brutte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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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기관에는 고객을 20% 추가로 배정해 주고 성과
나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고객 배정을 20% 감소시키며, 낮은 평가 결과를 개선하
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가 높을수록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정도
첫째, 호주는 고용서비스시장에서 구직자에 대한 ‘크리밍’과 ‘파킹’ 현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상당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교육고용노사관계부가 개발한 ‘구직자분류체계(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 JSCI)’11)를 이용하여 취업이 어려운 정도를 센터링크가 분류하고,
민간위탁 시에 JSCI에 의한 분류 기준에 따라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구직
자일수록 1인당 위탁비용과 취업지원 성과급을 더 높게 책정해 주는 방식으로
위탁수수료 스케줄을 운용하고 있어 ‘크리밍’과 ‘파킹’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수탁기관의 고용서비스의 내용, 성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호주는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과 취업성과를 교육고용노사관계부가
모니터링하면서 6개월마다 ‘별 평점제도(star rating system)’에 의해 평가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셋째, 호주는 센터링크가 실업부조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정부와 구직자 간의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에 입각한 능동화
조치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주는 구직자의 구직노력 여
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능동
11) JSCI는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를 선별하여 이들에게 집중적인 맞춤식 서비스
를 제공하여 취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고용노사관계부가 개발한 장기실업정
도를 진단해 주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실업부조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센터링크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과 직접 또는 전화상으로 상담하면서 30여 가지 질문에 답변하게 되며,
그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이 입력되어 JSCI 점수 산정에 사용되어 장기실업의 확률을
계산해 줌으로써 구직자의 취약성 정도를 분류해 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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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조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정도
첫째, 호주는 민간위탁사업의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호주는 취업성과에 대해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 후 13주 및 26
주 경과 시점의 고용유지율, 임금수준, 고용형태로 측정되는 고용의 질,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한 직업훈련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켰는가 여부까지 평가하
고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고용서비스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은 단독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 계약자로서 필요할 경우 각 지역 단위로 직
업훈련기관 등에게 재계약을 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주 계약자 제도의 도입은 호주에서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호주는 민간기관에 대한 통제가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이어서 고용서비
스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조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차와
2차 계약기간 중에는 정부가 정한 지침대로 민간수탁기관이 고용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서비스 지침을 준수하도
록 하는 것은 민간기관이 창의적으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특
성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에 따라 3차 계약기간부터는 민간기관에 대한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고 성과 위
주의 접근을 하여 민간기관이 고객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유연하
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관의 창의성을 북돋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uttel, 2005).

2. 영 국
영국은 만성적인 장기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실업자의 특
성에 맞는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New Deal 프로그램을 도입하
고, New Deal 프로그램의 일부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시
범적으로 위탁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4월에는 고용사정이 특히 어려운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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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역을 ‘고용촉진지역’(Employment Zone)으로 지정하고, 2002년부터 고용
촉진지역에서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였다. 2007년에는 장애수당을
받는 실업자를 위한 Pathways to Work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간에 위탁하였
다. 2008년부터는 기존의 New Deal 프로그램과 Employment Zone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연뉴딜(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2009년 10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
다. 기존의 뉴딜 프로그램은 정부가 정한 서비스 매뉴얼을 따르도록 한 데 반하
여 유연뉴딜 프로그램은 정부의 매뉴얼이 개별 고객들의 처지와 특성을 고려하
는 데 미흡하였다는 반성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매뉴얼을 제시하지 않고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에게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고
객의 수요와 형편에 맞는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여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더
욱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은 1998년에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을 도입한 이래 점차 확대
하여 2008년 현재 전체 공공고용서비스 예산의 약 25%를 장기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의 민간위탁에 사용하고 있다(이상현, 2009).

가.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정도
첫째, 영국은 경쟁적인 민간위탁시장이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민간위탁사업 초기에는 경쟁력을 갖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민간위탁을 점차 확대해 오면서 고용서비스 위탁시장에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는 1천 개가 넘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이 있으며, 위탁사업을 통해 양질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출현과 민간고
용서비스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복수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서비스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2009).
둘째, 영국은 위탁사업 참여 및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인센티
브 메커니즘의 구축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영국은 경쟁력 있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공개입찰에 참여할 만한 유
인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구직자 1인당 민간위탁비용을 시장가격 수준에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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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위탁비용이 저렴한 New Deal 18-24 및 New Deal 25+의 경우 원화로 500만
원 가까이 되었으며, Employment Zone 프로그램의 경우 원화로 860여만 원이
나 되었다.
또한 민간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유인을 갖도록 위탁수
수료 지불체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의
New Deal 프로그램에서는 착수금의 비중이 70%나 되었고, 취업 이후의 고용
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 위
탁을 한 Employment Zone, Pathways to Work, Flexible New Deal 등의 프로그
램에서는 착수금의 비중을 20% 이하로 대폭 낮추는 대신 성과급의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 후 13주 또는 26주 시점의 고용유지율
을 성과급 지급의 주요 지표로 삼아 전체 위탁비용의 30% 이상을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유인하는 데 지불하고 있다.
<표 2> 영국의 민간위탁사업별 주요 내용

프로그램명

1 회 계약
기간

1 개소당
연평균
고객수

구직자 1 인당 위탁비용 지불체계 (₤)
성과보너스
소계
착수금
13 주
26 주
취업 시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 시

New Deal
2,700
1,890
810
3 년+2.5 년
1.1 천명
18~24 및 New
연장
(100.0%) (70.0%) (30.0%)
Deal 25+

-

-

4,404
4,190
(100.0%) 304 (93.1%)
9 천명
(시간제 : (6.9%) (시간제:
2,354)
2,050)

-

-

3,600
(76.4%)

-

-

567
(30.2%)

-

(30%)

New Deal
for Disabled

3 년+2.5 년
연장

Employment
Zone
Pathways to
Work

3 년+2 년
연장

4,710
300
810
(100.0%) (6.4%) (17.2%)
1,879
250
1,062
15 천명
(100.0%) (13.3%) (56.5%)

Flexible New
Deal

5 년+2 년
연장

약
33 천명

5년

7 천명

금액은
대외비
(100.0%)

(20%)

(50%)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내부자료 및 민간위탁사업 참여기관의 내부자
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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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국은 민간위탁기관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조성하여 우수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측면에서의 조건도 충
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고용연금부와 민간위탁기관 간의 위탁계약
기간을 3∼5년 정도의 장기간으로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2년
정도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간기관이 장
기적인 관점에서 인력과 시설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또한 민
간수탁기관이 고용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기관마다 연평균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고객을 위탁해 주고 있다(표 2 참조).

나.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정도
첫째, 영국은 고용서비스시장에서 구직자에 대한 ‘크리밍’과 '파킹' 현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상당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영국은 민간수탁기관이 구직자를 직접 모집하게 하지 않고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인 Jobcentre Plus가 실업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취약구직자를 선발하여
위탁을 하는 방식을 취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크리밍’과 ‘파킹’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New Deal 18-24’ 프로그램의 경우 18~24세의 청년층 중
6개월 이상 실업자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며, ‘New Deal 25+’ 프로그램의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18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민간에 위탁하였다. Employment
Zone 프로그램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18~24세의 청년층 실업자와 실
업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25세 이상인 장기실업자를 민간에 위탁했다. Pathways
to Work 프로그램은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실업자를 민간에 위탁하였다.
‘유연뉴딜(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은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민간
에 위탁하고 있다.
둘째, 영국은 정부가 수탁기관의 고용서비스의 내용, 성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 측면에서의 조건
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2008년부터 호주의 ‘별
평점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각 민간위탁기관별로 최저 별 1개에서 최대 별 4개
까지의 별 평점제도에 의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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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영국은 구직자에 대한 능동화 조치의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영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와 실업자 간의 상호 의무의 이행을 강
조하면서 구직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지
급하는 능동화 조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다.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여부
첫째, 영국은 민간위탁사업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위탁사업자의 선정과 운영에 대한 모니
터링 등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주 계약자로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
고, 주 계약자가 여러 전문 고용서비스기관에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재위탁하
고 주 계약자가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의 성과
를 평가하는 지표도 비교적 단순화함으로써12)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영국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이 민간위탁사업 초기에는
상당히 경직적이었으나 민간위탁사업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Employment Zone,
Pathways to Work, 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부터는 중앙정부의 기본 가이
드라인과 민간수탁기관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어 민간기관에 대한 유연하면
서도 효율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초기 New Deal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가 정한 서비스 방법을 따르도
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개별 구직자의 실정을 무시하고 너무 획일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
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2008). 이에 따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12) 유연뉴딜 프로그램의 경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수급자의 실업기간 단축 정도, 안정된
직업으로의 취업자 비율,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성과와 전체 평
균 취업지원성과 간의 격차 축소 정도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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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Employment Zone, Pathways to
Work, 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오히려 취업
성과를 더 높이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2009).

3. 독 일
독일은 1994년 1월까지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고용서비스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하여 민간고용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에 연방고용청과 그 일선 조직인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철폐하고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취업알선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 후 3개월
(2005년 1월부터는 6주)이 지난 구직자에게 2,000유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취
업알선바우처를 발급하여 구직자가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
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은 2006년에는 Nuremberg 지역에서, 2007년에는 뮌헨(Munich) 지역에
서 시범사업으로 실업부조 수급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를 민간 유료고용서
비스기관 1곳을 선정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탁하였다. 2008년에는 1년 이상
실업부조를 받고 있는 편부모를 대상으로 Nuremberg 지역에서 민간 유료고용
서비스기관 1곳을 선정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탁하였다. 2007년에는 연방고
용청(BA)이 Nuremberg 등 6개 도시에서 실업기간 4주 미만의 단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였다.

가.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정도
첫째, 독일은 현재 민간위탁사업이 시범사업의 단계를 막 지난 상태로서 아
직까지는 경쟁적인 민간위탁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
간고용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탈퇴는 2002년 이후 자유롭고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알선바우처 제도는 수천 개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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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으나13) 아직은 영세한 기관이 많아 경쟁력을 갖춘 민간고용서비스기
관은 많지 않은 실정에 있다. 민간위탁 시범사업에서는 각 시범사업 지역에 1
개소의 민간위탁기관만을 선정하여 민간위탁기관이 당해 지역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위탁받은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둘째, 독일은 위탁사업 참여 및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인센티
브 메커니즘의 구축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독일은 민간위탁사업에 경쟁력 있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참여시키기
위해 민간위탁 수수료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명의 실업자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비용이 원화로 700여만 원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유인을 갖도록 위탁 수
수료 지불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비중이 50∼65%의 높은 수준이었고 성과급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낮았으나 BA(Nuremberg 등 6개 지역) 사업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비중
을 20% 이하로 대폭 낮추는 대신 성과급의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였다. 취업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취업에 성공하면 1차로 취업성공 보너스
를 지급하고, 취업 후 13주가 지난 시점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면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대가로 2차 보너스를 지급하며, 취업 후 26주가 지난 시점까지 고
용이 유지되고 있으면 3차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후 바로 지급
하는 1차 성과급의 비중은 높지 않고 취업 후 13주 및 26주 후까지 고용이 유
지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2차와 3차 성과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취업 이
후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위탁수수
료 지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13) 2002년 4월에 도입된 취업알선바우처 제도는 연방고용청이 실직 후 3개월(2005년 1월부
터는 실직 후 6주)이 지난 실업자에게 3개월간 유효하는 2,000유로의 취업알선바우처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발급받은 실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찾아가 바
우처를 제시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바우처를 소지한 실업자를 유치하여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는 곳에 취업을 시키고,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연방고용청에 취업 성공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이
다. 취업알선바우처 제도를 발급받은 실업자를 유치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6천여 개
소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김기선, 2008) 취업알선바우처 제도는 경쟁적인 민간고용
서비스시장을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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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일의 민간위탁사업별 주요 내용
구직자 1인당 위탁비용 지불체계 (€)
성과보너스
13주
26주
소계
착수금
고용
고용
취업 시
유지 시 유지 시

프로그램명

1회
계약기
간

1개소당
연평균
고객수

ARGE
(Nuremberg)
(시범사업)

2년
(2006~
08)

1,000명

4,550
(100%)

2,950
(65%)

350
(9%)

650
(13%)

600
(13%)

ARGE 편부모
2년
(Nuremberg) (2008~
(시범사업)
10)

1,000명

4,750
(100%)

2,194
(50%)

-

1,188
(25%)

1,188
(25%)

2,000명

4,400
(100%)

2,450
(58%)

450
(10%)

750
(16%)

750
(16%)

700명

3,050
(100%)

950
(30%)

-

1,050
(35%)

1,050
(35%)

2년
ARGE(Munich)
(2007~
(시범사업)
09)
2년
BA(Nuremberg
(2007~
등 6개 지역)
10)

자료 : 독일 연방고용청(BA) 내부자료.

셋째, 독일은 민간위탁기관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
는 측면에서의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다. 위탁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사업성과가 좋으면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고, 1개소의 민간위탁기관에 연평균 700∼2,000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해 주
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나 호주나 영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조건의 충족 정도
첫째, 독일은 구직자에 대한 ‘크리밍’과 ‘파킹’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다. <표 3>의 4개 민간위탁사업 중 3개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를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였고,
BA(Nuremberg 등 6개 지역) 위탁사업은 실업기간 4주 미만의 단기실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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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크리밍’과 ‘파킹’ 현상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탁받은 구직자 간에도 재취업의 어려움이 달라 ‘크리밍’과 ‘파킹’ 현상을 예
방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은 아직 미흡하다14).
둘째, 독일은 정부가 수탁기관의 고용서비스의 내용, 성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측면의 조건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이 아직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방고용청이 몇 개소의 민간위탁기관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연방고용청과 민간
위탁기관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향
후 민간고용서비스가 확대되게 된다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15).
셋째, 독일은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과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와 연계하는
능동화 조치와 상호 의무(mutual obligation)를 2003년부터 강화하고 있으나 실
업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의 전통이 강하여 영미 국가에 비하여 능동화 조치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은 편이다.

다.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정도
첫째, 독일은 민간위탁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민간위탁사업의 거래비
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수탁기관의 성과를 체
14) 취업알선바우처 제도의 경우 실직 후 3개월이 지나면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민간
기관은 바우처를 소지한 구직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취업하기 쉬운 구직자를 적극 유치하
고 취업하기 어려운 구직자를 기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구직자가
민간기관에 바우처를 제시하고 고용서비스를 받아 취업을 하면 구직자의 실업기간과 연
계하여 최저 1,500유로에서 최고 2,500유로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크리밍’과 ‘파킹’
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구직자의 실업기간과 관계없이 2,000유로로 통일
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바우처 요금 지불체계가 ‘크리밍’과 ‘파킹’의 문제를 야
기하자 2008년부터는 다시 종전처럼 실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하였다.
15) 구직자와 고용서비스기관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알선바우처
제도의 경우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BA를 중심으로 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전통이 강하고, BA 직원들의 민간위탁
및 취업알선바우처 제도에 대한 반감이 강하여 취업알선바우처를 발급받은 구직자 및 민
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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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소규모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 민간수탁기관에 BA 직원 1명을 파견하여 민간수탁기관의 서비스 내
용과 방법, 취업성과 등을 파악하고 있다. 향후 민간위탁사업이 확대되게 되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16).
둘째, 독일은 민간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수탁기관이나 취업알선바우처를 발급받은 구직
자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은 아직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V. 한국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위탁사업
성공조건 충족 정도 분석

1. 한국의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현황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고용
안정센터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었
다.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은 2006년에 시범 실시한 이후 매년 조금씩 확
대되고 있다17).
대표적인 민간위탁사업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18), 먼저 ‘청년층 뉴스타
트 프로젝트’는 기존의 YES 사업을 확대하여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서 위탁 유형에 따라 전부위탁과 부분위탁으로 구분된다. 전부위탁은 상담부터
16) 취업알선바우처 제도의 경우 6,000여 개소가 넘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알선바우처 제도의 도입
이후 영세한 민간기관이 난립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구직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
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이상현,
2009).
17) 노동부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2006년의 38억 원에서 2010년에는 190억 원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2010).
18) 이하의 노동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내용은 노동부(2009) 및 노동부(2010a)의 내
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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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에 이르는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며, 부분위
탁은 일부 과정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민간위탁기관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고 있다. 위탁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탁기
관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원칙적으로 3년간 지원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저조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위탁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비용은 2009년에는 전부위탁은 1인당 150만 원(취업성공금 30만 원 포함),
부분위탁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되, 전부위탁의 경우 1단계 수료 시 100만
원(관리비 3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70만 원), 2단계 수료 시 20만 원,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성과보너스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0
년의 위탁비용은 취업난이도를 감안한 성과연계를 강화하여 전부위탁은 서비
스 대상 1인당 최대 150만 원으로 하되, 기본 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위탁기
관 관리비)로 각 단계에 따라 서비스 대상 1인당 1단계 70만 원, 2단계 20만
원, 3단계 10만 원씩 지급하며19), 알선에 의해 취업시키고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위기청소년의 경우 취업보너스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고졸 이
하․장기구직자의 경우 취업보너스로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분위
탁의 경우 참여자 모집, 심층상담 및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일
괄하여 서비스 대상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노동부, 2010b).
‘민간기관 취업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일부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왔는데, 여성은 여성고용지원센터에, 건설
인력은 건설인력고용지원센터에,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산업단지
고용지원센터에, 영세자영업자는 전직지원센터에, 대기업 퇴직자 등 중견전문
인력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그리고 고령자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각각
위탁하고 있다. 위탁비는 전직지원센터(1인당 60만 원) 외 나머지 경우 인건비
(1인당 월 150만 원, 2명)와 운영비(월 150만 원) 등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
급하고 있고, 산업단지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시설비․자산취득비, 임차료․
관리비 및 기타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19) 1단계는 상호의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의 이해, 개별 구직목표 수립, 직업가치 형성, 개
별구직역량 강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단계는 직장체험 참여, 직업훈련 참여, 중소
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디딤돌 일자리’ 참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단기일자리사
업 등 참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3단계는 집중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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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중 제3단계인 취업알선
과정20)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기관은 유․무료 직업소개기관, 여성인력
개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유형의 영리․비영리 기관이 참여하고 있
다. 위탁비는 3개월간의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의뢰 인원 1인당 30
만 원을 의뢰 시점의 익월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2. 한국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공조건 충족 정도 분석

가.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정도
첫째, 한국은 경쟁적인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장의 조성 측면에서 아직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7천여 개소에 달해 경
쟁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영세성과 비
전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위탁할 만한 민간고용서비스 공급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 있다21).
둘째, 한국은 위탁사업 참여 및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인센티
브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정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위탁수수료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참여와 신규 민간기관의
진입을 유인하기에 미흡하다. 취업지원 전 과정에 대한 시장가격은 1인당 200
만 원 내외는 될 것으로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으나(노동부, 2010) 실제 구직자
1인당 위탁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는 취업성공 보너스 20만∼50만 원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으로서 그
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이외의 노동부 민
간위탁비는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22)에 비해
20)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진단․경로 설정(1단계) → 의욕․능력 증진(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단계별 취업지원 과정 중 일
부 인원에 대한 ‘취업알선’ 과정(3단계)을 민간에 위탁․시행하였다.
21) 유료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수가 1개소당 평균 2.4명에 불과하고,
건설 일용직, 간병인, 파출부 등 임시․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단순 직업소개가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노동부, 2009).
22)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에 시범 실시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경우 1인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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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지원 수준이 매우 낮다. 대부분의 민간위탁비용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기관별로 시설설치비, 2명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기준
으로 정액으로 책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지원 메커니즘이 아주 소규모의
영세기관에 맞추어져 있고, 기관당 2명의 인건비 지원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2명의 직원이 담당할 정도의 소규모로 위탁사업을 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
는 기관이 민간위탁사업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위탁비 지급 메커니즘이 성과와 연계되어 있지 못하거나 성과와 연계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성과급이 미흡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한계
인센티브가 매우 미약하다. 2009년까지의 대부분의 노동부 위탁사업이 운영비
내지 인건비 중심의 정액의 위탁비 지급이 일반적이었고, 성과와 연계된 위탁
비 지급 메커니즘을 갖춘 것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정도였다. 청년층 뉴
스타트 프로젝트의 경우 2009년에 1인당 위탁비를 150만 원 지급하되 30만 원
은 대상자가 취업한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성과연계 위탁비 지급방식을 도입하
였으나 그 비중이 전체 위탁비의 20%에 불과하였다.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
트의 경우에는 2010년에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성공 보너스체계를
개선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위탁비용 지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민간기관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대부
분의 위탁사업이 성과연계 위탁비 지급방식을 도입하였으나 분기별 평가를 통
해 상위 30% 기관은 월 60만 원, 상위 30∼60% 기관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상위 60% 미만 기관은 지급하지 않는, 상대평가에 의한 매월 정액의 성과 인센
티브 지급방식을 도입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성과연계 위탁비 지급액 비율이
전체 위탁비의 90%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겨우 20%에 불과하여 성
과유인 메커니즘으로서는 아직 미흡하다.
민간수탁기관별로 월 30만∼60만 원의 소액을 성과급으로 지원하여 실업자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더 취업시키도록 유인하는 한계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 취업 이후의 고용유지와는 관계없이 취업 시점의 상용직 취업률
을 기준으로 매월 정액의 인센티브를 기관별로 지급하는 획일적인 성과연계 지
비용을 착수금 150만 원과 ‘취업 등’ 요건 충족을 전제로 성과급 280만 원을 추가 지원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은 선진국의 위탁비용 지불체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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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동부의 2010년도 주요 민간위탁사업 계획
프로그램명

1회
민간수탁
계약
기관수
기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
3년
젝트(전부위탁)

여성취업
지원사업

1년

민
간
기
관 산업단지 취업
1년
지원사업
취
업
지 노숙인 취업지 1년
원 원사업
사
업 건설인력 취업
1년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1년

구직자 스트레스 관리
1년
프로그램 운영위탁

취약계층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위탁

인소싱

아웃소싱

수탁기관 1개소당 위탁비용 지불체계
소계

서비스대상
1인당 최대
150만원

시설설치비 인건비

-

운영비

성과인센티브

알선에 의해 취업
시킨 후 3개월 이
상 고용유지 시 서
1단계 70만원, 2단계 20
비스 대상 1인당
만원, 3단계 10만원
위기청소년 50만원,
고졸 이하·장기구직
자 20만원

분기별 평가를 통
해 상위 30%기관
1개 소당
은 월 60만원, 상위
신규지원기 월165만원
6개소 평균 6천만
월 120만원 30～60% 기관은 월
관 2천만원 ×2명
원
30만원, 상위 60%
미만 기관은 미지
급
1개 소당
6개소 평균 81백
만원

상동

상동

월 120만원+
임차료·관리
비 월150만원

상동

1개 소당
5개소 평균 62백
만원

상동

상동

월120만원

상동

1개 소당
9개소 평균 69백
만원

없음

상동

1개 소당
기관별 2천
5개소 평균 73만
상동
만원
원
- 1일 컨설팅비용: 1일 23만원
- 출장 컨설팅 비용: 건당 10만원

상동

없음

상동

없음
-

1년

각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
- 집단상담프로그램: 회당 180만원(인건비 120만원,
운영비 회당 최대 60만원)
-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3시간 과정은 회당 23
만원(강사료 20만원, 운영비 3만원), 4시간 과정
은 회당 28만원(강사료 25만원, 운영비 3만원)
- 단기 취업특강: 회당 강사료 150천원(2시간 기준)

1년

서비스 대상 1인당 17만원(수탁기관 1개소 당 최
취업우수기관 인센
대 270명, 46백만원까지 지원)
티브(1개 소당 최
- 새터민의 경우는 1인당 40만원 지원(수탁기관 1
대 10백만 원)
개소 당 최대 125명, 50백만원까지 지원)

자료 : 노동부(2010a), 노동부(2010b)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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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방식은 취업 이후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인하지 못하는 문
제가 있다. 실적에 대한 평가는 기관별로 상용직 취업률23)을 기준으로 평가하
도록 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의 정부지원 일자리 취업자까지 취업성과로 잡는
것은 당초의 민간위탁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성과지표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은 민간수탁기관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탁
사업의 예산 규모가 1개소당 수천만 원에 불과하고, 각 수탁기관별 고객수가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에 불과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 매년 공모 방식에 의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
트 이외에는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평가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나 수탁기관 여부가 1년 단위로 결정됨에 따라 중장기적
인 투자계획 수립을 통한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위탁사업 추진이 곤란해져 기존
시장진입 기관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사업 참여를 꺼리게 되고, 신규 기관의 시
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정도
첫째, 한국은 ‘크리밍’과 ‘파킹’의 예방장치 마련 측면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에서 선정하여 위탁기관에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
트와 민간기관 취업지원사업은 위탁기관에서 직접 모집하였다. 민간위탁 대상
자 선정 기준이나 분류체계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
에서 각각의 위탁사업 담당부서와 개별적인 사업 단위에서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민간위탁기관이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크리밍’과 ‘파킹’ 현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①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② 새터민, ③ 결혼이민자, ④신용불량자, ⑤장애인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탁기관의 경우 분기

23) 취업률=[(상용직+3월 이상 정부지원 일자리 취업자)/프로그램 참여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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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최소 20% 취업률을 달성하면 연간 최대 800만 원(분기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파킹’ 현상을 예방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기관당 추가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영세기관 이외에는 취업 취약계층을 기피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탁기관의 고
용서비스의 내용, 성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조건도 미흡하다. 위탁기관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여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
칭을 악용하여 위탁 대상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고 단순상담이나 구인정보만 제공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위탁비’만 지급받으
려는 위탁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노동부, 2010).
부분위탁의 경우 ‘상담’과 ‘취업알선’을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데, 정부와 수탁기관 간에 고객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정부와 구직자 간의 상호의무 이행과 능동화 조치를 실시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능동화 조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
은 상태에 있다.

다.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조건 충족 정도
첫째, 한국은 민간위탁사업의 거래비용의 최소화 측면의 노력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부의 민간위탁사업은 3∼5년 단위의 계약이 일반적인 선
진국과 달리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이 일반적이어서 공모와 수탁기관 선정에 많
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 정부나 민간기관 모두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대부분이 ‘보조금사
업’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국고보조금법’에 의한 위탁비 정산이 필요하며, 명
확한 정산 기준이 없거나 정산 기준이 있더라도 위탁비 집행 사례가 다양하여
정산 기준 적용상의 어려움이 많아 민간위탁사업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
다(노동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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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내용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이 명칭만 달리하여 너무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어 민간위탁사업의 공모, 관리, 모니터링, 평가 등에 많은 거래비용
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 내에서도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서로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약간씩 다른 요건과 절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노동부 이외에도 다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노동부와 매우
유사한 민간위탁사업이 10여 개나 시행되고 있다(이상현, 2009).
둘째, 한국은 민간기관에 대한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통제시스템 구축 측면
에서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동부 민간위탁사업은 정부가 마
련한 정형화된 프로세스(예 : 인턴십, 직장체험, 직업훈련 등)를 민간에게 요구
하고 이러한 지침을 수탁기관이 준수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
나 ‘취업성과’가 아니라 ‘프로세스의 완료’에 초점을 둠으로써 개개인이 처한
환경이 감안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될 수 있으며, 보다 ‘빠른’ 취업
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에 주는 시사점

가.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측면에서의 시사점
위탁비용의 결정은 계약규모, 계약기간, 고객의 취업 경쟁력의 세 가지 요소
에 의해 결정된다. 수탁고객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으므로
1인당 평균 서비스 비용이 감소한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프로젝트 초기 투자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할 수 있으므로 역시 1인당 서비스 비용이 줄어든다.
구인자가 원하는 취업경쟁력을 갖춘 고객일수록 취업이 용이하므로 1인당 서
비스 비용이 줄어든다. 선진국의 경험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인센
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경쟁적인 민간위탁시장의 형성과 민간수탁자의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
스 제공을 유인하기 위해 민간위탁비용 지원 수준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개선하
여야 한다. 현재 정부의 고용서비스 위탁사업은 위탁하는 고객수가 매우 적고
계약기간도 짧은 데 반하여 고객의 취업 경쟁력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1인당 지원비용이 낮아 양질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입찰을 외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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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응찰한 업체도 원가 절감에만 몰두한 나머지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
기 위해 필요한 직원,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의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다.
둘째, 지원인원 수와 무관하게 책정하고 있는 위탁기관별 월별 정액 지급방
식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서비스 단가’에 의거
한 위탁비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인원과 무관한 기관별 정액의 위탁
비 지급은 위탁기관의 소극적 서비스 제공 우려는 물론 제한된 위탁비로 인해
위탁고객이 증가할 경우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셋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위탁비용 지급구조를 성과연계형으로 전환하여
수탁기관이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위탁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사업안정
성을 고려하여 높은 착수금 비율을 보장해 주고, 이후 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어
서면 과감하게 성과급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24).
넷째, 1년 단위의 민간위탁사업 계약기간을 3년 단위 정도의 장기간 계약으
로 전환하고, 수탁기관별 구직자 배정을 일정 규모 이상 보장하여 고객 수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 민간위탁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 구축 측면에서의 시사점
첫째, ‘크리밍’과 ‘파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업자 유형 분
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위탁 대상자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분류하여 수
탁기관에 배정하되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더 높게 책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서비스를 유도하여야 한다. 현재
24) 호주는 1998년 시범사업의 경우 선급금의 비중이 58%였으나 현재는 20% 미만이다. 영
국은 1997년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시작한 뉴딜 프로그램의 경우 선급금의 비중이 70%
였으나, 2009년에 시행 예정인 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의 경우 선급금의 비중이
45%이다. 프랑스는 2005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시행된 UNEDICⅠ시범사업의 경
우 선급금의 비율이 65%였으나, 이 시범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대상자를 확대한 UNEDIC
II 프로젝트의 경우 선급금의 비율이 30%이다. 독일은 아직까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
업이 초기 단계(2006년부터 민간위탁 시작)임을 감안하여 65%의 높은 선급금(ARGE 프
로젝트)을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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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업자 유형분류 기준’이 있지만 고용지원센터나 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에서 야기되는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수탁기관의 고용서비스의 내용, 성과, 비용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적은 비
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과학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호주와 영국의 별 평점제도
와 같이 간편하면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
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과
취업알선의 담당자(기관) 분리는 운영 과정에서의 민원 소지뿐만 아니라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 과정 위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직자의 구직노력의 정도를 공공고용서비스기관과 민간고용서비스기
관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구직자에 대한 능동화 조치를 강화
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공을 위
해 매우 중요하다.

다.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측면에서의 시사점
첫째, 민간위탁사업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부 내의 위탁사업뿐
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유사한 민간위탁사업을 대폭 통합․조정하여 위탁사업
의 공모, 관리, 모니터링, 평가 등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 계약자를 적극 활용하고 각 수탁기관별 고객수를 ‘규모의 경제’가 가
능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위탁사업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수탁기관이 유연성이 보장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
서비스 민간위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개개인의
요구를 섣불리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고객의 건강상태, 직업능력,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목표와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 즉 취업으로까지의 경로는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매뉴얼 또
는 일률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개개인이 가진 취업 제약조건을 제거시킬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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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수탁기관이 따라야 할 정
형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성과에 대한 정의를 부여하고,
성과에 초점을 맞춘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
요하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한국에서도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
하여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Bartlett and Le Grand
(1993) 및 Bruttel(2005)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호주, 영국, 독일 및
한국의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하여 Bartlett and Le Grand(1993) 및 Bruttel(2005)
의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을 각국의 민간위탁사업이 어느 정도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어 있는 호주가 Bartlett and Le Grand(1993) 및 Bruttel
(2005)의 성공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초기
의 위탁사업에서는 Bartlett and Le Grand(1993) 및 Bruttel(2005)의 성공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최근의 위탁사업에서는 성공조건을
비교적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사
업이 이제 겨우 시범사업의 단계를 지나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Bartlett and Le
Grand(1993) 및 Bruttel(2005)의 성공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
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노동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분석 대상 4개국 중 Bartlett and
Le Grand(1993) 및 Bruttel(2005)의 성공조건 충족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앞서 선진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방
향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한국의 민간고용
서비스시장이 매우 영세한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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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있다. 그런데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장이 취약한 것은 민간위탁사업의 성
공조건을 충족한 민간위탁사업을 설계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민간고용
서비스기관이 다수 진입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가
모두 취약하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양자를 모두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한
국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주요 선진국에서의 민간위탁사업이 주로 정부가 민
간부문의 전문성을 구매(buy)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질을
<표 5> 주요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성공조건 충족 정도 비교
성공조건

호주

영국

독일

한국

- 경쟁적인 민간위탁시장 형성

〇

〇

×

×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민간위탁사업 참여를 유인
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지불

〇

〇

〇

×

- 민간수탁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연계형 위탁
비용 지불체계 구축

〇

〇

〇

△

- 민간수탁기관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질의 고용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〇

〇

△

×

〇

〇

△

△

- 민간수탁기관의 고용서비스의 내용, 성과, 비용 등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 마련

〇

〇

△

△

- 구직자에 대한 능동화 조치의 실질적인 시행

〇

〇

△

×

- 민간위탁사업의 거래비용 최소화 노력

〇

〇

×

×

- 민간기관에 대한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통제 메
커니즘의 구축

〇

〇

×

×

1.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

2.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
- 민간수탁기관의 구직자에 대한 ‘크리밍’과 ‘파킹
(parking)’ 현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주 : 〇는 ‘충족’, △는 ‘미흡’, ×는 ‘매우 미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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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공공부문의 인력 부
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고용지원센터보다 부족한 영세한 기관
인 점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 고용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지금
과 같이 단지 고용지원센터의 인력부족 문제를 임시방편적으로 해소하려는 소
극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효과적이
고 저렴한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민간부문으로부터 구매하여 고객에게 제공
하겠다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고용서비스를 민간위탁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고용서비스 성공조건을 충족하여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이 성공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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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uccess Conditions of Employment Service
Contracting-out
Kil-Sang Yoo
This study analyzes contracting-out cases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Australia, United Kingdom, Germany and Korea if each of the country
satisfies the success conditions of contracting-out based on previous
theoretical

requirements.

The

results

show

that

Australia,

where

contracting-out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is popular, satisfies the
success conditions quite well. United Kingdom did not satisfy the success
conditions well in the early stage of contracting-out, but in recent
contracting-out programs, satisfies the success conditions quite well.
Germany and Korea, where contracting-out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are in beginning stage, do not satisfy the success conditions well.
Especially Korea is the last in the ranking of satisfying the success
conditions, which means there are lots of things to be reformed in
contracting-out conditions in Korea.
Keywords : employment services, contracting-out, a quasi-market, transaction
costs, principal,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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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요인을 탐색하고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
를 실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통합하
여 지역노사정민협의회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 및 인과관계들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4개의 요인 모두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에 정(+)의 관
계를 형성하였으며 각각의 기여 정도는 참여평가요인(요인3) > 참여운영요인
(요인1) > 참여지원요인(요인2) > 참여역량요인(요인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편 부천지역거버넌스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사례분석 결과, 앞서 양적 연구에
서 검증된 요인들이 부천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지역거
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지역거버넌스, 노사의 정책참여, 참여촉진요인

I. 들어가며

최근 노동과 고용 영역에서도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사관계, 고용, 인적자원개발 등의 이슈를 다룸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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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노사관계의 안정과 협력, 지역경제 활성
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과 고용 영역에서 지역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책
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이며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
다. 노사가 지역거버넌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작 중요한 이해관계
자가 빠진 채 정책 공급자들끼리 지역에서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요자들의 실제 상황과 요구에 맞는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
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노사 참여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노사의 참여는 제한된 영역에 머물고 있으며 그조차 매우 형식적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노사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거버넌스를 활성
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지역거버넌스의 중요성과 그 발전방안과 관련해 외국에서는 OECD LEE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와 노동시장 연구자들을 중심
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OECD 2001a, 2003, 2004, 2005; JILPT
2005; Considine and Giguere eds 2008). 한편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의 기
존 연구들(임상훈, 2007; 전명숙․임상훈, 2008; 김주섭 외, 2009; 장홍근, 2009)
에서는 지역거버넌스 상황에 대한 전반적 분석 속에서 노사 참여가 부족하며
그것이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상적이고 당위적인 논의가 제시되고 있
을 뿐,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이루
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노동 및 고용과 관련된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결합한 통합적 연구방법
(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각 연구방법의 장‧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에서는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이라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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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맥락에서 노사정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거버넌스가 활성화되는 과정
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Yin(1984)에 의하면 연구 대상의 변수들이 복잡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고 나
아가 연구대상과 이를 둘러싼 상황 변수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양
적 연구방법보다 사례조사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해 지역거버넌스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진 부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단수사례 연구방법(single-case
study)를 시도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 분석틀

국정운영 방식의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그 축이 ‘중앙
정부에서 지역거버넌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논자
에 따라 이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핵심 포인트는 정부가 국정운영을 독점하
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정을 함께 운영
하는 것이다(김정렬, 2002; Kelly, 1998; Klijn & Koppenjan, 2000; Kaboolian,
1998; Rhodes, 1996; Telly, 1998).
현재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등장과 더불어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안정적이고 단순한 사회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집권화된 국정운영 방식이 효과적이었으나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
원화될수록 지역 단위의 분권화된 국정운영과 더불어 이에 대한 노사정 간의
상호작용 및 공동 관리․조정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거
버넌스를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자치체, 중앙정부 등이 민관협력의 정책 네
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공동의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라 정의하겠다.
그렇다면 노사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은 무
엇인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OECD와 EU의 시민참여 촉진에 관한

132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1호

연구를 들 수 있다. OECD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 형성과정에서 참여촉진을 위
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정부의 리더십과 헌신,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보장, 참여 목적의 명확성, 참여를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되는 정
보의 객관성, 재정적․인적․기술적 지원, 정부기관 간의 효과적인 조정체계,
참여결과의 정책 반영, 참여에 대한 평가체계,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있
다(OECD, 2001b). 또한 유럽연합도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개방성, 광범위한 참여, 책무성, 효과성, 일관성이다(CEC,
2001). 결국 OECD와 유럽연합 모두 국정운영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
저 정부의 의지 및 리더십과 더불어 노사를 비롯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역거버넌스로의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국내의 양적 연구들을
보면 우선 강인성은 위의 OECD 분석틀을 토대로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
을 참여역량요인, 참여과정요인, 참여성과요인으로 나누고 이들 요인이 정책참
여 활성화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강인성, 2007). 연구 결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역량, 참여과정에서의 긴밀한 상호작
용과 동반자 의식, 참여 이후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 등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리고 원구환(2005)의 연구는 독립 변수로서 네트워크 환경요인,
구성요인, 관리요인, 역할요인을 설정하고 이들 요인이 종속 변수인 지역노사
정협의회의 활성화에 정(+)의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사례연구들에서도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과정 및 요인을 분
석하면서 지역경제위기에 대한 노사정의 공유의식,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의 주
도성, 공공기관의 실질적 지원, 공공기관 간의 연계성,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업종별 접근 등등의 주요 특징들을 적출하였다(이성균, 2001; 정인수,
2006).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에 미
치는 요인으로 다음의 4가지, 즉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노사의 참여를 지원하는
‘참여지원요인’, 노사의 참여의지 및 대표성을 나타내는 ‘참여역량요인’, 참여
과정에서 노사정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참여운영 요인’, 참여 이후 성과평가
와 지자체에 대한 노사의 감사 권한을 나타내는 ‘참여평가요인’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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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그림 1]과 같은 연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지역거버넌스의 참여 주체를 공공부
문으로서의 지자체와 민간부문으로서의 지역노조, 사용자단체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앞의 선행연구에서는 각 변수에 대한 노사정의 의견을 하나로 평균하
여 이를 지역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속성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지역거버넌스
는 독자적인 연구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역노사정이라는 주체들의 상호작
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자체의 지원 역할과 관련된 참여지원요인과 노사의 의지와 역량과 관련된 참여
역량요인으로 나누어 민․관 부문이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 어떠
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Ⅲ.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양적 분석

1. 표본 선정 및 변수 측정
본 연구를 위한 양적 자료는 노사발전재단에서 2008년 8월에 실시한 지역거
버넌스에 대한 노사참여 실태조사로부터 수집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2008년 현
재 지역노사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지부(한국노총, 민주노총 지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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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집단별 설문응답 분포
설문배포(부수)

설문응답(부수)

비율

한국노총

68

60

88.24%

민주노총

54

7

12.96%

한국경총

14

12

85.71%

대한상공회의소

69

60

86.96%

지자체

80

79

98.75%

285

218

76.49%

전체

주 : 본 조사에서는 민주노총의 지역본부 및 지부 5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
으나 응답률(13%)이 저조하여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서는 제외.

역경제단체(지방 경총, 지방 상공회의소), 지방 정부(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285부가 배포되어 218부가 회수되었다(유
효응답률 76.5%). 집단별 응답된 설문지수와 회수율을 보면 <표 1>과 같다.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
치는 4개 요인과 좀더 세부적인 16개 독립 변수 그리고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1개의 종속 변수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흔히 지역거버넌스
의 활성화 정도는 객관적 지표(예 :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회의 개최 횟수, 논의
의제의 다양화 정도, 논의 결과의 이행 정도, 추진사업의 갯수 및 예산규모 등)
와 주관적 지표(예 :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참여 주체들의 평
가, 참여 과정에 대한 주체들의 만족도 등)를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인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에 대하여 주관적 지표
인 ‘노사정 간의 협의 및 추진사업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참여 주체들의 평가’
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그 이유는 아직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제도구축 단계에
있어 객관적인 활성화 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위의 변수
들은 리커트의 5분위 척도법(총화척도)에 따라 강한 부정에서 강한 긍정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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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 구성 및 관련 선행연구
요인
참여
지원
요인

참여
역량
요인

참여
운영
요인

참여
평가
요인
종속
변수

변수

관련 선행연구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성

CEC(2001), OECD(2001b), 강인성(2007)

참여지원규정/시설/인력

CEC(2001), OECD(2001b), 강인성(2007)

지자체의 예산지원

OECD(2001b), 강인성(2007), 원구환(2005)

지자체의 정책참여 교육실시

OECD(2001b), 강인성(2007), 원구환(2005)

노조의 참여의지

CEC(2001), OECD(2001b), 강인성(2007)

지역경제단체의 참여의지

CEC(2001), OECD(2001b), 강인성(2007)

노조의 지역 대표성

원구환(2005)

지역경제단체의 지역 대표성

원구환(2005)

노사정간의 책임관계 명확성

원구환(2005)

이슈의 검토시간 충분보장

OECD(2001b), 강인성(2007), 원구환(2005)

지자체의 적절한 정보제공

CEC(2001), OECD(2001b), 강인성(2007)

노사정간의 동등한 권한 부여

원구환(2005)

노사정간의 차이 이해

원구환(2005)

노사정간의 동반자 의식

OECD(2001b), 강인성(2007), 원구환(2005)

노사에게 감사권한 부여

CEC(2001), OECD(2001b), 강인성(2007)

지자체의 사후적 정책평가

CEC(2001), OECD(2001b), 강인성(2007)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

OECD(2001b), 강인성(2007)

변수의 타당도 및 축소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16개의
변수는 참여지원요인, 참여역량요인, 참여운영요인, 참여평가요인이라는 4가지
요인으로 축소되었고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설문문
항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각 요인별 설문문항의 Cronbach의 알파 값은 참여
지원요인 4개 변수 0.78점, 참여역량요인 4개 변수 0.69점, 참여운영요인 6개
변수 0.9점, 참여평가요인 2개 변수 0.87점으로 나타나 본 설문 문항들은 분석
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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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요인

참여
촉진
요인

참여
역량
요인

참여
운영
요인

참여
평가
요인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성

.510

.571

.041

.086

참여지원규정/시설/인력

.240

.675

.133

.088

지자체의 예산지원

.329

.705

.169

-.030

지자체의 정책참여 교육
실시

.072

.732

.289

.166

노조의 참여의지

-.149

.262

-.319

.705

지역경제단체의 참여의지

.335

-.126

.142

.675

노조의 지역 대표성

.186

.203

.024

.750

지역경제단체의 지역 대
표성

.280

-.111

.457

.620

노사정간의 책임관계 명
확성

.522

.296

.242

.396

이슈의 검토시간 충분보장

.613

.397

.376

.104

지자체의 적절한 정보제공

.672

.397

.379

.061

Cronbach
알파값

0.78

0.69

0.9
노사정간의 동등한 권한
부여

.856

.192

.118

.135

노사정간의 차이 이해

.878

.143

.039

.145

노사정간의 동반자 의식

.785

.190

.114

.217

노사에게 감사권한 부여

.136

.231

.848

.040
0.87

지자체의 사후적 정책
평가

.166

.343

.817

.009

최소고유값

3.95

2.62

2.22

2.20

설명 비율(%)

24.66

16.38

13.89

13.76

주 :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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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결과 분석
첫째, 분석에 활용된 각 변수의 기초통계치를 살펴보자. 우선 종속 변수인 지
역노사정협의회에서의 활성화 정도는 낮은 편이다(2.67점). 그 이유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참여지원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인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성,
참여촉진적 규정/시설/인력, 지자체의 예산 지원들은 각각 3.27점, 2.75점, 2.75
점이 나왔으며 특히 지자체의 정책참여를 위한 교육 실시는 가장 낮은 점수인
2.51점을 보여주었다. 참여역량요인을 보면 노조의 참여활동 의지, 지역경제단
체의 참여활동 의지, 노조의 지역 대표성, 지역경제단체의 지역 대표성이라는
변수가 각각 3.42점, 3.54점, 3.15점, 3.15점을 보여 4가지 요인 중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점수들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참여운영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을 보면 노사정 간의 책임관계 명확성,
핵심 이슈의 검토시간 충분보장, 지자체의 적절한 정보제공, 노사정 간의 동등
한 권한 부여, 노사정 간의 차이 이해, 노사정 간의 동반자 의식은 각각 2.98점,
2.86점, 2.86점, 3.11점, 3.23점, 3.18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자체가 지역노사정협의회 핵심 이슈에 대하여 노사에게 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사전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참여평가요인은 위의 3가지 요인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노사에게 감사권한 부여 2.47점, 지자체의 사후적 정책평가 2.53점). 이는
현재 지역노사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노사에 대하여
참여를 하는 만큼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각각의 요인에 대해 노사정 집단별로 인식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기 위해 ANOVA분석과 Duncan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조지부,
지역경제단체, 지방자치체 간에는 4가지 요인과 종속 변수 모두에 있어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사후분석 결과 참여지원요인, 참여운영요인, 참여평가요인과 종속
변수인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노조가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으며 지역경제단체와 지자체는 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
리고 있다. 반면 참여역량요인에 대한 평가 및 인식에 있어서는 세 집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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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가 노사의 참여의지 및 대표성에 대해
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4> 변수의 기술통계량
지역
노조

지역
경제
단체

지방
자치체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성

2.80

3.32

3.59

3.27

0.88

참여지원규정/시설/인력

2.50

2.85

2.86

2.75

0.81

지자체의 예산지원

2.30

2.81

3.05

2.75

0.90

지자체의 정책참여 교육
실시

2.12

2.64

2.68

2.51

0.75

노조의 참여의지

4.08

3.21

3.10

3.42

0.80

지역경제단체의 참여의지

3.63

3.67

3.34

3.54

0.82

노조의 지역대표성

3.43

3.04

3.03

3.15

0.88

지역경제단체의 지역 대
표성

3.00

3.40

3.04

3.15

0.87

노사정간의 책임관계 명
확성

2.88

3.04

3.00

2.98

0.77

이슈의 검토시간 충분보
장

2.37

3.03

3.08

2.86

0.79

지자체의 적절한 정보제
공

2.33

2.97

3.16

2.86

0.81

노사정 간의 동등한 권한
부여

2.75

3.19

3.30

3.11

0.88

노사정 간의 차이 이해

2.90

3.28

3.42

3.23

0.85

노사정 간의 동반자 의식

2.85

3.24

3.38

3.18

0.77

변수

참여
촉진
요인

참여
역량
요인

참여
운영
요인

참여
평가
요인

노사에게 감사권한 부여

2.13

2.65

2.57

2.47

0.78

지자체의 사후적 정책평
가

2.17

2.74

2.61

2.53

0.75

종속
변수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
화 정도

2.28

2.85

2.80

2.67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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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사정 인식 차이에 대한 ANOVA 분석과 Duncan 사후분석
평균

F값

Duncan사후분석

노조지부
2.43
지역경제단체 2.90
지방자치체 3.05

19.100***

노조<경제단체․지자체

3.31

노조지부
3.54
지역경제단체 3.33
지방자치체 3.13

8.414***

지자체<경제단체<노조

참여
운영
요인

3.04

노조지부
2.68
지역경제단체 3.12
지방자치체 3.23

13.558***

노조<경제단체․지자체

참여
평가
요인

2.50

노조지부
2.15
지역경제단체 2.59
지방자치체 2.69

11.369***

노조<경제단체․지자체

활성화
정도

2.67

노조지부
2.28
지역경제단체 2.80
지방자치체 2.85

12.483***

노조<경제단체․지자체

전체

집단

참여
촉진
요인

2.82

참여
역량
요인

주 : *** p<0.01, Duncan 사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임.

<표 6>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2.570

.201

요인1 : 참여운영요인

.313

.032

.420***

요인2 : 참여지원요인

.285

.031

.382***

요인3 : 참여평가요인

.362

.032

.485***

요인4 : 참여역량요인

.140

.032

.187***

지역의 경제적 여건

.066

.036

.080*

지역의 노사협력 수준

.084

.044

.085*

.089

-.015

상수

-.032

광역지자체더미

2

F값 : 53..479***, Adj R : 0.636
주 : *** p<0.01, * p<0.1.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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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앞의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4가지 요인별 적재 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 변수인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제 변수에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 지역의 노사협력 수준, 지자
체(광역, 기초)더미를 포함시켰다.
회귀분석 결과 수정된 R2이 0.636가 나와 본 회귀식이 63.6%의 설명력을 지
니고 있으며 표준화된 베타계수에 의하면 4개의 요인 모두 지역노사정협의회
의 활성화에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
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참여평가요인(요인3) > 참여운영요인(요인1) > 참여지원
요인(요인2) > 참여역량요인(요인4)의 순으로 나타났다.

Ⅳ.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1. 맥락 분석 : 산업공동화로 인한 부천 지역의 경제위기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노사정 파트너십에 의해 전국 최초로 제도화된 지
역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이다. 부천 지역 노사정은 1999년부터 노사분쟁조정
사업을 첫 발로 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산업구조 개
편과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2009년 11일 노동부에서 주관한 지역노사민
정 협력활성화 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했다. 다음에서는 부천 지역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과정 그리고 노사정의 상호작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선 부천 지역의 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로 제조
업의 기반을 형성하였고 1970년부터 서울의 제조업 분산정책에 따라 서울 지
역에 있던 공장들이 대거 부천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1994년 수도권정
비계획법이 개정되어 부천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
업용지의 조성이 제한되고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이 규제되었다.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인해 부천 지역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정착되었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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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부천 지
역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공백을 서비스업으로 채웠
다(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2006).
흔히 특정 지역의 노사정이 모여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공동화라는 ‘위기적 사건’이 존재해야 한다. 부천 지역의
경우도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과 실질적인 임금상승은 저임금
에 의존하여 버티어 오던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사양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하였고 이들 중소제조업체는 대안 모색을 위해 중국, 동남아 등의 해외로 이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부천 지역은 중․대규모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중소
영세기업만이 남게 되었고 만약 새로운 경쟁력의 확보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
성이 지체될 경우 수도권의 특성상 자족적 기능을 상실한 주거타운 기능만을
가진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부천지역노사
정으로 하여금 지역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해결방식을 모색하도록 하게 된다.

2. 주체 분석 : 부천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
부천 지역의 경우 산업공동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을 포함한 지
역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켰는데 이들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노조의 역할이 가장
컸다. 1998년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만들게 된 계기도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정
책연대’ 전략에 기인하였고 그 후 다양한 사업을 성안하고 이를 현실화시켰던
핵심 주체도 노조였다.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노조로서의 교섭기능 및 내부의
조직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시민사회로의 정책참여사업으로 자신의 정체
성을 확대해 나갔던 점이 부천지역거버넌스의 확대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
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왜 다른 지역에서도 산업공동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음에도 불
구하고 부천 지역에서 노사정 협력에 의한 지역거버넌스가 활성화되었는가?.
흔히 현 수준에서의 노조는 기업수준의 분배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데 유독 한
국노총 부천지부는 기업의 틀거리를 넘어 지역거버넌스로의 정책참여와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이슈로 자신의 시야를 확대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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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운동의 성장 과정과 특징 속에 있다.
1987년 이전에는 단지 20여 개였던 부천 지역의 노동조합은 1987년 6월 이
후 급속하게 늘어나 1990년에는 노조수 185개, 조합원수 14,500명까지 확대되
었다. 이 과정에서 부천 지역은 1987년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울산, 마산, 창
원지역과 함께 대표적인 노사분규 다발 지역으로 유명했고, 지역사회의 민주화
정도 및 노동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운동의 활동 기반이 단단해졌다. 부천 지
역 노사관계 전체의 역동성은 개별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였고 특히
한국노총 부천지부로 하여금 타 지부에 비해 노조의 개방성과 개혁을 더욱 촉
진하게 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급성장한 부천 지역의 노동조합은 1990년대 이후 산업
공동화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경제위기가 도래한 1997
년부터는 노조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김성희, 2005). 현재 부천 지역의 양
노총의 조직 비율을 보면 노조수나 조합원수에 있어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80%
이상을 차지하여 부천 지역 노동운동의 대표성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1990년
대 중반 이후 부천 지역의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조직된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였기 때문이다(심재정,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가 전투적 투쟁에 집중한 반면 한국노
총 부천지부는 1989년부터 점진적 개혁을 시작해 점차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
지는 일선 노조간부 간의 광범위한 네크워크를 조직하여 다양한 내부 조직사업
을 전개하였다.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내부적 개혁은 1994년 부천시 공무원들의
세금비리 사건을 계기로 외부화하여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개혁 시도로 나타나
게 된다.
그 후 1995년 제1차 지방선거에서 2명의 노동자 후보를 시의원으로 당선시
켰고, 또한 독자 시민후보의 당선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1998년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시장 후보에 대한 ‘정책연합’ 전략
으로, 그리고 1999년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한편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부천 지역 사용자단체의 의지 및 역량은
노조에 비해 다소 미흡하였다. 부천 지역에는 2006년 현재 총 사업체가 52,297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조직규모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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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1명으로 전체 사용자의 99.17%를 차지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부천 지역의 주된 지역경제단체는 부천상공회의
소로 대표된다. 중소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부천
상공회의소가 지역노사정협의회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내 대표적인 사용
자단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천상공회의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
업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고 공장장협의회, 업종별 분과 등이 조직되어 있으며,
금형사업조합, 노무관리협의회 등 지역 내 여타의 경영관련 단체와도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있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장이 강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어야 노사 참여가 촉진된다. 부천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과정에서도 지자체장의 리더십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 1998년 부천시장은 후
보 시절부터 노사를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고민했으며 1999년
시장 당선 이후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지역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현재 부천시는 노사와 더불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전 부천 2017>이라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산하에는 공식적인 사무국은 없으나 이러한 간사 역
할을 부천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노사에
대한 재정적․정보적 지원을 하고 있다.

3. 과정 분석 : 부천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과정
부천지역거버넌스는 1999년에 만들어진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제도적 거점으
로 하여 노사정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발전의 이슈를 개척하며
성장 발전하였다. 그 후 부천지역거버넌스는 정책결정 기능으로부터 사업집행
기능으로까지 노사정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사업집행 영역은 초기에 업
종별 분쟁조정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점차 포럼을 통한 주제별 네트워크와 논
의구조 그리고 노동시장의 계층․업종별 고용․인적자원개발로 구조적 진화를
하였다.
1999년 초창기 부천지역거버넌스의 조직구조는 본협의회-실무협의회라는 단
층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주로 노사정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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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천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과정

기능에 집중했다. 이 시기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1차 본회의를 통해 ‘부천지
역노사정위원회 출범 공동선언문’과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공동협약’을 체결
하여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 유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을 통한 실업극복, 노사정협력을 위한 사항 등 18개 항목을 채택하게
된다.
둘째,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천지역거버넌스의 조직구조는 정책심의
및 결정 기능을 넘어 업종별 분쟁조정 기능이라는 사업집행 영역으로 확대된
다. 더불어 노사정 포럼과 고용 포럼이라는 논의 구조 및 정책 네트워크를 설치
함으로써 노사관계 이슈와 더불어 고용․인적자원개발 이슈로 가기 위한 공감
대 형성을 준비하게 된다. 우선 2000년과 2002년의 시기 동안에 부천지역노사
정협의회는 택시노조 파업, 환경기동반노조 파업, 마을버스노조 파업, 삼양중기
노조 파업 등 노사관계 현안에 대하여 노사분쟁조정기구로서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노사분쟁조정에 대한 합법적 기능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의 분쟁조정은 말 그대로 사적조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지속화시킬 수 있는 법적 권위
가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초기의 노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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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역할에서 점차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신
의 역할 재정립을 시도하게 된다.
더불어 2002년 하반기부터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앞서 살펴본 업종별 분
쟁조정 기능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확대 및 새로운 이슈를 위한 평가
작업을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이 노사정 모두에게로 확대되어 구체적인
공동목표와 협력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는 분기별로 진행된 포럼과 2003년
말에 노사정이 함께 모여 그간의 사업성과와 한계를 논의한 워크숍에서였다.
이러한 포럼 및 워크숍을 통해 부천 지역의 노사정은 상호 의사소통을 촉진하
였으며 공동결정의 추진력을 강화하여 소위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참여
평가요인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게 된다. 그 결과 2004년에 들어 부천지역노사
정협의회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협력하여「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천
지역발전모델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부천 지역의 노동시장을 점검하고 미래지
향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사정 협력방안을 도출하게 된다(정인수, 2006)
이렇게 제시된 부천지역발전모델은 2006년 이후 부천지역거버넌스의 본격적인
업종․계층별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의 모태가 된다.
셋째,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부천지역거버넌스의 조직구조는 정책심
의 및 결정 기능과 사업집행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주요 사업집행
영역으로서 노사정 공동의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이 자리를 잡게 된다. 더불
어 이 시기에는 노사정 포럼과 고용 포럼을 확대하여 부천지역 현장의 노사에
게 새로운 노동시장 이슈와 지역거버넌스의 적극적 역할을 확산하게 된다. 또
한 업종별/계층별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고용사업단이
라는 조직 단위를 본협의회 밑에 두어 전문화를 시도하였다.
2005년 말에 개최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제15차 본회의에서는 노동부의
각종 직업훈련사업에 결합하여 본격적인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 TFT’를 만들었다.
2006년에 들어 부천 지역 노사정은 노동부의 ‘노사공동훈련사업’과 ‘지역고
용․인적자원개발사업’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노사공동훈련사업’
은 부천노총과 부천상공회의소를 공동컨소시움으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지역 내 8개 유관기관을 공동컨소시움으로 하여 추진하게 된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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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노사공동훈련사업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역량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
로 회사와 공동으로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부천지역
노사정협의회, 2008). 한편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은 청년층 신규 취업
준비자에 대한 기술교육과 중장년층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사업을 중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V. 결 론

앞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통계치를 보면 현재 지역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정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사의 참여역량요
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둘째, 집단 간 인
식 차이를 보면 노조는 노사의 참여역량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4가지 요인 모두 지
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에 정(+)의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각각의 기여 정도는
참여평가요인(요인3) > 참여운영요인(요인1) > 참여지원요인(요인2) > 참여역량
요인(요인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례분석 결과를 보면 앞서 양적 연구에
서 검증된 요인들이 부천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지역노사
정협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의 지역거버넌
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거버넌스
의 활성화를 위해 노사정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제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거버넌스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기초통계치를 보면 아직 대표적인 지역거버넌스인 지역
노사정협의회가 제대로 구축․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역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앞의 회귀분석에 의하면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참여지원요인(지자체장의 리더십, 참여촉진규정, 재정
지원, 교육)을 제대로 구비해야 하며, 노사정 파트너들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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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지자체의 참여운영요인(책임관계, 검토시간 보장, 정보지원, 권한분배
등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거버넌스의 참여 이후에도 지자체는 주도적으로
참여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노사와 공동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들이 없을 경우, 앞서 집단 간의 인
식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노조가 참여 의지와 노력이 높
더라도 지자체의 형식적 운영에 실망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 정도를
낮게 평가하게 된다.
셋째,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노사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의 역량구축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부천 지역의 사례분석에서도 보이듯이 노사의 참
여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노사는
전담인력 확보, 재정 충원과 전략적 배분, 기간 역량인 고용․학습위원 양성,
고용․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제고, 사업 전문성 제고, 효과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는 재정지원, 교육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전문적 자문․지원 서비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지역거버넌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내외부에서의 엄밀한 평가에
기초한 피드백(feedback) 과정과 적극적인 대안모색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도 보여지듯이 참여평가요인은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지역노사정협의회가 구축되는 과정을 보면 제도시행
초기 단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거버넌스의 초기 구
축 단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거버넌스의
전반적 활동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이 매우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그간 지역노사정협의회에 참여했던 노사정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인식에 반영된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을 분
석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 각 지역거버넌스를 분석 단위로 하여 객관적 자
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 및 요인을 탐색하는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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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riangulation Study on Activation of Local
Governance
Yong Bo Shim, Ho Chang Lee
This paper studies theoretical factors that local governance be activated.
Through the virtual study and existent discussion, four facrors are
composed of participation support, participation capability, participation
administration, participation feedback. From the factor analysis, the four
factors proved to be evaluate the present situation of local governance.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ffect of local
governance's

activation

are

arranged

with

participation

feedback >

participation administration > participation support > participation capability.
So, a result of case study on Buchon local governance is all alike.
Keywords : local governance, labor and management's participation. participation
activa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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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지만 설립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비전문성, 복수노조설립금지
에 중점을 둔 제도의 운영 등으로 인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
다. 본고는 2010년 노조법 개정에 의한 사업장 내 복수노조설립 허용 등
제도적 환경의 변화, 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설립신
고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으로서는 노동조합등록제도와 노동조합지위심사제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두 제도를 병용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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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설립단계에서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각 요건을 갖
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제도는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관
청의 직접적인 관여, 행정관청의 심사권의 실질화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
유설립주의에 위반하여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사업장 내 노사관계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관청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노동행정을 가능
케 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제도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
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의 허용으로 인한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
른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사실상
사업장 내 단일한 노동조합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다. 지금까지 노조법은 사업
장 내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왔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에 대한 심사는 주로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조직대상이 중복되
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설립을 사전에 배제하는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의 노조법(법률 제9930호) 개정으로 인해 2011년 7월
이후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설립 허용이 예정되어 있고, 그 경우 위의 전
제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
다.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운영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복수노조의 설립이 자유롭게 허용되기 때
문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의 사실상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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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복수노조의 난립을 방지하는 기능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교섭대표 선출절차가 실시되면 교
섭대표 선출절차 진행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갖
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현행 설립신고제
도는 불필요한 이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조설립신고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제
도의 재검토가 요청된다. 현행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는 행정관청이 담당함
으로써 설립신고의 처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부
정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즉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으로서 전문적 견지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일선 행정관청이 이를 담당함에 따라 각 행정관청 사
이에 업무처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불필요한 혼란도 초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관련한 각종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는 행정관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쟁이 이원화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임시총회 등의 소집, 휴면노조의 해산,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 선출 등 노동조
합과 관련되는 분쟁의 대부분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조
합의 설립신고 관련 사항, 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 등은 행정관청이 담당하도
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설립․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적․효율적인 업무처
리가 저해되고 있고, 일관성 있는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는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를 근본적
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복수노
조 병존시 교섭대표 선출절차와 연동하여 설립신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행정
관청에 의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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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제도의 내용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 장
관 등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
법’) 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 시로부터 3일 이내
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법 제12조).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제4항). 노동조
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제7조 제1
항)으로서 노조법상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가. 설립신고제도의 취지
노조법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도,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동시에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서 모든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소
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그 취지가
있고,1)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도 단순히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
로 성립을 허용할 경우 민주성 및 자주성이라는 실질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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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조합이 난립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어용조합이 되거나 조
합 내부의 민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자주적
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2)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그 법적 권리와 지위를 완전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사실의 신고와 심사라는 국가의 개입이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측면이 있
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대사용자와의 관계만
이 아니라 대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등 다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주체
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등 각종 국가기관에 참여하여 노동정책을 형성
하는 데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신
고제도의 규범적 요청과 내재적 제약요소 양자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한편에서
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에 대한 실질적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
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설립신고제도의 내용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
을 첨부하여 노동부 장관 등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신고의 주체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다. 신고
대상 기관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연합단
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
동조합은 노동부 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
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설립신고서에는 명칭 등을 기재하여(제10조 제1항), 규약 등의 서류를 첨부

2)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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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
설립신고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서에 하자
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법 제12조 제1항), 보완 사유
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고(법 제12조 제2항), 반려 사유가 있
을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3항).
설립신고서에 보완 및 반려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로 3일 이내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12조 제1항),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또한 노동
단체 카드를 작성하고(노조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그 사본을 매년 2월 말까
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노동조합
이 ①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 즉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 ②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
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노조법 제
12조 제3항).

다. 설립신고서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신고증 교부, 보완 요구 또는 반려 등 그
처리를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법 제7조)이 되기 때문에, 설립신고증을 교부
하여야 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지위에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
출받은 서류는 설립신고서와 규약뿐인 데 대하여 심사 대상에는 이에 의해 판
단할 수 없는 사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 여부,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지 여부, 규
약 제정 및 임원 선거 방법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
다.3) 여기에서 행정관청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3) 임종률,『노동법』, 제8판, 박영사, 2009,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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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4) 판례는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5)
그러나 실질적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이를 3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심사에 머무를 수밖에는 없다.6) 근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
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었는지 여부, 복수노조설립금지와 관련하
여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고 있는지 여부 등은 고도의 규범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관청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의 판단 기간을 3일로 제한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
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
을 행정관청의 공적 확인에 의해 확보하려는 설립신고제도 자체의 취지에는 부
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3. 설립신고의 효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되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
으며(법 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법 제7조 제3항),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법 제6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
고(법 제8조),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법 제35조, 제36조), 노동위원회에 대
4) 예컨대 형식적 심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견해(김유성,『노동법』, 법문사, 2009, p.75), 노동
조합의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로 족하지만 자주성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김형배,『노동법』, 제18판, 박영사,
2009, p.688), 허위사실이 있는지 여부, 규약 제정과 임원선거 방법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심사 대상이고 복수노조금지 해당 여부는 형식심사의 대상이라
고 하는 견해(임종률, 앞의 책, p.57)가 있다.
5) 대법원 1979.12.11. 선고 76누189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대법
원 1990. 10. 23. 선고 89누3243 등.
6) 이영희,『노동법』, 법문사, 2009,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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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체협약의 해석신청(법 제34조),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등 노
동행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3항),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을 할 수 있는(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등 법에 의해 창설된 제도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Ⅲ. 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상황 변화에 따른 한계

1. 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

가. 행정관청에 의한 사전적 심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나 범위, 조
합원의 분포에 따라 소관 행정관청이 각각 정해져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설
립신고 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모두 동일하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대
상의 중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사대상 사항이 된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자격 내지 지위에 관한 공적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판례가 밝히
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
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7) 그 취지가 있다
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있다.
첫째, ‘행정관청’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나 조직대상의 중복,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등의 노동조
합의 설립신고를 심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고도의 규범적 판단을 필요
로 하는 것이지만, 시․군․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관청이 이를

7)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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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노동부
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은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
기는 하지만, 문제되는 상황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실
무에서는 노동부에 대해 질의 회시를 통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
으나,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립신고를 접수받은 행정관청
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해 주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즉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
은 노동조합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과 부당노동
행위구제 신청인데(노조법 제7조 제1항), 이러한 신청의 처리기관은 행정관청
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이나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이 적법하게 교
부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사를 하지 않고 행정관청이 교부한
설립신고증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
성이 없는 행정관청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이나 조정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현행 설립신고제도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
동조합의 지위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행정관청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학설이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는 현실적으
로 행정관청에 의해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정하는 데 설립신고 여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현행 법하에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설립신고증 교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제도는 실질심사가 아니라 형식심사를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8) 특히 앞에서 살펴본 행정관청의 비전문성을 고려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8) 이영희, 앞의 책,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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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행정관청에 의한 ‘사전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노동조합
설립에 행정관청이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행정관청의 사전적․실질적 심사는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될 소지가 있
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1948년)은 제2조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여기에 가입할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규약
및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롭게 그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관리 및 활동에 관하여
정하며 그 계획을 책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공적 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설립신고와 관련한 요건이 형식적인 요
건에 불과할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당국의 실질적 심사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 원칙의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일관하
여 밝히고 있다.9)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 설립을 위하여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는 절차를 통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는
권리는 결사의 자유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노사단
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구성원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제1단계이기 때문이다.10) 따라서 설립신고증
교부와 같은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노동법상 보호의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 자
체는 제87호 협약 위반이 아니다.11) 그리고 그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형식적
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2) 그러나 등록절차가 복잡
하고 오래 걸리거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이 편차가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9) ILO,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5th. ed., 2006(이하 “Digest 2006”), paras.296, 206.
10) ILO, Digest 2006, para. 295.
11) ILO, Digest 2006, para. 306.
12) ILO, Digest 2006, para.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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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이에 의해
노동조합의 설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사전승인 없는 단결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행정당국에 의한 사전승인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13) 그러나 법에서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
항을 정한 것은 그 자체로는 완전히 자유롭게 내부적 룰을 작성할 근로자단체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14)
이러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심사 자체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실질적 심사에 해당할 때에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15)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전적인 심사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클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는 설립신고가 이
루어진 때의 시점에서 규약을 중심으로 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설립
신고 이후의 상황의 변화를 노동조합의 지위 변화와 연계하여 반영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노동조합의 설립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노조법 제2조 제4
호 단서 소정의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이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에 의한 그 시정
조치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조 자격을 직접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조치는 규약이나 결
의 또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노조법 제21조),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
거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그 노동
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현행 법하에
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에서 노조자격이 간접으로 다
투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실무상 미국
과 같이 구제명령으로서 노동조합 해산 명령은 내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16)
13)
14)
15)
16)

ILO, Digest 2006, para. 296.
ILO, Digest 2006, para. 379.
ILO, Digest 1996, paras. 260, 269.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가 해산명령(disestablishment order)을 내린
다. 1935년 와그너법이 제정된 이후 연방대법원은 해산명령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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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지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나.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한 감독 기능의 한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
주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취지가 현행 제도에서는 제대로 구현될 수 없는 방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우선, 제도상의 한계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관한 규정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
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라목과,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주성에 대해서는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형식적으
로 규율하고 있고(제11조), 그 실질적 규율은 법 제2장 노동조합 제3절 노동조
합의 관리(제14조 내지 제27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신
고제도 그 자체에 의해서는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보장
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한 감독기구도 분리되어 있다. 노동
조합의 자주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중심으로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반면,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를 통한 자주
성 확보는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여 관할기관이 이원적으로 되어 있다. 민주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제18조), 규약 및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제21조)과 같이 행정관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제도간 연계성도 부족하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제
도는 모두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심적인 목적이
있으나, 양자가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다. 예컨대 사용자로부터 노동단체가 경
비를 원조받는 상황에 대해서 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제81조 제4호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양자는 제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다. 전자는

(NLRB v. Newport News Shipbuilding & Dry Dock Co.. 308 U.S. 24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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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의해 운용되고, 후자는 노동위원회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양자
사이에 그 기준이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용에 있어서 상호간 협조를
하는 것도 아니다. 즉 동일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독립하여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감독에도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이 비민주적
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할 경우 개별 조합원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나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 조합원에 의한 이의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민주성을 전제로 하여서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설립신고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제
도가 없다.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규약을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여 규약 자체
가 형해화된 경우, 노동조합의 목적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법 제2
조 제4호 마목)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2조 제4
호 다목)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당시와 목적이 달라진 경우 등 노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재사항을 허위기재한 경우 등에 설
립신고 자체를 취소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다. 또한 단체교섭
이나 쟁의행위의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지위가 계속 존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제도적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대한 감독은 설립신고시에 사전적으로 1회에
그치고, 사후적인 감독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개별 조합원 등 이해관계 당사자
의 이의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립신고제도의 실제 운영은 주로
복수노조설립금지와 관련하여 조직대상의 중복에만 심사가 집중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 쟁의조정제도의 취지와 상충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쟁의
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를 노동쟁의조
정제도와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은 단순
히 노동조합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노사쌍방의

164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1호

이해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특히 국가가 노동위원회라는 특별한 쟁의조정
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경제적 견지 내지 공익적 입장에서 노동쟁의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에 한하여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노동쟁의조
정제도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은 분쟁
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이 목적이고, 단순히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되
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노조법 제1조 참조)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설립신고
제도와 노동쟁의조정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이 논리적․정책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17)

2. 제도․상황 변화에 따른 설립신고제도의 한계

가. 제도 변화에 따른 한계
1) 복수노조의 허용
먼저, 2011년 7월 이후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노조법 부칙 제1
조)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제도 변화에 현행 설립신고제도가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노조법 부칙 제5조 소정의 노동
조합 설립 반려사유인 조직대상 중복에 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기존 노조설립신고제도는 사실상 기업별 노조가 복수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심
17)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쟁의조정을 제도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
고 있는 입법례의 전형적인 예는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1949년 구노동조합법 제5조 제2
항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여 제2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 법률 및 노동관계조정법(1946년 법률 제25호)에서 규정한 절차
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조정절차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였으나, 1953년 법 개정에 의해 조정
절차에 관하여서는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노
동조합의 자격과 노동쟁의조정의 관련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
조합에 대한 자격심사가 오히려 노동쟁의의 조기해결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厚生勞働省勞政擔當參事官室,『勞動組合法․勞働關係調整法』, 五訂新
版, 勞務行政, 2006, p.326). 노조설립신고제도의 그밖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영
희,「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와 문제점」,『노동법학』창간호, 1987, 한국노동법학회,
p.6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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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고, 실제로도 조직대상의 중복을
둘러싸고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다.18) 기업별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된 제도
하에서는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 내 질서
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의한 사전의 노조설립 심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내 복수노조의 설립이 자유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
실적 요청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또한 행정관청에 의한 ‘조직대상의 중복’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이 소멸함에 따라 기존 설립신고제도의 현실적 운용의 실질
적 목적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동일한 논리에서 ‘행정관청’을 주체로 한 설립신고제도를 유지할 필요성도
소멸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노조
법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4,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12 참조). 노동
위원회가 교섭대표 선출제도를 관장한다면, 교섭대표 선출과정에서 노동조합
의 지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관청이 노동
조합 지위 판단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둘째,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면 노동조합의 지
위 확인에 있어서 심사의 중점이 조직대상의 중복 확인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인으로 이동하게 된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에 있어서 조합원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분
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교섭대표 선출과정에서 사용자는 끊임없이 협조적인 노동조합을 직접적․간
접적으로 지원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직 등 사용자의 이
익대표자를 특정 노조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고, 특정 노조에 대해 재정
적 기타 원조를 차별적으로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등이 특정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를 용인한다면 노동조합의 핵심적 요소인 자주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 심사는 교섭대표 결정절차와 연동하여 제도를
1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
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8643 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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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조합원 자격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확보는 교섭대표 노조의 공정
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 이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현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역할을 노동위원회로 이관하여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공정대표의무 이행 양자
에 대한 감독기능을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
여, 노조설립신고제도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관리제도도 대폭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제도의 변화
다음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노조법 제24조 참조) 등 노조전임자에 대
한 급여지급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조설립신고제도의 변화도 요구된다. 전임자
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는 규범적 관점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감독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현행 노조설립신고제도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규율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노조 설립 단계에서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
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조
설립 단계에서 이를 체크할 방법은 없다.
현행 설립신고제도는 규약에 의해서만 노동조합 지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
체협약상 전임자 등 노조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과 같이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
후의 상황에는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부당노
동행위제도에 의해 대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를 전제로 하여 ‘사
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해 도모하는 방법으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
급 규율 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도 없다.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
지제도의 진정한 의미의 수규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제도의 변화를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장치로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이승욱) 

167

나. 상황 변화에 따른 문제점
복수노조의 허용, 노조전임자급여지급제도의 변화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
업별 노조의 산별 노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노동조합 간의 합병이나 분할
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에는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절차와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설립신고제도와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
항(11조), 노동조합의 비치서류(14조), 총회 의결사항(제16조), 대의원회(제17
조) 등과 관련한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초
기업별 노조체제에도 부합하면서 자주성․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산별 노조로의 전환 움직임에 따라 사용자단체가 본격적으로 설립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단체에 관한 공적 지위확인제도가
없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제도의 변화, 노조조직률의 저하 경향 속에서 교
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조합 간의 합병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규모
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 과정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등
장하여 노동조합이 분할되는 반대의 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는 노동조합의 합병이나 분할에 대한 절차와 효과가 명확하지 않
고,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와의 연계성도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Ⅳ. 설립신고제도에 갈음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

1. 새로운 제도 모색의 방향
설립신고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복수노조의 허용 등 제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 현행 설립신고제도를 유지한 채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과 현행 제
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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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행정
관청이 복수노조가 경합하는 상황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제도의 변화
에 대응하여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행정관청에 의한 사전의 1회적인 심사에 의해 노동조합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는 제도 보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문
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새로운 제도를 모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결정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사용자
에 의한 지배개입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교섭대표 선출과정에서
는 조합원수가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
대표 선출과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인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여야 하며, 노동조
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한 심사는 1회적인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
으로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은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임과 동시에 존속 요건이라는 원칙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노동위원회,
즉 국가가 노동조합의 내부적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
을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절차 이용의 장점, 즉 해결의 신속
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조합에 대한 지위확인 절차가 노동조합이 법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조합 지위를 둘러싼 다툼을 결정하는 절차가 지연되어 교섭대표 결정이나
부당노동행위구제와 같이 노동조합의 존립 그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조합의 지위확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조합 지위확인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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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제 내지 국가의 개입으로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지위확인 절차를 이용하는 노동단체가 임의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그 제도를 이용할 때
법적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지위확인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노
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제도적 이익을 부여하
지 않는 것에 그쳐야 하고 벌칙의 부과 등 제재가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노동조합 자격의 상시확인제도와 수시확인제도
이상의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보장하고 노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 정의에 부합하는 노동조합에 대
해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등록된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
합확인서를 발급하는 노동조합 지위에 대한 상설적인 확인 제도와, 관련 노동
조합이 노동위원회에서의 각종 절차를 이용할 때마다 노동조합에 대한 자격을
노동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수시확인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가. 노동조합등록제도
노동조합등록제도는 현행 설립신고제도와 유사하게 등록된 노동조합에 대해
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
은 것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현재와 같이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
회로 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등록과 관련한 각종 사무를 처리한다. 노
동위원회에의 등록 여부는 노동조합의 판단에 맡기지만, 등록하지 않은 노동조
합에 대해서는 교섭대표 선출절차 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

170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1호

도록 한다. 신청노동조합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문회의
에서 판정으로 결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행정조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판단
하도록 한다. 심문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 명단에서의 삭제는 당해 노동조합에 의한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의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위원회에 의한 직권 삭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노동관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노동위원회
에 의하여 노동조합 지위에 대한 공적 확인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에 비하여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통일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노동위원회의
다른 절차, 교섭대표선출절차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개별 조합원의 규약 위
반의 고충신청, 공정대표 의무위반신청 등과 연계시켜 유기적으로 제도를 운용
할 수 있는 점, 셋째, 일단 등록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가 계속되고 등록제도가 노동위원회의 다른 절차와 제도적으로는 별도로
운용됨으로써 등록 여부, 즉 노동조합의 지위 확인을 둘러싼 다툼이 교섭대표
선출이나 부당노동행위구제 등 노동위원회의 다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예
방할 수 없는 점, 넷째,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실질적 심
사가 가능한 점, 다섯째, 현행 노조설립신고제도와 운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유
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그밖에
노동조합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수집 등 노동행정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으로써 노동위원회에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점,
상설적인 등록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
구하고 현재와 같은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의 사전심사제도에 비하여
는 제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지위심사제도
이 방안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결정절차 또는 부당노동행위절차 등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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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절차에 참가할 때마다 노동위원회에 의해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인받도록
하는 수시확인제도이다.
이 방안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의 자율에 맡겨 설립 단계에서는
행정기관이나 노동위원회 등의 개입을 하지 않는 대신, 설립된 노동조합이 노
동위원회 등 공적 절차를 이용할 때에는 스스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의 철저화를
기하고 동시에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노동위원회에 의
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행정관청에 갈음하여 전문성을 가진 노동위원회가 노
동조합의 지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노동조합등록제도의 장
점을 공유하면서도 노사관계의 상황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에 대한 계속적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설적인 노동조합등록제도에 비하
여 제도적으로 우월한 측면이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자격심사가 제도
적으로 분리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되어,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가 구현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노동위원회의 각종 절차에 항상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한 심사가 수반되어 절차
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입증이라는 부담이 노동조
합에게 부과됨으로써 노동위원회제도 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에게 새로운 부
담을 줄 수 있는 점의 단점도 있다.

3. 지향하여야 할 방향 : 노동조합등록제도와 지위심사제도의 선택적 활용
노동조합등록제도와 노동조합지위심사제도는 현재의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적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
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노조지위심사제도는 대부분의 노조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될 가
능성이 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각종 규율이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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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각종 절차에 참
여할 때마다 그 지위를 일일이 다시 심사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도
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지위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노조에게 부과된
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그러하다. 노동위원회의 입장에서도 본안사건의 심판
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극히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을 가능성도 있고,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지위를 항상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적 부담을 노동위원회에 주는 측면도 있다.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본이 현행 노동조합의 자격심사제도를 채택한 것은
1949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는 1947년 미국의 태프트
하틀리법에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선출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약 및 관
련 서면, 반공주의자선언서를 NLRB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노동조합의 자격
을 심사하던 것(제9조 (h))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미국이
1959년에 그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는 일본과 같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절차에 관여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그 노동조합의 지위를 심사하도록 하는 입
법례는 주요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19)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직접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노동조합의 속성을 고려하면 일단 노동조합으로서의 지
위가 한 번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
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제도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하
19)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적 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교섭대표 결정과정에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미국),
노동관계위원회(Labour Relations Boards: 캐나다)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인준
(certification)’하는 과정에서 개념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심
사될 수 있다. 즉 교섭대표로서 인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
부, 즉 노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사용자의
지배를 받는 어용노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그다지 많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캐나다에 대해서는 G. Adams, Canadian Labour Law, 2nd ed.,
Canada Law Book, 2008, p.6-39 이하; 미국에 대해서는 Hardin, Higgins, Hexter &
Neighbours, Developing Labor Law, 4th ed., Vol.1, 2001, p.394 이하; Janus, Wagner
& Kearney, The Developing Labor Law, 4th ed., 2004 Cumulative Supplement,
BNA, 2004, p.154 이하 참조). 요컨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일본과 달리 노동위원회
제도를 이용하는 전제로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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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특히 일본에서는 교섭대표선출절차가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때에만 사실상 자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위원회의 자격심사
에 대한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
하여 교섭대표권을 취득한 노동조합의 대표권 유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존재하
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지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노동위원회나 당사자의 행정적․시간적 비용은 막대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될 것이다. 나아가 교섭대표선출절차에 참여한 복
수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일일이 확인할 경우 교섭대표 선출이 지연되어 노사관
계가 불안정해질 위험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등록제도는 일회적으로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지위심사제도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에 일단 등록이 되면
그 이후에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위
원회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요건을 심사하는 현재 제도에 비하여 전
문성을 가진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전문성을 기할 수
도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20)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등록제도는 특히 노동조합의
20) 영국은 독립적인 인준관(Certification Officer)에 의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
을 노동조합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 제1조 이하),
명부에 등재된 노동조합은 인준관에 대해 ‘자주성인준서’(certificate of independence)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자주성인준서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교섭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승인을 위한 절차 등 법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S. Daekin & G. Morris, Labour Law, 4th ed., Hart Publishing, 2005, p.757
이하 참조).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에 상당하는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Australia)에서 노동조합 등록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2009년 공정노동(단체등록)법
(Fair Work(Registered Organisations) Act 2009)). 상세한 것은 A. Stewart, Employment
Law, 2nd ed., The Foundation Press, 2009, p.15 이하. 뉴질랜드에서는 독립적인 노동
조합등록관(Registrar of Unions)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2000년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제13조 내지 제17조). 상세한 것은 P. Kiely, Collective Bargaining,
CCH, 2007, p.1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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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 요건과 관련하여 등록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 지위의 변화
를 수시로 반영할 수 없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등록 여부
의 판단에 노동위원회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때에는 교섭대표 결정과정에서
신설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선출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
다. 특히 현재의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와 비교할 때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
로 바뀔 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사전적인 제약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동일하
게 남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두 제도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체크할 수 있으면서도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에
게 행정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설립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양 제도를 병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선택에 따라 양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
등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원하지 않거나 등록할 시간적 여유
가 없을 때에는 교섭대표 선출이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절차
를 이용할 때에 노동조합지위심사를 함께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조합의 사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노동위
원회 절차 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인 노동조합의 편의를 극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행정의 관점에서도 노동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한 전문적․실질적 심사
의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대표선출절
차, 노조전임자제도의 변화 등 제도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면서 수요자의 편의
와 행정능률 제고, 규제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조합 지위확
인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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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earch of New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Sung-wook Lee
Although the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is originally designed for
the independence and democracy of trade union, due to the inappropriatenes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practices focused on the ban of establishing multiple trade unions, it has
failed to accomplish its purposes. In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change

followed

by

allowing

multiple

trade

unions

established in a company, and efficiency and specialty of managing trade
union registration, it is necessary to fully redesign the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to promote the independence of trade union. This
paper proposes those who want to establish a trade union should have a
choice between the permanent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ad
hoc investigation of trade union status system to confirm the legal status
of trade union.
Keywords :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multiple trade unionism, permanent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the ad hoc investigation of trade
union status, legal status of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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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근로자의 변론권 확보라는
법이론적 관점과 사업장 자체의 분쟁해결 가능성 및 분쟁 대상 명확화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지만,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규율
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근거한 징계절
차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집단적 규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일반
적 절차적 정당성’의 인정에는 소극적이다.
법이론적 타당성과 노사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향후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절차 위반의 효력의 범위와 정
책적 실효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징계해고절차의 입법화의 경험이 있는 영국
을 살펴보았다. 영국은 부당해고제도가 도입된 후 징계해고절차를 판례법리
로 규율하여 오다가, 2004년 ‘3단계 필수절차’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근로
자의 변론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법적 효력과 분쟁해결 효과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폐지하였고, 현재 ACAS 지침을 통한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는 해고절차 위반의
효과 및 기업 내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향후 우리의 제도적 개선방안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핵심용어 : 절차적 정당성, 영국 해고법제, 사업장내 분쟁해결제도,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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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을 시작하며

1. 해고법제에서 해고절차의 지위
흔히 해고를 그 사유에 따라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하 ‘경영상 해고’)로 구분한다. 통상해고는 징계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일신
상의 사유(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불가 등)로 인한 해고이며, 징계
해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
위를 제재하기 위한 해고이다.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근로자 측(근로계약상)
의 사유를 원인으로 해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 측(근로계약관계 외적) 사유에
의한 경영상 해고와 구분된다.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모두「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그 유효성이 판단되는데, 실제
해고분쟁에서는 징계해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징계해고에서는 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상당성 또는 적정성 등이
다투어진다.1)
이 중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하
여져 있으면 그 절차는 징계의 유효요건으로 보지만,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
혐의 사실의 고지, 변명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본다.2) 근기법 제
93조 제11호에서 징계(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징계절차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
로, 판례는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
고 있는 해고절차 규정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를 통하여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구체적 타당성 도모라는 관점에서는 적합할 수 있지만,
1) 이철수․김인재․강성태․김홍영․조용만,『로스쿨노동법』, 법학전문대학원 교재, 로스쿨협
의회, 2010, p.131.
2)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304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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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 대상(집단적 규범)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를 통하여
징계절차의 보편적인 기준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해고의 절차적 제한은 ① 법정(法定)절차와 약정절차 ② 경영상 해고에 의한
해고절차와 기타 해고의 절차 ③ 사용자의 해고 결정 전 절차(이하 사전절차)와
해고 결정 후의 절차(이하 사후절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현행 근기법
은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하 경영
상 해고), 동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동법 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상 해고 절차를 별론으로 하면, 해고에 대한 사전 예
방적 기능을 고려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① 징계해고가 징계처분
의 일종으로 징계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따라 그 결정이 유동적이므로 대상 근
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② 징계절차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감정적
으로 대처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냉각기간으로 작용한다는 점,3) ③ 징계해고의
절차는 해고의 정당사유를 사전에 절차적으로 담보함으로써 사전 안전장치로
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4) 고려한다면, 해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으
로서 징계해고 절차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2. 논의의 대상과 범위
영국은 1970년대 부당해고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징계해고절차를 판례법리로
다루어 왔지만, 2002년 고용법(이하 2002년법)에서 ‘3단계 필수절차’를 도입하
면서 입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 2008년 고용법(이하 2008년
법)에서는 ‘3단계 필수절차’를 폐지하고 ACAS5) 지침(Code of Practice)으로
이를 규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제도적․해석적 논의가 있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와 논의 속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3) 도재형,「징계해고의 절차적 제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p.4 각주 8.
4) 이흥재,「해고의 절차적 제한」,『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03, p.91.
5) ACAS는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의 약어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사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알선․조정․중재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다. ACAS에서 실시하
는 알선․조정 업무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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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업장 내 해고절차 중에서 징계해고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영
상 해고(dismissal by the reason of redundancy6))와 해고이유 서면통지요구권,
해고예고제도는 ‘사업장 내 징계해고절차’가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
는다. 사업장 내 징계해고 절차 중에서 단체협약으로 규율하는 부분 역시 이
글의 대상이 아니다. 노사가 합의한 해고절차는 1996년 고용권법(Employment
Rights Act 1996: 이하 고용권법) 규정의 예외로 ‘해고절차협약’이라고 하여 별
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7)

6) 고용조정(redundancy)은 고용조정을 이유로 한 해고(경영상 해고)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무급휴직, 조업감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7) 해고절차협약은 하나 이상의 자주적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해고절차에
대하여 체결한 서면협약(고용권법 제235조 제1항)을 말한다. 영국의 단체협약은 법적 구
속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① 서면으로 작성되고 ② 해당 합의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
약이 될 것이란 것을 양 당사자가 의도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이하 노조 및 노사관계법) 제179조 제1항). 2002년 통상산업부
에 따르면 대상 단체협약 중 71%가 징계절차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Cully, M. O'Reilly, A. Millward, The 2002 Workplace Employee
Relations Survey, DTI, 2003. p.17). 해고절차협약과 별도로,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역별
내지 산업별로 노사 양 당사자 모두가 해고절차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때에는 부당해고의
절차와 배상기준에 관하여 고용권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용권법 제110조
제3항). 통상산업부 장관은 ① 합의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노동조합이 자주적 노동조합인지
여부 ② 협약 내용의 보편성 ③ 협약이 부당해고의 효력(금전배상)을 정하는 경우에 고용권
법보다 하회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 ④ 협약 내용에 관한 분쟁 발생시 노동법원뿐만 아니라
조정 및 중재 또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해결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동법 제110조 제3항 (a)-(d))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통상산업부 장관의 명령에 따
라 지역별로 별도의 해고협약이 성립한 예로는 북아일랜드(Dismissal Procedures Agreement
Designation 1981 (Revocation) Order (Northern Ireland) 2004), 산업별로 성립한 예로는 전
기산업이 있다(The Dismissal Procedures Agreement Designation (Electrical Contracting
Industry) Order 1991 Revocation Order 2001). 이 협약들은 ‘3단계 필수절차’의 도입으로
2004년과 2001년에 각각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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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고절차에 관한 기준과 판례법리

1. 해고법제에서 해고절차의 지위
영국 해고법제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1971년 노사관계법이다.
이 법은 부당해고를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규율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후 1975년 고용보호법은 해고의 정당성(fairness)을8)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함과 동시에 해고시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후 1978년
고용보호(통합)법은 현행 법령과 같이 복직 및 재고용과 배상이라는 구제방식
의 체계를 갖추었고, 이는 1996년 고용권법(이하 고용권법)에 계승되었다.
현행 고용권법은 제9장 근로계약의 종료(제86조-제93조)에서 해고예고와 해
고이유 서면통지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장 부당해고(제94조-제134조)에
서 부당해고시 근로자의 권리와 해고의 정당성, 금전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과 별도로 법정 고용조정보상금에 대한 청구
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제11장 고용조정보상금 등(제135-제181조)에서 규정
하고 있다.9) 이와 같이 영국의 부당해고제도는 제정법으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
지만, 징계해고절차는 2002년법 제정 전까지는 비법규적 규범인 ACAS 지침
(Code of Practice)에서10) 규정되었다. 징계해고에 관한 ACAS 지침은 1977년
처음 발행되었는데, 이 지침에는 ① 징계위원회의 서면통지 ② 징계대상 특정
③ 진술기회 부여 ④ 제3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⑤ 위원회 개최 및 재심청구권
등의 절차적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었으며,11) 이러한 절차 위반의 효력은 판례
8) 영국의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배상적 구제를 중시하여 Fairness를 공정성으로, unfair dismissal
을 불공정해고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하에서는 우리의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 정당성, 부당해고로 해석한다.
9) 1975년 성차별금지법(제65조 및 제66조), 인종차별금지법(제56조 및 제57조), 장애인차
별금지법(제8조) 등과 1999년 고용관계법 및 노조 및 노사관계법에서도 해고 관련 규정
이 있다.
10) ACAS가 담당하는 기능은 노조 및 노사관계법 제209조 내지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다.
11) 이 지침은 1997년, 2000년과 2004년, 그리고 2009년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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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2. 판례법의 규율

가. No Difference Rule
1970년대 중반 부당해고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법원은 단체협약으로 징계와
해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규정된 효과가 발생함
은 물론이고,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
고할 때 당연히 지켜야 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았다.12)
그러나 British Labour Pump v Byrne 사건(이하 British Labour Pump 사건)
에서13) 법원은 ACAS 지침을 포함한 해고절차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
시하였다.
ACAS 지침 위반이나 합리적인 해고절차의 부재와 같은 절차적 부당성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만약 이러한 절차적 부당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에 해고가 정당한 경우, 즉 해고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는 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때에
는 … 정당한 이유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한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
로(no difference), 사용자가 개연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
British Labour Pump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한 절차의 준수가 해고의 정당성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사유의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보았다. 이와 같은
British Labour Pump 사건의 법원의 법리를 “no difference” rule이라고 하는
데, 1980년대 중반의 판례들은 해고절차에 관하여 이 법리를 적용하였다.

12) Dunning AJ & Sons v Jacomb NIRC [1973] ICR 448: 이 글의 판례는 주로 Industrial
Relations Law Reports, Unfair Dismissal - A Guide to Relevant Case Law(26th),
LexisNexis UK, 2009를 참고하였다.
13) British Labour Pump Co Ltd v Byrne [1979] ICR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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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olkey’ 삭감법
해고절차에 관한 British Labour Pump 사건의 법리는 구(舊)상원 재판부
(House of Lords)의14) Polkey v AE Dayton Services15) 사건(이하 Polkey 사건)
에 의하여 변경된다. 이 사건에서 상원 재판부는 해고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
당해고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British Labour Pump 사건에서와 같이, 사
용자가 합리적인 해고절차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해고사유가 정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의 입증은 단지 구체적인 보충적 손해배상
액에서 반영될 요소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상관없이 순전히 절차적인 문제가 존재할 경우에도 부당하게
되며 … 즉시해고, 의제해고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는 해고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의견 표명을 할 권리가 있다 … 단, 해고가 완전하게
절차적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노동법원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의견 표명을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존재하므
로 여전히 해고되었으리라는 점을 증명하면,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노동법원
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충적 금전배상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Polkey 사건에서 상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변론권이 행
사되지 않은 것 자체로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사유
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당해
고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였
을 것을 입증하면 이를 감안하여 보충적 금전배상액을 조정(감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원 재판부의 입장을 ‘Polkey 삭감법’이라 한다.
Polkey 삭감법은 근로자의 변론권과 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실
제 부당해고 구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전배상에서 감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16) 이후 판례들은 Polkey 삭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충적 금전배상액
14) 영국은 2005년 헌정개혁법이 통과되면서 상원 재판부를 폐지하고 2009년 10월 1일부로
대법원(Supreme Court)체계로 전환되었다.
15) Polkey v AE Dayton Services [1987)] IRLR 503.
16) 금전배상은 ① 기초적 금전배상 ② 보충적 금전배상 ③ 추가적 금전배상으로 구성되는데,
기초적 금전배상은 근로자의 연령, 주급, 근속연수를 고려한 것이며, 보충적 금전배상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보상과 기타 근로자의 지출 및 이익 상실을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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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면 정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부당해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
정된 배상이 극히 소액인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Polkey 사건 이후의 판례의
경향은 크게 감액법과 연기기간 배상법(the length of deferral)으로 구분되었다.
두 방식은 “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과 해고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benefit)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규정한 보충
적 금전배상 규정(고용권법 제123조)의 범위를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차이점을 보였다.17) 이 두 방식의 구체적인 산정법은 다음과
같다.
∙ 감액법18) : 노동법원의 심리 중에 해고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사

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절차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
실, 근로자의 적극적 항변의사 표명, 절차 진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부당한 경우의 보충적 금전배상액에서
사용자에게 귀책 불가능한 비율을 삭감하는 방식.
∙ 연기기간 배상법19) : 노동법원의 심리 중에 해고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고절차로 인하여 해고가 늦춰
질 수 있었던 기간만을 보충적 금전배상액으로 인정하는 방식. 예컨대,
ACAS 지침에 따른 위원회 소집기간이 대략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면, 해
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2주간의 근로관계가 더 존속하게 되므로, 2주분의
임금 상당액을 보충적 금전배상액으로 인정.
감액법에 따르면 보충적 금전배상의 감액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근로자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법원의 재량에 따른다.
반면 연기기간 배상법에 따르면 보충적 금전배상액은 ‘해고절차’의 총 소요기
간 정도에 그치므로, 감액법에 비하여 실제 배상금액은 소액이 될 가능성이 많
이다. 추가적 금전배상은 사용자의 고용회복명령 불이행 또는 차별적 해고에 의한 손해
배상 등 특별한 사용자의 불법에 대한 제한에 대한 것이다.
17) Richard W. Painter, Ann E. M. Holmes, Cases and Materials on Employment
Law(7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258
18) Harvey v Institute of the Motor Industry [1995] IRLR 416; Khanum v IBC Vehicles
Ltd [1997] IRLR 147 등.
19) Clancy v Cannock Chase Technical College [2001] IRLR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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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Polkey 삭감법은 절차적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

구하고, 해고절차를 사업장에서 강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력은 미흡하였다.
Polkey 사건 이후 판례들은 사건에 따라 보충적 금전배상의 인정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었으며, 보다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
판에도 불구하고, Polky 삭감법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보충적 금전배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잣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며, 판결 이후 약 15년간 해고절차에 관한 판례법리로 인정되었다.21)

Ⅲ. ‘3단계 필수절차’의 도입과 문제점

1. ‘3단계 필수절차’의 도입
2001년 통산산업부는 ‘분쟁해결의 방식(Routes to Resolution)’이라는 보고서
에서, ①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고절차 위반에 대한 구제시 배상액 편차가 심하
여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② 노동법원의 담당건수를 줄이
고 분쟁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22) 사업장에서 해고에 대한 기
본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3) 이 보고서에 따라 ‘3단계 필수절차’를 도입하고
고용권법상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2년법이 제
정되었다. 동법은 제1장에서 해고와 징계절차를 제2장에서 분쟁해결절차에 관
20)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사업장별 해고절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10주간의 주급 상당액
을 보충적 금전배상액으로 인정한 사건(Elkouil v. Coney Island Ltd EAT [2002]
IRLR 174)이 있는 반면, 단 1주만을 인정한 사건(Sagoo v Weatherseal Holdings Ltd
EAT [2002] IRLR 125)도 있다.
21) Simon Deakin, Gillian S. Morris, Labour Law, Hart Publishing, 2005, p.496.
22) 이 외에도 2000년 10월 2일부터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의 시행에 따
라 제6조에 규정된 공정절차의 원리의 대사인적 효력 문제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Robin Allen QC, Rachel Crasnow, Anna Beale, Employment Law and Human
Rights(2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108 이하 참조).
23) Tonia Novitz, Paul Skidmore, Fairness at Work - A Critical Analysis of the Employment
Act 1999 and its Treatment of Collective Rights, Hart Publishing, 2001,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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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일인 2004년 10월까지 부수
적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Employment Act 2002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2004)이 제정되
었다.
2002년법이 도입한 사업장 내 징계해고절차는 ACAS 지침을 고려하여 ① 징
계위원회 개최의 서면통지 ② 징계위원회 ③ 이의제기 및 재심의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위
원회 없이 확정적으로 해고를 결정한 뒤 근로자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는 방
식(약식절차)도 인정하였다. 동법에서 규정된 ‘3단계 필수절차’의 세부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통지
사용자가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① 징계의 근거(비위행위)
② 징계위원회 장소와 일시 ③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2002년 법 부칙 제2조). 근로자의 참석이 힘들거나 변론권
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힘든 촉박한 기일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관한 법적 효과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부칙 제2조 제2항
(a)). 근로자에게는 변론권 이외에도 징계위원회에 사용자 측 위원이 아닌 제3
자를 참석시킬 권리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면통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되어야 한다. 또한 징계의 근거(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개최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b)). 징계의 근거에 대한 특정은 대상 근로자
가 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술할 필요는 없지만, 비위행위의 본질
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폭력(fighting), 지휘명령 불복종(insubordination)
또는 부정행위(dishonesty) 등의 ‘포괄적인 용어’로 근로자의 문제 행위가 무엇인
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24) 노동법원은 징계절차의 제1단계인 ‘징계위
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통지’의 취지가 해당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문제 사실을

24) Alexander v Bridgen Enterprises Ltd [2006] IRLR 422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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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법령상 용어인 부적격(incompetence)
및 비위행위(misconduct)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항변을 준비하였다고 한다면 제1단계 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25)

나.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는 서면통지된 장소와 일시에 개최되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근
로자에게 한 징계의 근거에 대한 내용만을 판단하며 이와 관계없는 평소의 근
무태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판단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에는 사용자와
징계대상 근로자 이외에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근로자가 서면으로 사용
자에게 제3자의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제3자가 참여하지 않더
라도 징계위원회는 유효하다(앞의 Draper v Mears Ltd 사건). 징계위원회는 대
상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핵심이므로, 근로자의 변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
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징계 근거에 대한 정당성만을 설명한 징계위원회는 유효
하다고 볼 수 없다(앞의 Alexander v Bridgen Enterprises Ltd 사건). 한편, 징계
위원회가 개최된 후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징계 정도를 결정하고 잠정적인
징계의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동법 부칙 제2조 제4항). 판례는 동법
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결정에 관하여 ‘위원회 후에(after the meeting)’ 통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원회 폐회 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근로
자에게 통지하는 것만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원회 폐회와 동시에 최
종 결정을 구두로 통지하는 것도 ‘위원회 후에’라는 법적 표현 범위 내에 있다
고 보았다.26)

25) Draper v Mears Ltd [2006] IRLR 869 EAT.
26) YMCA Training v Stewart [2007] IRLR 185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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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심
근로자가 결정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일단 근로자가 재심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재심을 개최하고 해당
근로자를 참석시켜야 한다(동법 부칙 제3조 제2항). 재심은 반드시 징계의 효력
이 발생하기 전에 개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동법 부칙 제3조 제4항). 사용
자는 해당 근로자가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동법 부칙 제3조 제3항), 재심 후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변동이 없다 하더
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확정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부칙
제3조 제5항).

라. 약식절차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통보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
취하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즉시해고의27) 경우 징계위원회의 소집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약식절차). 즉시해고에서는 해고예고의무가28) 면제되
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① 해고의 원인이 된 행위 ② 해고를 결정한 근거
③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기재된 서면 또는 사본을
보내면(동법 부칙 제4조) ‘3단계 필수절차’는 준수된 것으로 본다. 이후 근로자
는 서면을 받은 후 사용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동법 부칙 제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은 후 근로자가 재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인 조치를 취한 후(동법 부칙 제5조 제3항), 재심을 개최하고 근로자를 참석시
27) 즉시해고는 “고용 종료의 통지는 다른 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통지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고용권법 제86조 제6항을 근
거로 인정되고 있는데, 판례는 근로자가 심각한 비위행위(gross misconduct)를 저지른
경우에 즉시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04년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약식절
차가 적용되는 즉시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
를 결정하고 ② 근로자의 행위를 인지하자마자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③ 그 상황이 즉시해
고를 충족하고 ④ 사용자가 이와 같이 한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을 때, 약식절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고용권법 제86조 제1항은 ①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주일 이상 ② 계속근
로 기간이 2년 이상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근로 기간 1년마다 1주일 이상 ③ 계속
근로 기간이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12주 이상의 기간을 최저 해고예고 기간으로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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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한다(부칙 제5조 제2항). 재심 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결정을 통보하여
야 한다(동법 부칙 제5조 제4항).
‘3단계 필수절차’는 경영상 해고, 비공인 파업과 대체고용인력의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한편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참여하에서 고충처리절차와 같은 다른 절차에 의해
서 평가받은 때에는 ‘3단계 필수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29)

2. ‘3단계 필수절차’ 위반의 효과와 문제점
2002년 법은 ‘3단계 필수절차’와 함께 ‘근로자의 해고가 동법 부칙 2 제1장
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①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
았으며 ② 절차 위반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자가 법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
기 때문인 경우에 해고는 부당하게 된다(고용권법 제98조A 제1항)’고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앞의 Polkey 사건의 취지를 감안한 것
인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필요하다는 점을 명
시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입법이었다.
절차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도, 보충적 금전배상액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고
려하여 ‘3단계 필수절차’를 위반한 해고에서 보충적 금전배상은 10% 이상 증
액되어야 하며, 재량으로 최고 5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용권법 제
120조 제1항A, 제1항B 참조). 한편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되더라도, 근로자가 법정해고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때에는
보충적 금전배상은 10% 감액하고 재량으로 최대 50%까지 감액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고용권법 제124조A).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의제해고(고용권법 제95조 제1항 (c))의30) 경우, 근로자가 법정고충처리절
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직하고 노동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근로자
29) 예를 들어 동료 근로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동료 근로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신청하였고,
이에 징계대상 근로자가 참석하여 자기 변호를 한 때에는 고충처리절차에서 징계행위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3단계 필수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
30)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용관계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고용관
계를 스스로 종료시킨 후 이를 해고로 다툴 수 있는데, 이를 의제해고(constructive
dismissal)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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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해고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충적 금전
배상액을 10% 감액하고 재량으로 최대 50%까지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용권법 제98조A 제2항은 “제1항에 있어서, 만일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의 해고에 관한 절차를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98조
제4항 (a)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불합리한 행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여31) ‘사용자의 추후 입증’을 통하여 ‘3단계 필수절차’가 준수되지 않
은 경우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을 여지가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대하
여, 법원은 ‘고용권법 제98조A 제2항은 사용자의 추후 입증에 따라 절차를 위
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해석하면서,32) ‘사용자의 추후 입증’이 인정되면 노동법원이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33) 그러나
노동법원의 이러한 입장이 일관되어 하나의 법리가 된 것은 아니다. Software
2000 Ltd v Andrews 사건에서34) 노동항소법원은, 고용권법 제98조A 제2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였어도 해고를 했을 것이라는 사실 증명에 노동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① 노동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절차
위반에 따른 금전배상을 인정하거나 ② 정해진 기간만 고용관계회복명령을 하
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 노동법원의 재량적 판단 사항임을 판시하였다. 그러
나 이후 YMCA Training v Stewart 사건에서35) 노동항소법원은 Software 2000
Ltd v Andrews 사건의 법리에 반대하면서, 사용자의 증명에 노동법원은 귀속
된다고 보았다.

31) 고용권법 제98조 제4항 (a)는 “해고의 정당성이라는 문제의 결정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
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장의 형태나 규모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충분
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대처하였는지에 달려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Kelly-Madden v Manor Surgery [2007] IRLR 17 EAT.
33) Astrid Sanders, “Expanding the ‘No-Difference’ Rule in the Law of Unfair Dismissal,”
Industrial Law Journal(Vol.36, No. 3), Oxford University, 2007 참조.
34) Software 2000 Ltd v Andrews [2007] IRLR 568 EAT.
35) YMCA Training v Stewart [2007] IRLR 185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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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3단계 필수절차’의 폐지와 ACAS를 통한 해결방안

1. ‘3단계 필수절차’의 폐지
‘3단계 필수절차’에 대한 법원의 해석상 혼란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3단계 필수절차’를 통해 얻고자 했던 사업장 내 분쟁해결을 통한 노동법
원의 부담 감소라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영국 정부
는 2007년「Better Dispute Resolution」라는36) 정책보고서에서 ‘3단계 필수절
차’는 적절한 입법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Michael Gibbons가「Better Dispute Resolution」에서 지적
한 ‘3단계 필수절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37)
∙ 조기 분쟁해결이라는 목표에 부적합

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해석상 확립되지 않아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징계해고절차에 대한 노동법원의 소 제기가 오히려 증가하여 조기 분쟁
해결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적합.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 미반영

‘3단계 필수절차’는 징계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시됨.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별도의 징계해고 절차를 모색할 필요
가 있음.
• 법적 강제라는 방식에 따른 부작용

기존의 ‘해고절차협약’에 따라 해고절차를 규율하던 사업장에서도 ‘3단계
필수절차’의 도입으로 해고절차협약을 폐지하고 ‘3단계 필수절차’에 따라 해고
절차를 규정함. 이에 따라 기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3단
36) Michael Gibbons, Better Dispute Resolution - A review of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in Great Britain, DTI, 2007.
37) Michael Gibbons, 위의 보고서,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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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업 규모에 따른 분쟁(영국)
사업장의 근로자수

사용자 조사 통계

노동조합 통계

1～ 24인

29

23

25～ 49인

12

10

50～249인

21

4

250인 이상

38

63

주 : Michael Gibbons 보고서 p.16.

계 필수절차’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분쟁기준의 자치적 설정을 촉진해야 하는 노사관계법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음.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3단계 필수절차’를 폐지하고 비공식적인 채널 등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함과 동시에 사업장 내 분쟁해결을 위해 대체분쟁해결제도를 촉진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법으로 도입된 ‘3단계 필수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ACAS 지침으로 규율하는 것과 부당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예외를 규
정한 고용권법 제98조A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년(고용)
법이 2008년 11월 13일에 제정되었다(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38)

2. ACAS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도입
ACAS 지침은 “(유관기관은) 노사관계 개선의 촉진 또는 노동조합 교육대표
(learning representatives)에 관한 목적으로 적정한 실무가이드(practical guidance)
를 포함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는 노조 및 노사관계법 제199조에 법적 근거
를 두고 있다. 노조 및 노사관계법 제207조는 ACAS 지침의 효력에 대하여 지
침 위반 그 자체로는 어떠한 절차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①
38) 2008년법은 23개 조문으로 구성되는데, 제1조에서 제7조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ACAS를 통한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의 도입)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규정 삭제),
제8조에서 제12조는 최저임금을 강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식의 변경, 제19조는 유럽인
권법원의 소극적 단결권에 관한 Aslef v. UK사건 결정 내용의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
다(제20조 이하는 구체적인 관할권 및 부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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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S에 의하여 발생된 지침은 노동법원이나 CAC(Central Arbitration Committee)
의 증거가 될 수 있고, ②절차적 문제에 관한 지침 규정이 존재하면, 해당 문제
를 결정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규정에 추가하여 2008년 법은 ACAS 등의 지침
위반의 효력에 관한 제207조A를 신설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ACAS 지침
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원이 재량으로 청구에 대한 배상액의 25%
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동조 제2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련
ACAS 지침을 위반한 근로자 역시 청구가 인정되어 청구에 대한 배상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25%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동조 제3항)도 신설하였다.
한편, 2008년 법에 따라 개정된 ACAS 지침은 사안에 따른 사실관계 확정절
차(제5조~제8조), 근로자에 대한 통지(제9조~제10조), 위원회의 개최(제11조~
제12조), 제3자의 동행요구권(제13조~제16조), 사용자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17조~제24조), 재심을 청구할 근로자의 권리(제25조~제28조)로 구성되
었다. 개정 지침의 서문에서는 지침상 기준이 적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
면서도, 노동법원은 ACAS 지침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장 규모 등을 감
안해서 일부 절차는 생략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조).
한편 기간제 계약 만료와 경영상 해고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수
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통상해고)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
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입법 방식의 전반적인 체계는 ‘3단계
필수절차’가 시행되기 전인 2004년 이전의 규율, 즉 Polkey 삭감법의 입장으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39)

3. 향후 징계해고절차에 관한 논의와 전망
2008년 법의 의도는 ‘3단계 필수절차’를 폐지한 후 이를 ACAS 지침으로 규
정하여, 종례의 판례법리에 따른 규율 방식으로 징계해고절차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판례법리 중 Polkey 삭감법을 원

39) Astrid Sanders, “The Minimalist Approach to Minimum Standards of Procedural
Fairness,”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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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하면서도, 보충적 금전배상액의 편차가 커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반영해서 노조 및 노사관계법에서 지침 위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하면서 노동법원에게 총 배상액의 25%까지 증감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향후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이 Polkey 삭감법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
다. Polkey 삭감법은 원칙적으로 해고절차 위반은 부당해고로 보며, 예외적으
로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것을 입증하
면 이를 참작하여 보충적 금전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재의 구조에서는 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절차 준수 의무가 달라진다고 규정한
동지침 제3조에 따라 ACAS 지침의 절차 위반시 이에 대한 노동법원의 판단재
량이 넓다는 점 ②25%의 증감을 규정한 노조 및 노사관계법 제207조A가 사용
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ACAS 지침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별
도의 입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③ 노조 및 노사관계법 제207조A는
배상액의 증감을 노동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④ 고용관계회복명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
등에서 Polkey 삭감법과 차이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노동법원은 향후 ‘no
difference rule’에 의하거나 또는 이전의 판결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할 여지
도 많다.40)
한편, 사업장 내 해고절차를 분쟁해결 수단으로 보아 노동법원의 부담을 덜
어주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은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침의 시행과 더불
어 ACAS는 대체분쟁해결제도로 사전조정서비스(Pre-claim conciliation)를 활
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전에도 노동법원에 소 제기를 한 경우에 노
동법원의 심리 전까지 ACAS의 조정을 의무화하고, 노동법원의 심리 중에도
재량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해서 노동법원의 판결 전까지 조정을 지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고용권법 제13조 제2항A),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
하고 금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 않았었다. 이에 ACAS는 2009
년 4월부터 사전조정서비스를 무상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ACAS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10월까지 약 6개월간 4,000여
40) Astrid Sanders, Part one of the Employment Act 2008, p.4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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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9년 영국의 노동분쟁 처리현황41)
(단위 : %)

유형

사건청구(건)

조정성립

각하

노동법원

부당해고

31,534

51.6

25.8

22.6

임금관련

10,510

35.0

27.2

37.8

근로계약 위반

4,826

35.0

23.3

41.7

고용조정수당

3.028

16.4

23.2

60.3

성차별

5,996

36.3

54.5

9.2

인종차별

2,286

50.1

28.5

21.4

장애인차별

3,528

52.8

34.0

13.3

근로시간

2,613

44.3

29.8

25.9

동일가치임금

5,564

28.8

52.4

18.9

87

43.7

31.0

25.3

최저임금

51

58.8

39.2

2.0

연령차별

1,081

56.2

29.5

14.3

기타

3,773

29.4

27.9

42.7

74,777

42.6

30.7

26.7

근로시간변경

전체

건의 신청 중에서 80% 이상이 노동법원의 판정 전까지 조정으로 해결하였다고
하는데,42)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에 제출한 위의 <표 2>에서도 2009년 노동분
쟁 중 조정을 통한 해결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글을 마치며

절차는 정의의 한 축으로서 실체적 정당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
을 수행한다. 특히 징계해고의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
은 징계처분이 일방적 성격이 되지 않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다.43)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는 징계
41) http://www.eurofound.europa.eu/eiro/studies/tn0910039s/uk0910039q.htm참조(접속일 2010
년 2월 17일).
42) http://www.acas.org.uk/index.aspx?articleid=1461 참조(접속일 2010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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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 정당성과 그 해고결정의 적정성 및 절차상의 정당성에 대해 사법
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으로서 징계해고절차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진술기회의
부여가 변론권의 핵심적인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절차적 규정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는 징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현재 영국의 규제방식과 같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근기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노동부 지침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을 통
하여 가능하다. 향후 판례가 구체적 사건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한다면, 판례를 통한 일반적인 기준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에서는 절차 위반에 대한 해고의 효력이 원직복직보다는 금전배상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핵심내용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도로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절차
를 위반한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금전배상을 원하는 경우에(근기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 위반에 대한 추가적 배상 결정을 가능하도
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금전배상액에 대하여 근기법은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
당액 이상의 금품(동법 제30조 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상당액과 별
도로 ‘그 이상의 금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노동부는 보상
금을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해고의 부당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44) 정당성과 별도로 집단적 규범에 규정된 절차
위반에 대한 추가적 배상을 규정하거나, 앞서 영국의 가이드라인 방식을 고려
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등으로) 설정된 절차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규정하
는 방안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45)
43) 도재형, 앞의 논문, p.78.
44)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설명자료, 2007. 1, p.82.
45) 추가적 배상방식뿐만 아니라 절차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김홍영,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의 금전보상제도 및 이행강제금」,『노동법학』, 제25호, 한국노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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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장 내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의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단순히
사업장 내 절차를 강제하기보다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정 절차를 설정하고
절차 위반의 효과를 명확히 할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나
법원과 같은 유관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분쟁해결제도’의 도입도 분쟁해결의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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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ocedural Fairness of the Dismissal by the
reason of Disciplinary in the United Kingdom
Keun-Ju Kim
Prior to 2004, the handling of breaches of procedure in unfair
dismissal cases was based on case law in UK. The House of Lords
judgement in Polkey case provided that a dismissal could be unfair
purely

on

procedural

grounds.

Employment

Act

2002

introduced

mandatory "three step processes" to be followed in the workplace the
handle disciplinary and dismissal matters raised by an employer. This
legislation is desirable in the respect of the right of employee, following
the public consultation, the Government in UK has decided to repeal
this section, so as to revert to the situation which applied previously
based on the Polkey line of case. In these alternation, there was many
discussion and I think that it will become help in hereafter our
legislation. For example, it is consider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regulate Code of practice in National Labour Relation Commission
without legislation amendment in the legal evaluation of dismissal
process in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hich was introduced with
amendment of Labor Standard Law in 2007.
Keywords : procedural fairness, dismissal Law in UK, dispute resolution in
workplace, dismissal by the reason of discipl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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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노용
진․채창균)

◐ 제9권 제4호(2009년 12월)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김재훈)
▪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
색적 시도(김동원․이규용․권순식․김영
두․진숙경․김윤호)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의
도전과 기회 : 대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
의 의식조사 사례 중심(전 인)
▪ 복수노조 갈등 : 이론과 현실(김태기)
▪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
(少論)(박은정)

▪ 이자율 옵션모델(CIR)의 적용을 통한 산
재보험의 적정 연금 ․ 일시금 수준의 평
가(신종욱․마승렬)
▪ 도시의 산업 특성과 고용 성과(전병유)
▪ 작업장 혁신 담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최
영섭)
▪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이영면․이동진)
▪ 특수고용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의향 : 노동조합, 직무 자발성의 조절작용

탐색(권순식)
▪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분석을 중심으
로(조용만)
▪ 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
트너십: 서구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이 선)
▪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정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