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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al shifts hypothesis states that sectoral reallocation of labor
deman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luctuation of unemployment
rate even in the absence of aggregate shocks. Many studies have
found strong evidence supporting the hypothesis. In those studies,
classical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of the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estimated sectoral shocks have been used to represent
the effect of sectoral shifts on aggregate unemployment rates.
However, it is well known that classical measures of moments are
strongly affected by the presence of outliers. Consequently, the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can be distorted by the presence of a few
outliers.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ce of outliers in the sectoral
shocks estimated from the U.S. industrial data, and tests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alternative robust measures of the dispersion
and skewness. We find strong evidence of the presence of outliers.
However, it turns out that sectoral shifts hypothesis is still strongly
supported when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are used
as a measure of sectoral shifts. We also find that even in the absence
of aggregate shocks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fluctuates
significantly over time due to sectoral sh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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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Sectoral shift is defined as the reallocation of labor demand across industries
holding aggregate labor demand constant. When there is a sectoral shock that
shifts labor demand from a declining industry to an expanding industry, the
former industry lays off workers, and those workers will go through a job
search process to find new jobs in the expanding industry. Because of the time
associated with the search process, sectoral shift is expected to raise the
aggregate unemployment rate. This is called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The seminal paper by Lilien (1982) presents a very simple and intuitive
example that demonstrate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layoff rate
and dispersion of the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Since Lilien (1982), a
large number of studies on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employ the classical
measure of cross-sectional dispersion of sectoral shocks to represent the effect
of sectoral shifts of labor demand on aggregate unemployment rates. In a
recent paper, Byun and Hwang (2006) argue that classical measure of
dispersion alone is not enough for capturing sectoral shifts of labor demand,
and that in addition to dispersion, classical measure of skewness also should
be used when testing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They empirically show that,
when measured by dispersion and skewness, sectoral shif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ggregate unemployment rate.
It is well known that classical measures of moments are very sensitive to
the presence of outliers. Consequently, tests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the estimates of classical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may be
distorted by outliers in the estimates of sectoral shocks. By applying various
methods of detecting outliers on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estimated from the U.S. industrial employment data, we find strong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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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resence of outliers for a large number of periods.
We then compute various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of the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and use them in place of classical measures to
test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Robust measure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classical measures in terms of their magnitude. However, the use of robust
measures does not alter the result of testing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All
robust measures of sectoral shifts strongly support the hypothesis. The only
exception is the case where medcouple is used as a robust measure of
skewness. However, the medcouple, in the way it is constructed, is less likely
to properly reflect any changes in the tail part of distribution and hence is not
a good measure for detecting changes in skewness.
This chapt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section II, we present a brief
literature review regarding sectoral shifts hypothesis and the main objectives of
this paper. In section III, we discuss classical and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and deals with outlier detection methods. Section IV
explains empirical models of testing sectoral shifts hypothesis. In section Ⅴ,
empirical results from detection of outliers and test of sectoral shift hypothesis
are presented, and the conclusion follows in section VI.

Ⅱ. Literature Review and Main Objectives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of Lilien (1982) asserts that labor reallocation
resulting from compositional shifts in the structure of labor demand across
industries can generate significant fluctuations in aggregate unemployment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fluctuations in aggregate demand. Based on his
simple and intuitive example, Lilien approximates aggregate layoffs resulting
from the sectoral shifts of labor demand by a linear function of the mean and
dispersion of employment growth rates across industries. His empirical results

4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2호

show that the sectoral reallocation indee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ggregate unemployment rate with a substantive magnitude.
However, Abraham and Katz (1984) argue that all aggregate shocks on
employment growth rates must be "purged" in the estimation of the dispersion
measure. Their empirical results contradict Lilien's results: when aggregate
shocks are eliminated according to their method, their measure of dispersion
has no significant long-run effect on the unemployment rate. However, many
studies have criticized their method for the tendency of 'over-purging2)'.
Since Lilien (1982) and Abraham and Katz (1984), all past studies have
accepted the dispersion of sectoral shocks as a suitable measure of sectoral
shifts and focused on how to purge aggregate shocks. These work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Lilien type and Abraham and Katz type depending
on their purging method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ast studies have
differed due to the difference in purging methods, and debates on sectoral
shifts hypothesis have lasted until Byun and Hwang (2006). In their paper,
Byun and Hwang (2006) argue that dispersion measure alone is not enough to
adequately capture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on aggregate unemployment rate. They empirically show that skewness
measure in addition to the dispersion measur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ggregate unemployment in both types of models. They also show
that sectoral shifts hypothesis is strongly supported in both types of models
regardless of the choice of purging methods. Since their work,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how to incorporate an important aspect of the nature of
sectoral shocks: their asymmetry.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macroeconomic
issues. The hypothesis suggests a limited effectiveness of aggregate demand
management policy in moderating unemployment fluctuations because a
2) When 'over-purging' is applied on sectoral employment growth rates, parts of sectoral
shocks are removed as well as aggregate shocks. Thus, Abraham and Katz's method
tends to under-estimate sectoral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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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portion of the unemployment is independent of aggregate demand
shocks. The hypothesis also suggests a caution in the specification of the
Phillips curve. As Rissman (1993) points out, unemployment from sectoral
reallocation of labor demand affects the wage inflation process differently from
the cyclical unemployment, and the unemployment rate is not an accurate
measure of general labor market conditions when there is a sectoral
reallocation. Therefore, changes in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from
sectoral reallocation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mputation of the
unemployment gap as a measure of inflationary pressure in the study of the
Phillips curve.
In more recent studies, Rissman (2003), Groshen and Potter (2003), Aaronson
et al.(2004), and Groshen et al.(2004) investigate the role of sectoral shifts of
labor demand in explaining the differences of employment growth trends
following the end of recessions, in particular, the jobless recovery after the
2001 recession3). Recent studies also employ the sectoral shifts as a research
tool for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Basu and Fernald (2009) recognize the
possibility that sectoral reallocation of labor from shrinking sectors such as
housing-related sectors and financial sector may cause potential output growth
to slow down temporarily and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to hike up.
As Phelps (2008) has outlined, Based on sectoral imbalance interpretation,
Valletta and Cleary (2008) examine current increase in unemployment. They
find that sectoral imbalance caused by excessive expansion of some particular
sectors is at the bottom of the current U.S. economic downturn, and this might
3) The idea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has also been used in recent studies to
introduce persistent unemployment in the real business cycle model(Mikhail,
Eberwein and Handa (2003)), to study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reallocation
shocks in European countries (Panagiotidis, Pelloni and Polasek (2003)), to examin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n relation to state-level labor market conditions(Wall
and Zoega (2004)),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sectoral shifts and employment
specialization on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with which unemployed workers are
matched to available job vacancies in regional labor markets in the UK (Robs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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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 substantial movement of labor across industries.
In summary,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has provided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unemployment fluctuation since the seminal work of Lilien
(1982). As Byun and Hwang (2006) argue, sectoral shifts of labor demand
across industries can be adequately measured by dispersion and skewness of
the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regardless of the purging methods. However,
one criticism regarding this approach is that classical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which have adopted in all previous studies, might be distorted
due to the presence of outliers in the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In
response to this criticism, this paper aims to re-test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using various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s in a
setting that resembles the original work of Lilien (1982).

Ⅲ.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An outlier is a sample value that lies an abnormal distance from the majority
of the sample. Outliers can be caused by gross error such as mistakes in
computation or choices of wrong model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analysts must remove all outliers before further analysis of the data because
they may be correct. Therefore, analysts can do better by down-weighting
outliers rather than just discarding them. In this section, We present alternative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and discuss their properties.
Two most commonly used robust alternatives to the classical dispersion
measure are based on the interquartile range and the median absolute deviation
(  ). Let     ⋯   be a random sample of size  , and let  
be the  quantile of  . The dispersion measure based on the interquar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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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is defined by
        

where      and       ≈  . The normalization factor
 is to make  comparable to the classical standard deviation  when the

sample is from a normal     4). It should be noted that  does not
reflect any information from outside of two quartiles. Therefore, its breakdown
point is 25%5).
The  is the median of the absolute distances between each data point
and overall median of the data set, and the dispersion measure based on the
 is then defined as
        

where the normalization factor     ≈  is to make  
comparable to  . The  has the best possible breakdown point of 50%.
The  statistic implicitly assumes a symmetric distribution as it
measures the distance from a measure of central location (the median).
Rousseeuw and Croux (1993) proposed two new statistics,   and   , as
alternatives to the  statistic. The dispersion measure based on   is
defined by
          

where the outer median,

 ,

is the median of



medians of

      ⋯ . The correction factor     is to reduce the
small sample bias in the estimation of the standard deviation. The   statistic
has a breakdown point of 50% and has better normal efficiency than the
4) If  is distributed as a normal     , then     and    ,
where      .
5) The breakdown point of an estimator is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arbitrarily large
observations an estimator can handle before giving an arbitrarily larg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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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dispersion measure based on   is defined by
             




 


      

where     and    is the integer part of  . This estimator is
a constant times the  order statistic of the    distances between
data points and has a breakdown point of 50%. It also has a significantly better
normal efficiency than the   and  , and does not depend on symmetry.
One of the robust measures of skewness is Hinkley’s (1975) generalization
of Bowley’s (1920) coefficient of skewness, which is defined by
              
         
              

It takes a value in the interval     and has breakpoint of 12.5% when
octile skewness(    ) is used.6).
Hinkley’s measure requires a choice of  and the measure may be sensitive
to a particular choice. Furthermore, this measure is insensitive to the
distribution in the tails outside the chosen quantiles. The skewness measure
proposed by Groeneveld and Meeden (1984) overcomes this problem by taking
probability-weighted averages of the numerator and denominator terms in
Hinkley’s measure. It is defined by


 















                    
                    

6) Aucremenne et al. (2004) used the de-standardized versions of Hinkley's measure in
their study of inflation rate, i.e., they used only the numerator term of the Hinkley's
measure with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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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akes a zero value for a symmetric distribution and a value in the interval
    7).

Brys et al. (2003) introduced the medcouple (  ) as a robust measure of
skewness. Let the sample be sorted in ascending order:   ≤   ≤ ⋯ ≤   .
The medcouple is defined by
     ≤   ≤       

where the kernel function is defined as8)
            
       
            

for all  ≤   ≤  . Since the value of the kernel function lies in the
interval   for all  ≤   ≤  ,   takes a value in   . Note
that the kernel function is the same as Hinkley’s measure of skewness except
that   and     are replaced by order statistics  and  . The  
has breakdown point of 25%.
Hosking (1990) introduced L-moments which are summary statistics for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data samples. They provide measures of location,
dispersion, skewness, kurtosis, and other aspects of the shape of probability
distributions or data samples. They are particularly useful in identifying skewed
distributions and their estimators are quite robust to the presence of outliers in
the data.
L-moments are defined as a linear function of the expected order statistics


 
            
  

  







   ⋯

7) Note that the denominator of  can be considered as a measure of dispersion. If
the denominator term is replaced with the classical dispersion measure, it becomes
Pearson's coeffifients of skewness     .
8) In the special case of      , the kernel function    takes a
value   if   , 0 if   , a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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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s the expectation of the   order statistic in a sample of size
 drawn from the distribution of   . These moments can also be expressed

as linear functions of the weighted probability moments introduced by
Greenwood et al. (1979)


 
               
  


  









   ⋯

where   is the probability weighted moment
 

        


We will use   as a robust measure of dispersion:
         

Hosking (1990) shows that L-moment ratios            ⋯ are bounded
in   , and proposes to use  as a measure of skewness. We will follow
his suggestion and use
       

as a robust measure of skewness. Note that this is dimensionless quantities,
independent of the units of measurement of the data.
L-moments and L-moment ratios can be estimated from the estimators  of
the probability weighted moments   ,
 
  

    



     ⋯   
 
  

     ⋯    
    



where  is the   order statistic of a sample sorted in ascending order.
As mentioned earlier, we need to identify outliers in estimated sectoral
shocks. We will adopt various methods of detecting outliers comm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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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ous Outlier Identifiers
Identifiers
Boxplot
Identifier
Tuckey(1971)

VH Identifier
Vandervieren
& Hubert(2004)
Carling
Identifier
Carling(2000)
Hampel
Identifier
Davies &
Gather(1993)
RRT
Identifier
Rousseeuw et
al.(1999)

formula

characteristics
y

       

y

  

Uses 1st and 3rd quartiles as
reference points
tends to classify too many
data points as outliers when
the distribution is skewed

          y uses medcouple to determine
 

  

   

 

y

the length of whiskers
gives better identification when
the distribution is skewed

y

uses median instead of quartiles

y

uses MAD dispersion estimator
for whisker

y

adopts different whisker lengths
depending on the degree of
skewness

  

       
    

       
    
     
     
    

suggested in the literature,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summarized in
<Table 1>.

Ⅳ. Specification of Empirical Models

Empirical estimation and tests of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involve
specification of three equations: (i) the unemployment rate equation from
which the significance of the sectoral shifts variables are tested and the natural
rates of unemployment are computed, (ii) the monetary equation from which
the anticipated and unanticipated aggregate monetary shocks are estimated, an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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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urging equation from which the sectoral shifts variables are estimated
after purging the cyclical effects. The model tested in this paper is a
comprehensive version of the model in Lilien (1982) and its variations. It might
be possible to extend the equation (ii) to reflect advances in measuring
monetary shocks. However,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robust dispersion and skewness measures in an econometric
approach as akin as possible to those of Lilien (1982). Therefore, we adopt the
same econometric methodology for the equation (ii) as in Lilien (1982).
The unemployment rate equation is specified as


     



 

 

 





  

 







  

 









  

 





 

(1)
where  is the aggregate rate of unemployment,  and  are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of sectoral shocks, respectively.  is the
estimate of unanticipated monetary aggregate shocks and  is assumed to be
an i.i.d. disturbance term with a zero mean and a finite variance.
The monetary equation is a quarterly version of Barro’s (1977) equation


   

  

 









  

 









  

 





(2)

 

where            is the growth rate of   .  

is the real

fed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excess of its normal level as defined in Barro
(1977 and 1991), and          . The unanticipated aggregate
monetary shock  is estimated by the residual term in equation (2).
Sectoral shocks are estimated from the net hiring rates  of industry 
in time  after ‘purging’ aggregate monetary effects in  . The purging
equation is specified a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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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s the aggregate net hiring rate, and  is the anticipated money
  from equation (2).   is
growth rate which is the estimated mean 

assumed to be an i.i.d. random disturbance term. The lagged dependent
variable is included partly for the autoregressive nature of the net hiring rate
and partly for consistency with the aggregate unemployment rate equation in
(1), which includes lagged unemployment rates as regressors. Note that the
restrictions       and    are strongly rejected individually for
most industries and strongly rejected jointly for all industries.
The dispersion and skewness measures that represent the sectoral shifts of
 
  , where 

labor demand are computed from normalized residuals,  ≡ 

is an estimate of the scale parameter for industry  that does not change over








    
time, and is given by 




. This normalizations are used in many

previous researches including Abraham and Katz (1984), Loungani (1986) and
Byun and Hwang (2006). As pointed out by Byun and Hwang (2006), the
normalization by the scale parameter is equivalent to the assumption of cross
sectional heteroscedasticity in the sectoral shock,          , and the
dispersion measure captures only the time varying component  , of the
standard deviation. The classical measure of dispersion that has been used in



past studies is specified as 
    

  where   is the employment share


of industry  in period  .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classical measure of
  
 
  , which is assumed to
dispersion of the transformed variable   ≡ 

have a zero mean. The computation of classical measures of skewness, the
computation of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and outlier
detections are all based on this transformed vari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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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mpirical Results

Seasonally adjusted numbers of employees series of all industries are taken
from the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of nonfarm payroll records
from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 order to obtain a longer sample period
which covers the study of Lilien, this chapter uses a 30-industry classification
based on the 1987 SICS code with a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9). It covers the first quarter of 1955 through the first
quarter of 200310). Other quarterly data series such as unemployment rate and
M1 money stock series are drawn mainly from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the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RED) and various issues of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Table 2> above show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variables used
in empirical analysis. Aggregate employment has grown by 0.50% every
quarter on average for the sample period of the first quarter of 1955 through
9) Nonfarm 30-industry classification includes mining and logging;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public utilities; wholesale trade; retail trade; 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 services;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20 detailed manufacturing sectors which contains lumber and wood products,;
furniture and fixtures; stone, clay, and glass products; primary metal industries;
fabricated metal products;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ransportation equipment; instruments and related products;
miscellaneous manufacturing industries; food and kindred products; tobacco
products; textile mill products; apparel and other textile products; paper and allied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chemicals and allied products; petroleum and coal
products; rubber and miscellaneous plastics products; and leather and leather
products.
10) With the release of May 2003 data, the CES Nonfarm Payroll series underwent a
complete industry reclassification. Historical time series have a short time span
back to only 1990. In order to cover the sample period of Lilien, this paper draws
data based on the SICS classification which dates back farther and is available
through the first quarter o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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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ic Statistics
variable

mean

s.d.

variable

0.50

0.60

Retail trade
Finance, insurance

0.65

0.47

mining

-0.17

3.00

Services

1.00

0.43

construction

0.45

1.69

Federal
government

0.11

1.83

total employment
growth
sectoral emp. growth

mean

s.d.

0.59

0.59

Lumber, wood

-0.01

2.04

State government

0.76

0.66

Furniture, fixtures

0.19

1.79

Local government

0.71

0.55

Stone, clay, glass

0.01

1.47

Primary metal

-0.38

3.52

Unemployment rate
(UR)

5.83

1.48

Fabricated metal

0.08

1.67

Money growth (DM)

1.17

1.13

0.12

1.86

Gov. expenditure
(FEDV)

3.63

2.17

1.86

Industrial machinery
Electric, electronic eq.

0.15

Transportation eq.

-0.05

2.46

Instruments

0.19

1.37

Dispersion

Misc. manufacturing

-0.03

1.31



0.940

0.335

Food

-0.04

0.52

 

0.508

0.203

Tobacco

-0.57

2.19



0.488

0.196

Textile mill

-0.48

1.46

 

0.538

0.210

Apparel, other textile

-0.45

1.45

 

0.663

0.246

Paper

0.06

0.89



0.463

0.155



0.029

1.615

-0.11
4
-0.00
5
-0.01
1
-0.00
1

0.246

Printing, publishing

0.28

0.66

Chemicals

0.15

0.71

Petroleum, coal

-0.33

2.41

Skewness

Rubber, plastics

0.46

1.98

 

Leather

-1.03

1.71



Transportation,
utilities

0.26

0.93



Wholesale trade

0.43

0.60



0.232
0.209
0.204

Note : 1) Growth rates are computed by log difference multiplied by 100.
2) See footnote 9 for full industry names, and section III for the names
and properti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measures.

the first quarter of 2003. However, sectoral employment growth varies industry
by industry. Employment of 11 sectors out of 30 have declined on average and
quarterly employment growth rates range from -1.03% of leather and leather
product sector to 1.00% of service sector. On average for the sample period,

16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2호

about 2.4 million workers found new jobs while 0.7 million workers lost their
jobs annually. Roughly estimating, this means that about 3.1 million workers
were relocated among sectors every year, and accounts for more than 3.5% of
total employment. This allows us to speculate tha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labor reallocation among sectors.

1. Outlier Detection
The purging equation (3) is estimated, and the quartiles of the cross sectional
values of   are computed for each period to be used in outlier detection. The
number of periods in which outliers are identified by the methods in <Table
1> are presented in [Figure 1]. All identifiers indicate the presence of outliers.
The mode of number of outliers in each period varies across identifiers,
[Fig. 1] Distribution of Number of Outliers

Note : Horizontal axis represents number of outliers out of 30 industries detected by
each identifier, and vertical axis represents the number of periods with
corresponding number of outliers out of 180 periods. The result of Carling
Identifier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Hampel Identifier, and is not reprt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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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ig. 2] Degree of Outlying
2

Boxplot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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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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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70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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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70

1980

1990

2000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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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

VH
1
0
-1
-2

1960

2

Hampel 3
1
0
-1
-2

1960

2

RRT 4
1
0
-1
-2

1960

Note : Thin and bold lines represent upper, lower whisker and median of residuals,
respectively. Asterisks represent maximum or minimum outliers of each period, if
they exist.

ranging from 3 to 5 out of 30 industries. The proportion of periods in which
the actual number of outliers is greater than the mode ranges from 31% to
52%. Based on this, we conclude that there exist outliers in the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We are also concerned about the extent to which each outlier deviat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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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kers because a few outliers with a significant degree of deviation can
distort the computation of classical measures. [Figure 2] shows maximum and
minimum outliers, if they exist, for each identifier over the sample period. The
average distance of maximum (minimum) outliers from the median is almost
three times the distance of upper (lower) whisker from the median. This shows
that the degree of outlying is quite consequential. From [Figure 1] and [Figure
2], we conclude that outliers do exist and the degree of outlying is
considerable. This casts concerns on the estimated dispersion and skewness by
classical method.

2. Robust Measure of Dispersion and Skewness
Classical and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of sectoral shocks are depicted
in [Figures 3]. The upper panel shows a classical measure of dispersion and
[Fig. 3] Classical and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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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HP filtered series. The dispersion of sectoral shocks has been declining
since mid 1970s, but showed a sharp increase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In order to visually compare the trends of robust measures, we draw
HP filtered robust measures rather than actual measures of dispersion in the
lower panel11). Even though the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re smaller than
the classical measure, they show trends similar to that of the classical measure.
[Figure 4] shows classical measure of skewness, its HP-filtered series and
HP-filtered12) robust measures of skewness. We also find that robust measures
[Fig. 4] Classical and Robust Measures of Skewness
5
Classical

4

Classical-HP

3
2
1
0
-1
-2
-3
-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5
skh

Classical

4

skgm

skmc

sklm

3
2
1
0
-1
-2
-3
-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11) HP-filtered series are used only for visual comparisons. Regressions in the latter
part of the paper use actual values of robust measures.
12) We also use the LOESS method of smoothing to check the robustness of our observations
to the choice of smoothing methods. The LOESS method employs the concept of iterated
weighted least squares, a technique of robust estimation (Beaton and Tukey(1974);
Andrews(1974)). The result is in accordance with HP filtering cases and available upon
request. See Cleveland(1993, 1994) for a detailed explanation on LOESS method.

20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2호

of skewness are much smaller than the classical measure. This is because the
robust measures, by their definition, are set to lie between -1 and 1.
Accordingly, their variation over time is much smaller.
To easily compare the trend over time of these measures, in [Figure 4] we
rescale the robust measures of skewness by multiplying a constant so that they
have the same variance as the classical measure. Classical measure of skewness
varies over time with the variation intensified in the latter half of the sample
period. Among robust measures of skewness, we find that  and  show
trends similar to that of the classical measure. Even though  is much
smaller than other robust measures of skewness, it also shows trends similar
to the classical measure13). On the other hand,   shows no signs of
intensifying fluctuations in the second half of the sample period. As mentioned
earlier,   is quite robust to the presence of outliers, with a breakdown point
of 25%. However, this implies that   is incapable of detecting small
meaningful changes in skewness.
Based on [Figure 3] and [Figure 4], we conclude that though actual values
of robust measure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classical measure, they
show trends over time quite similar to that of classical measure. In the
following section, we will test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using differen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sectoral
shifts on the fluctuation of unemployment rate.

3.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In this section, the unemployment rate equation (1) is estimated and the
long-run effects of sectoral shifts are tested using robust measures along with

13) We use octile skewness  in our analysis, which has breakdown point of
12.5%. This measure is more capable of detecting small changes in skewness t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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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al measure. <Table 3> presents the  -value from the test of zero
long-run effect of dispersion and skewness on aggregate unemployment rates.
Note that the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is the joint test of long-run effect
of dispersion and skewness, which is represented under the column of ‘  & ’.
<Table 3>  -values from Tests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dispersion
measure

skewness
measure



sk

 & sk

CLS

CLS

0.009

0.003

0.000





0.002

0.004

0.001



0.005

0.007

0.001



0.011

0.284

0.026



0.006

0.004

0.001



0.005

0.007

0.002



0.012

0.008

0.003



0.028

0.370

0.068



0.014

0.004

0.002



0.015

0.005

0.003



0.035

0.008

0.004



0.053

0.275

0.091



0.039

0.005

0.003



0.014

0.005

0.002



0.027

0.009

0.003



0.038

0.226

0.057



0.029

0.007

0.003



0.007

0.007

0.001



0.006

0.008

0.001



0.008

0.091

0.008



0.006

0.010

0.001









Note : Numbers are  -values from testing zero long-run effects of dispersion
skewness. CLS stands for the classical measure. The columns under 
 represent individual test of long run zero effect of dispersion
skewness, respectively. The column under  &  corresponds to joint
of zero long run effect of dispersion and skewness.

and
and
a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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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unemployment rate, the dispersion measure has a positive effect and
the skewness measure has a negative effect. As the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becomes more dispersed and more negatively skewed, the aggregate
unemployment rate increases. This perfectly coincides with basic intuition of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that increased labor reallocation among industries
raises unemployment rate.
In the case of classical measures, the hypothesis that the dispersion and
skewness measures of sectoral shocks have zero long-run effects is strongly
rejected individually as well as jointly. Thus, sectoral shifts of labor deman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ggregate unemployment rate.
When robust measures are used, the null hypothesis of zero long run effects
are jointly rejected at a 5% significance level in most of the cases. However,
when   , Brys et al.(2003)'s robust measure of skewness based on
medcouple, is used with other dispersion measures such as     or  ,
the  -value of the joint tests is higher than 0.05. Looking at the individual
 -valu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re all

significant with the highest  -value of 0.053 and measures of skewness are
also significant except   . This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 high
 -values of the joint tests with   are contributable to the insignificance of
  . This stems from the property that   is most unlikely to reflect the

information from the tail part of distribution. However, note that in all cases
we reject the zero long run joint effect of dispersion and skewness at a 
significance level.

4. Natural Rates of Unemployment
In this section, we will quantify the effect of sectoral shifts on
unemployment rate(UR).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section, classical and
robust measures are different in their scales. Thus, it is not possible to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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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 the size of the coefficients. One way of quantifying the effect of
sectoral shifts on UR is to compute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NRU)
defined as the rates that would have been observed if all monetary shocks and
the disturbance terms had been zero by Lilien (1982). In each panel of [Figure
5], we fix the robust measure of skewness at     and  , respectively,
and compute the NRU with various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14). In
[Fig. 5]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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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e case of  is quite similar to  and is not reported here due to limite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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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I)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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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e do the opposite.
Using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does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s in the NRU compared to the case of classical measures.
One noticeable change is that the NRU tracks the actual UR more closely
during the 1974-1980 period when robust measures are used. In order to
quantify any differences in the NRUs, we report   from the regres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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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UR on a constant and each NRU in <Table 4>. As observed in [Figure
5] and [Figure 6],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 across different
choices of classical and robust measures. Thus, the proportion of the variation
in the actual UR explained by the variation of the NRU is quite similar
regardless of the choice of sectoral shifts measures.
Another difference we observe is that the NRU is relatively flat during the
1997-2002 period when   is used. However, we do not see this when other
measures of skewness are used. As mentioned earlier, we believe that the
difference stems from the property that   is least likely to capture small
changes in the tail part of sectoral shock distribution.
To measure the association between UR and NRU in a different way, we
modify Kendall’s  and report its values in <Table 5>. The modified Kendall’s

 15) measures the strength of the tendency of UR and NRU to move in the
same direction over two adjacent periods. A cursory inspection of the table
reveals that modified Kendall’s  is greater than 1/3 in most cases, which
means that UR and NRU are twice as likely to be concordant than discordant.
Thus, UR and NRU generally move in the same direction, which confirms
<Table 4>   Linear Association between UR & NRU
skewness










0.68

0.64

0.59

0.63



0.61

0.56

0.49

0.55



0.57

0.53

0.49

0.52



0.58

0.56

0.51

0.56



0.64

0.64

0.61

0.63

CLS
CLS

dispersion

0.60

15) See Appendix for details about the modification we made on the original Kenda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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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dified Kendall’s  between Actual and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skewness










0.50

0.46

0.38

0.42



0.39

0.34

0.33

0.37



0.38

0.37

0.26

0.32



0.35

0.38

0.34

0.39



0.46

0.41

0.34

0.43

CLS
CLS

dispersion

0.37

again the results in <Table 4>.
In this section,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ectoral shifts on UR using
various robust measures. The most important observation in this exercise is that
49-68% of total variation in UR can be explained by NRU. This implies that
almost 2/3 of the variation in UR is due to sectoral shifts of labor demand.
Therefore, even in the absence of aggregate shocks, UR fluctuates over time
because of sectoral shifts of labor demand across industries.

VI. Conclusion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has important macroeconomic implications.
For example, if the hypothesis is true, and if the effects of the sectoral shifts
are sufficiently large, conventional aggregate demand management policies will
have a limited effect on moderating UR fluctuations. As we have seen, NRU
is fluctuating over time more than it was known to be. This finding implies
that an analysis of the inflation process must take into account the effects of
sectoral reallocation on NRU when measuring inflationary pressure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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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tion of UR from NRU.
Lilien (1982) empirically shows that the unemployment rate varies over time
due to sectoral shocks even in the absence of aggregate shocks and that its
level depends on the size of aggregate layoffs, which is determined by the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Lilien’ dispersion measure of sectoral shifts of
labor demand represents the effect of the changes in the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on aggregate layoff rates. In a recent paper,
Byun and Hwang (2006) showed that the classical measure of skewness of the
distribution should also be used as an additional measure of sectoral shifts, and
that sectoral shift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ggregate unemployment

rate. However, classical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are known to be
quite sensitive to the presence of outliers, and consequently, it is the main
concern of the paper that tests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the
estimates of classical measures in previous studies may be distorted by the
presence of outliers in the estimates of sectoral shocks.
In this paper, we find strong evidence for the presence of outliers in the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Based on the evidence, we also compute various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of the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Those computed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classical measures in terms of their magnitude and
trends over time. However, it turns out that they all support the sectoral shifts
hypothesis. It implies that sectoral shifts measured by dispersion and skewness
of the distribution of sectoral shock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determination of unemployment rate even without the presence of aggregate
shocks. Based on the inspection of NRU, we find that a significant portion in
UR fluctuation can be explained by sectoral shifts of labor demand in the
post-war U.S. economy.
Finally, we are fully aware that a future version of this paper must take into
account some econometric methodological advances. For examp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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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ry shock can be measured by various VAR models such as Christiano
et al. (1996). We may also adopt a more advanced version of UR equation.
However,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test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 in a setting which is as
akin as possible to the original one in Lilien (1982). Therefore, we would like
to keep the current model intact for now to serve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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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Modified Kendall’s 

The original Kendall’s  measures strength of association of two rankings.
Suppose we have pairs of bivariate observations       and       with
      ⋯   . A pair is concordant (discordant) if       and
      have the same (opposite) sign. Kendall’s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concordant pairs and the discordant pairs divided
by total number of pairs     . In the original Kendall’s  , concordance
and discordance are measured for all possible pairs. However, for our analysis,
it is more relevant to measure the concordance and discordance of adjacent
pairs only because we are interested in the changes of  and  over two
consecutive periods. Thus, we modify Kendall’s  as
 

 







            



         

where     if    ,     if    and     if    .
      is total number of pairs, and   and   are numbers of tied

pairs in group  and  , respectively. Thus, our modified Kendall’s 
measures the strength of tendency of  and  to change in the same direction
over two adjacent periods. The modified Kendall’s  has simple interpretation.
For example, with    , two sets of observations       and
          are twice as likely to be concordant than discordant. More

generally, in a population with Kendall correlation coefficient  , the odds ratio
of the concordant to discordant observations equ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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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강건왜도 및 강건분산을 이용한 부문간
노동이동가설의 검증
변양규․전주영
‘부문간 노동이동 가설(Sectoral Shifts Hypothesis)’에 의하면 경제 전체에 대한
충격이 없는 경우라도 산업간 노동이동에 의해 실업률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Lilien(1982)을 포함한 모든 과거 연구들은 우선 각 산업의 순고용률(net hiring
rate)에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부문별 충격 분포(sectoral shock distribution)
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전통적인 방식의 분산 및 왜도(classical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를 계산하여 부문간 노동이동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분산 및 왜도는 이상치(outlier)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결과 ‘부문간 노동이동 가설’에 대한 검증 역시 이상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선 부문별 충격의 분포에는 상당한 정도
의 이상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전통적 방식에 의해 계산된 분
산 및 왜도를 이용할 경우 검증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강건분산 및 강건왜도(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를 활용하여 미국의 1955년 이후 노동시장
에 대한 ‘부문간 노동이동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에 의하면 강건분산 및
강건왜도로 측정된 부문간 노동이동은 여전히 실업률 결정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률 변동 중 부문간 노동이동으로 설명되는
자연실업률 부분이 49~68%나 됨에 따라 기존 총수요 관리정책을 통한 실업률 안
정화정책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오히려 부문간 노동이동을 원활히 하는 정
책이 실업률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핵심용어 : 부문간 노동이동, 부문별 충격, 강건분산, 강건왜도, 자연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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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 교육훈련에 대한
보완 효과

강 순 희*

본고에서는 종업원의 자발성과 충성심을 유도하고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
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투자 이외로 경력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체
에 있어서 경력개발지원의 조직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사업체의 교육훈련 투
자에는 사업체 규모(+)와 종업원의 평균 학력(+)만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나, 경력개발지원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연령(-), 비제조업, 전문경영
인, 외국인 지분율(+), 근속연수(+), 그리고 대규모 기업 등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 투자는 대다수 사업체에 일반화되어 있어 기
업 특성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경력개발제도는 아직 도입의 초기 단계여
서 상대적으로 젊은 비제조업 분야의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기업
등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훈련과 비교하면서
경력개발지원이 조직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 투자만 하는 기업과 비교하여 교육훈련과 경
력개발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기업이 생산성과 수익성의 모든 지표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직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
치고 있지 않다. 1인당 교육훈련비는 생산성, 수익성, 이직률 모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전통적인 기업 주도의 교육훈련만으
로 보다는 종업원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경력
개발제도와 연계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개발 전략이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하여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용어: 경력개발, 교육훈련, 조직성과, 성향점수매칭,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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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치열한 세계적인 경쟁환경 하에서 기업들은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적인 전략으로 교육훈련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이야말로 조
직의 능률을 제고시키는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훈련만으로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
화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이와 결부된 경력개발관리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
고 있다. 이는 기업 주도의 교육훈련 투자가 조직의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나머
지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에의 참여나 몰입도 등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여 교육
훈련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인식과 변화하는 기업의 종업원 중시 경영관리전략
등 때문이라고 본다.
조직 내에서의 경력개발은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설계하고 관리하여 개인에게
는 자기계발과 동시에 자아실현의 길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조직은 구성원의 욕
구를 충족시키면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고 결국 전문성, 생산성과 창
의성의 극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개인과 조직 간의 묵시적으로
합의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교육훈련이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경력개발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논문은 별로 없다. 조직이 구성원에게 교
육훈련뿐만 아니라 경력개발 투자를 하는 이유가 구성원의 조직 충성도와 전문
성 강화를 높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기업의
경력개발지원이 조직의 성과에 투자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검
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이 조
직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업체패널 자료를 가지고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직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투자와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사업체의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투자의 실태와 각각의 결
정요인을 프로빗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교육훈련 투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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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업과 비교하여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지원 투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기업
이 더 나은 조직성과를 거두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조직의 성과
변수로는 생산성 지표로서 1인당 매출액, 수익률 지표로서 1인당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그리고 종업원의 조직 몰입과 만족도의 대리변수로서 이직률을 종속
변수로 하여 각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이 조직의 성과에
미친 순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명변수로써는 파악되지 않는,
이른바 관찰되지 않는 기업특수적인 이질성을 통제하여야 하는데, 최근 정책
평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이
질성을 처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의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투자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은 교육훈련 투자에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간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의 결정이 주로 기업 주도적
으로 이루어져 왔고 요구 조사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교육훈련의 당사자인 근로
자 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러
한 기업 주도적인 인적자원개발 투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에의 몰입과 교육훈
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는 주로 기업 측면의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데서 당사자들의 참여 유인
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 인하여
개인의 발전을 매개로 하여 조직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에 대
한 강조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지원과의 연계의 강조로 나
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의식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조직과 구성원의 욕구를 조
화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문제
의식은 기존의 인적자원관리(HRM)나 인적자원개발(HRD) 논의에서도 이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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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어 왔으며, 인적자원개발의 범주나 개념을 정의함에서도 교육훈련과 경력
개발지원 투자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Gilley et al.(2002)은 조직 차원의 인적
자원개발(HRD)의 영역 또는 구성요소로서 개인개발, 경력개발, 수행관리, 조직
개발로 구분하고, 앞의 두 요소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뒤의 수행관리와 조직
개발은 조직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훈련협회(ASTD)
(1987∼89)에서도 HRD의 활동 영역으로 훈련 및 개발(T&D), 경력개발, 그리
고 조직개발로 구분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경력개발을 포함하여 고려하고 있
다. Flippo(1984)는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야 하며, 기업 내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경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학
종(2001)은 HRD에 있어 연구 영역을 조직개발 기법과 경력계획으로 확장해야
하며 HRD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에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흥국(2000)은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인이 입사에
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경력경로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설계하고 장기적
인 관점에서 관리해 나가는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 체계라고 하여 인적자원개
발의 한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평적이고 분권적인 조직구조로의
변화 경향은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근본적인 심리적 계약을 변화시켜 서로 간
의 낮은 수준의 몰입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직은 미래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종업원에게 계속적인 성장과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상하고 유인하고자 하며(Waterman, Waterman, &
Collard, 1994) 이러한 추세가 조직의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나게 된다
는 주장(김정은, 2007)도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모두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는
경력개발지원과 연계할 때 기업성과를 더 높일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2. 선행연구
조직의 경력개발은 개인의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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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필요와 개인의 욕구가 합치되도록 각 개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오계택, 2007)이다. 이렇게 보면 경력개발은 구성원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는 경력계획(career planing)과 개인
이 계획한 경력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수행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력 기회가
일치될 수 있도록 조직이 주체가 되어 경력을 관리, 지원하여 주는 기업 차원의
경력개발(경력관리 : career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노남섭․박양근, 2004;
오계택, 2007).
교육훈련이나 경력개발이 임금, 고용, 노동이동 측면에서 개인에게 미친 성
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꽤 있으나1) 조직의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외국의 경우에 Bartel(1991, 1995, 2000), Black and
Lynch(1995), Bishop(1996), Barrett and O'Connell(2001) 등의 연구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조직의 생산성이나 수익률에 미친 효과가 대체로 긍정적임을
밝히고 있으나 이들도 조직의 경력개발 투자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교육훈련의 성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로서는 류장수(1995,
1997), 김안국(2001), 김주섭․이병희․박성재(2004), 노용진․정원호(2006), 박
성재․오민홍(2007), 노용진․채창균(2009) 등이 있다. 류장수(1995, 1997)는
교육훈련의 기업성과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
나, 김안국(2001)은 기업경영 분석자료를 패널자료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교육훈련은 생산성과 수익성 모두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생산성에 3년, 수익성에 2년간 지속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주섭․이병희․박
성재(2004)에서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기업의 훈련지원이 기
업의 생산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박성재․
오민홍(2007)은 교육훈련비는 재무성과에 영향을 못 미치나 훈련참가 근로자
비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노용진․채창균(2009)
은 교육훈련이 수익성에는 영향을 못 미치나 생산성 효과에는 부분적으로 존재
함을 실증하고 있다.
기업의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이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
여서는 사업체패널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경력개발제도의 도입 결정요인과
1)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김안국․김미숙․김미란(2004), 박성재․오민홍(200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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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를 분석한 김정은(2007)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력
경로의 다양성은 이직률은 감소시키지만 1인당 매출액을 감소시킬 확률이 높
고, 평가 보상의 다양성은 이직률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1인당 매출액을 증가
시키며, 교육훈련의 다양성은 이직률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1인당 매출액을 증
가시킬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글도 경력개발 투자가 직접
적으로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하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는 경력개발제도와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이와 같이 거의 전무한
원인으로 둘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자 할 때 인재 육성에 대한 상황적 변수
가 너무 많아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3. 자 료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2005 사업체패널조사」(2006
년 조사) 및「2007 사업체패널조사」(2008년 조사)이다. 이 두 조사는 2003년
및 2004년의 시범적인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서 표본과 조사표 등을 새로이
정비하여 조사하기 시작한 첫 두 웨이브의 자료로서 업종, 규모 등 가중치를
고려하여 표본이 추출되어 전국 사업체를 비교적 잘 대표하고 있다(한국노동연
구원, 2008).
2년마다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는 인사담당자, 노사관계 업무담당자, 노동
조합 대표 각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민간부문은 종업원 수 30인 이상의 약
1,600개 사업체와 공공부문 약 100개 사업장이 표본 사업체이다. 다만,「2005
사업체패널조사」는 공공부문의 표본을 추가하여 290개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전체 1,905개 사업체가 조사되었다. 기초분석에서는「2005 사업체패
널조사」및「2007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모두 이용하나 실증분석에서는
2007년 자료만 사용할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 경력개발관련 변수 등에서 2005
년 자료의 경우 누락과 수치의 불안정성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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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투자 실태와 결정요인

1. 실 태
먼저 사업체의 교육훈련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에서 보면, 조사대
상 사업체 중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체는 2005년 86.2%,
2007년 91.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비교적 높으며, 종업원 규모가 크며, 노조가 있는
사업체,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교육훈
련 실시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3).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교육훈련 종류별로는 집단 사내교육훈련이 75.8%
로 가장 높으며, 집단 사외교육훈련이 55.9%, 훈련기관 수강료 지원이 51.6%,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훈련이 49.3%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종류는 2005
년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훈련은 2005년 31.4%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업 주도의 집체교육훈련이 중심을 이루며, 근로자 개인
주도의 교육훈련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근무시간 중 교육훈련수강 배려(38.2%)
2) 이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직자훈련 실시 사업체의 교육훈련 활용율 보다 훨씬
높은 것인데, 고용보험 직능사업은 전체 규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또한 고용보험 지원
을 받은 사업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8
년 기준으로 보면, 고용보험 직능사업의 사업체 활용률(참여율)은 7.5%인데, 50인 이상 사
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62.8%에 그치고 있다(노동부,『고용보험통계연보』, 2009
에서 계산).
3) 이는「2005 사업체패널조사」를 가지고 분석한 박성재․오민홍(2007)의 분석 결과와도 일
치하는 것이다. 다만, 그들은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은 오히려 노조가 없는 사업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훈련비는 유노조사업장(1.9억)과 무노조사업장(1.4억)
간 격차가 크지 않으나 인건비는 유노조사업장(244억)이 무노조사업장(72억)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인사관리 유형별로 보면 인건비 절감을 중시하는 소
위 미국형 인사관리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훈련 실시 비율이 61.8%에 그친 반면, 근로자
의 장기적인 육성과 개발을 중시하는 일본형은 79.6%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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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무급 교육훈련휴가제(11.6%), 자율적 학습인 사내학습모임지원(29.0%)
등은 아직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경력개발지원에도 반영
되어 나타난다.
<표 1> 사업체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실시 현황
(단위 : %)

교육훈련

2005

2007

2005

2007

86.2

91.6

14.8

23.2

비제조업 87.7

87.7

비제조업 16.8

32.9

84.4

91.4

12.5

22.5

전기․가스 및 수도 전․가․수 100.0
건설업 93.8
사업, 건설업

90.6

전․가․수 36.1
건설업 14.4

18.8

도소매․숙박음식점

93.0

전 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산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노조
운영주체
경영인
형태

개인서비스 74.3
유통서비스 88.2

92.7
100.0
97.1

개인서비스 14.9
유통서비스 17.9

33.3
32.7
51.7
92.6

92.6

94.8

15.8

17.0

기타산업

사회서비스 84.1

94.3

사회서비스 17.8

20.1

1～29인

81.4

74.2

9.3

11.3

30～99인

85.0

86.2

13.3

11.7

100～299인

92.6

93.7

18.9

21.7

300～499인

96.3

96.9

28.8

30.1

500～999인

97.0

96.8

34.3

31.6

1,000인 이상

99.3

99.3

51.5

53.3

있음

90.1

94.6

15.7

31.3

없음

85.3

89.9

14.6

18.1

민간

86.1

91.3

14.7

21.8

공공

99.0

97.7

30.3

43.0

전문경영인

-

98.3

-

45.2

그외

-

90.8

-

20.2

사업서비스업

규모

경력개발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7 사업체패널조사」, 원자료 및 한국노동연구원(2008),「사업
체패널조사 2005 기초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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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시하거나 지원한 교육훈련 : 2007
기타

0 .4

근로시간 중 교육훈련 수강 배려

3 8 .2

교육기관 학자금 지원

2 3 .3

훈련기관 수강료 지원
유무급 교육훈련휴가제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연수
협력업체 기술지도 및 근로자 연수
사내 학습모임 지원

5 1 .6
1 1 .6
1 4 .5
1 8 .7
2 9 .0

인터넷 교육훈련
사외교육훈련

4 9 .3
5 5 .9

사내교육훈련

7 5 .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7 사업체패널조사」, 원자료.

<표 1>에서 보듯이, 경력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
업체는 조사 사업체의 14.8～23.2%로 교육훈련 실시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상
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에 비하여 경력개발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수준이 아직은 크게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체 규모가 클수
록, 노조가 있는 사업체, 공공부문, 전문경영인 체제의 사업체에서 경력개발 실
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교육훈련의 특징과 유사하다. 다만, 사업서
비스업에서 경력개발 실시 사업체 비율이 낮다는 점, 그리고 전문경영인 체제
여부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 교육훈련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경력개발제도로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이나 제도로는 부하 평가, 공식적인 멘
토링 제도, 다양한 직무 경험을 위한 업무 로테이션 등의 순으로 도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2005년에 비하여 공식적인 멘토링 제도 도입 비율이 10.4%p
나 크게 증가하였고 업무 로테이션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경력개발제도로 볼 수 있는 경력 워크숍이나 전문직을 위한 독립적
경력경로, 승계계획 등은 다른 제도에 비해 도입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기업의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은 교육훈련 실시에 비하여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2005년에 비하여 도입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공식적인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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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력개발 중 실시하고 있는 활동이나 제도
직무경험을 위한 업무로테이션

2 1.5

공석 발생시 사내공모제

12 .9
1 5 .9

사 내 외 M BA 등 교 육 프 로 그 램
경력과 관련된 책자의 발행

1 .7

승계계획

7 .2
9 .5
6 .3
9 .0

직원별 문서화된 경력 계획 수립
전문직을 위한 독립적 경력경로
경력 워크숍
공식적인 멘토링 제도

2 4 .5

인사 부서에 의한 경력 카운슬링

1 3 .1

직속 상사에 의한 경력 카운슬링

2 1.5

부 하 평 가 (상 향 평 가 )

44 .5

동료평가
평가센터법

2 0 .3
3.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7 사업체패널조사」, 원자료.

제도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을 볼 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직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투자의 결정요인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 사업장 규모, 노조 유무, 민간기업 여부, 전문
경영인 여부 등은 교육훈련이나 경력개발 투자를 결정함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기업규모, 노조 유무 및 노사관
계 유형, 종합적 품질관리 프로그램(TQM) 등 고성과 작업장 관행과 작업장 체
계, 기업의 생산전략, 자본집약제품 생산, 근로자들의 교육수준, 기업연령 등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4). 이는 기업의 경력개발지원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어떤 특성을 지닌 기업이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제도를 도
입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러한 변수 및 뒤에서 분석할 생산함수 모
형을 참고하여 업종, 기업연령, 종업원 수, 1인당 유형자산, 노조 유무 등과 기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성재․오민홍(200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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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제도 도입 결정요인 : 프로빗 분석

상수항
기업연령
제조업 더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생산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하도급 거래
유무
전문경영인
더미
노조 유무

ln(1인당
유형자산)
외국인 지분율
종업원
평균학력
ln(종업원
평균 근속연수)
2
Adjusted R
N

교육훈련실시 여부
0.7228
(0.0633)
-0.0001
(0.0004)
0.0142
(0.0162)
0.0830*
(0.0462)
0.1371***
(0.0464)
0.1737***
(0.0485)
0.1511**
(0.0489)
0.1661***
(0.0504)
-0.0025
(0.0277)
-0.0230
(0.0326)
0.0110
(0.0170)
0.0016
(0.0199)
-0.0022
(0.0168)
0.0044
(0.0031)
0.0000
(0.0003)
0.0288***
(0.0075)
0.00002
(0.00096)
0.0443***
1,025

종속변수
경력개발제도 도입 여부
-0.1962
(0.1229)
-0.0023**
(0.0009)
-0.0607*
(0.0314)
-0.1329
(0.0899)
-0.0442
(0.0901)
0.0169
(0.0943)
0.0127
(0.0951)
0.1940**
(0.0979)
-0.0543
(0.0537)
0.0118
(0.0634)
0.0089
(0.0331)
0.1152***
(0.0388)
-0.0318
(0.0327)
0.0429***
(0.0059)
0.0015**
(0.0006)
0.0479***
(0.0145)
0.0574**
(0.0186)
0.1878***
1,025

주 : 1)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7 사업체패널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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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인적자원관련 변수로서 종업원의 평균 근속연수, 학력수준, 생산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그리고 작업장 관행의 대리변수로서 전문경영인 더미, 외국인
지분율, 하도급 거래 유무 등을 설명변수로 한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로는 교육훈련 실시 여부 및 경력개발제도 도입 여부가 될 것이다.
먼저 교육훈련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Whitfield(2000)는 신생 기업일수록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 훈
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연령이 많은 기업은 그동안 근로자 숙련향상
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만큼 교육훈련을 실시할 유인이 낮기
에 기업연령과 교육훈련 투자는 부(-)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박성재․오민홍
(2007) 등 선행연구들에서도 기업연령이 많을수록 사업주 훈련 참여확률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기업연령과 교육훈련 투자의
관계는 음(-)의 부호를 보이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업
종이 제조업이냐 비제조업이냐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예상대로 종업원 수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사업주들의
교육훈련 실시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대규모 기업일수록 교육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물적․인적 조건에 여유가 있고 또한 교육훈련과 관련한 규모
의 경제 효과도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업의 인적자원 속성과 관련
하여서는 종업원의 평균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투자가 높다는 것을 제외하
고는 생산직 비율이나 비정규직 비율, 종업원의 평균 근속연수 등은 교육훈련
투자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나 작업장 관
행과 관련한 변수로서 노조 유무 변수, 전문경영인 더미, 하도급거래 유무, 외
국인 지분율 등도 교육훈련투자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훈련 투자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젊은 사업체일수록 경력개발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비제조업일수록 경력개발제도 도입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는 전문경영인
이 관리하는 사업체일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경력개발제도
를 더 많이 도입한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인적자본 속성과 관련해서는
종업원의 평균 학력수준이 높고 근속연수가 긴 사업체일수록 경력개발제도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와 관련해서는 종업원 수 1,000인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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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뿐 나머지 규모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규모 기업이 되어서야 경력개발제도 투자
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 1인당 유형자산이 클수록 경
력개발제도를 더 많이 도입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는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는 이미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어 사업체
규모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특성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경력개발제도의 도입
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상대적으로 젊은 비제조업 분야의 전문경영인이 운영하
는 대규모 기업 등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시사하고 있다. 뒤에
서 살펴보듯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이미 교육훈련을 실시
하고 있는 사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보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교육훈련 투자의 내용이나 성과에서는 이미 상당히 앞서 있는 사업체
임을 짐작할 수 있다.

Ⅳ.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이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

1. 분석 모형 및 방법
기업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투자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artel(1994)의 콥더그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 모
형을 확장하여 사용한다5). 이 생산함수 모형은 다음과 같다.
     
  산출   자본    유효노동 실제 노동공급량 

(1)

여기에서 산출(Y)은 자본과 유효 노동(effective labor)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
으며, A는 힉스 중립적 효율성 지표이다. 노동의 유효성(  )은 교육훈련과 경력
개발 등 인적자본 투자를 통하여 노동력에 체화된 인적자본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T)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효노동
5) 이는 김주섭․이병희․박성재(2004) 및 박성재․오민홍(2007)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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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고용된 근로자 수(  )와 일치하며, 인적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유효
노동(  )은 고용된 근로자 수(  )보다 클 것이다. 여기에서 인적자본 투자를 기
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경력개발지원으로 구분하면 e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6).

      ≦  ≦ ,

(2)

는 경력개발지원 실시= 1, 미실시= 0

이제 식 (2)를 식 (1)에 대입하면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3)

식 (3)을 근로자 수로 나누어서 자연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4)

이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최종 추정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기업  연도

즉 기업의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산출량)은 종업원당 자본집약도, 노동량,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지원(인적자본 투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으로 요약된
다. 이 식에 의하여 본고에서는 설명변수에 자본집약도(K/L)로서는 종업원 1인
당 유형자산을, 노동량(L)으로서 종업원 수, 생산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을, 인
적자본 투자(T)로서는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실시 여부, 근로자의 평균
교육연수 및 근속연수, 그리고 경력개발지원 여부( )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이외에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많이 지적되
고 있는 작업장 관리체계, 노사관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연령,
제조업 더미, 전문경영인 더미, 외국인 지분율, 노조 유무 더미를 변수로 추가
하여 변수 누락으로 인한 추정계수의 편의 문제(omitted variable problem)를 최

6) 인적자본 투자(T)에서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을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이론적 모형을 수정하
도록 지적하여 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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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로는 대표적인 생산성 지표로서 1인당 매출액을 사용하였으며, 수익
성 지표로서 1인당 당기순이익과 1인당 영업이익에 대하여도 별도로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아울러 교육훈련 투자와 경력개발지원이 종업원들의 조직 몰입(충
성도)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한 설명변수
를 가지고 이직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콥-더그라스 생산함수 모형을 확장한 추정식을 사용한다
하여도 여전히 오차항( ε jt )에는 식 (6)과 같이 관측할 수는 없으나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고유의 기술 수준이나 생산물 특성 등(unobserved
firm-specific heterogeneity)이 포함될 수 있다.
   

(6)

이러한 기업의 고유한 효과( η j )를 무시하고 통상적인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
할 경우 교육훈련 투자나 경력개발지원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추정계수가
편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정책의 성
과평가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관측할 수 없는 기업의 고유한 효과(unobserved firm-specific
heterogeneity effect)를 제거하고 조직에의 성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individual-specific heterogeneity)을 통제
하기 위한 매칭 방법은 사회과학 분야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을 파악할 때 많
이 사용된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무작위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할 때 마땅한 대조군(비교집단)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개별적 속성 요소는 설명변수의 설정만으로는 다 통제될 수가 없기 때문
에 관찰되지 않는 개별적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른 속성적 요소는 동일
하지만 경력개발제도 실시 상황만 다른 그룹으로 표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
며 그러한 매칭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
PSM) 방법을 이용하였다.
PSM 방법은 Rosenbaum and Rubin(1983)으로부터 제안되었다. 이 방법론은
정부정책, 교육훈련 등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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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적 방법론이다. PSM 방법론의 주 목적은 무작위 실험이 불가능할 때, 그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본 연구 실증방법의 핵심은 어떻게 표본을
동일 집단으로 만드느냐 하는 데에 있다. 즉 다른 초기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오로지 경력개발 실시 여부의 차이만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PSM 방법은 사업체의 초기 조건을 동일하게 통제함으
로써 관측 불가능한 상황을 그와 유사한 조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준실험적 방
법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업체들의 이질성과 선택 편의가 제
거된 표본을 얻을 수 있다. 과거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2SLS나 3SLS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도 이러한 문제는 제거할 수 있으나 표본을 동일 집단으로 만
들어 비교분석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특히 PSM 방법론은 데이터 분포
에 관한 특별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많은 방법론과 함께 사용되어
여러 강한 가정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7).
PSM 방법론은 ‘프로그램 참여의 강한 무관계성의 가정(strongly ignorable
treatment assignment assumption)’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가정은 두 가지
의 세부 가정을 만족할 때 성립하는데, 구체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관한 특성이 주어진다면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와 성과변수들은 독립적이다”라
는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과 “프로그램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의 프로그램 참여 확률은 공통의 영역 내에 있다”는
공 통영역의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이 그것이다(Rosenbaum & Rubin,
1983; Dehijia & Wahba, 1998, 1999; Zhao, 2000; 이상훈, 2007; 김을식, 2008).
이 가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정 1 :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1)  ⊥ 
가정 2 : 공통 영역의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

(2)          
7) PSM의 옹호론자들은 매칭의 방법이 회귀모형 등에서 필요한 강한 가정들이 없어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해석에서도 더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Dehejia and Wahba(1998, 1999)는 미국의 NSWD 자료를 가지고 성향점수 방법을 적용
하면 편의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Dehejia and
Wahba(2002) 역시 성향점수를 이용한 매칭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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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독립성의 가정은 매칭 방법론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가정으로,
성과와 관련한 모든 차이는 관찰된 변수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는 관찰되지 않은 어떤 특성도 프로그램 참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관찰된 변수들이 프로그램의 참가와 성과를 결정하게 된다. 공통영
역의 가정은 매칭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비교 집단에 참가자(처리집단)와 동일
한 공변량 값을 갖는 개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 즉 관찰 변수의 분포가 중
첩되어야 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두 가정이 만족된다면, 프로그램의 지원자
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충분한 수의 통제변수가 존재할 때 편의가 없는 프로그
램의 효과(unbiased estimation of effect of a program)를 추정할 수 있다.
PSM 방법론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예상 확률에 근거한 통계적 추정치인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사용한다. 성향점수는 프로그램 지원자들의 관찰
된 특성이 주어질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확률을 의미한다.  를 관찰된
개체들의 특성 벡터(a vector of 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라 할 때 
의 함수로서 성향점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8).

           

(7)

성향점수 매칭 방법은 프로빗 확률에 기반한 모형으로, 프로빗 모형의 확률
값을 점수화하여 유사한 Score를 갖는 관측치를 묶는 방법이다. 성향점수에 대
한 구체적인 알고리즘(algorithm)은 다음과 같다9).
- 1단계 : 프로빗(또는 로짓) 모형의 추정

      
8) Rosenbaum and Rubin(1983)은 성향점수의 정의에 따라 앞서 설명한 가정 (1)과 가정
(2)가 만족된다면 두 가정을  변수들의 함수로서 구해진 성향점수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은 부명제로 정리하였다.
부명제 1 : ⊥     ,
부명제 2 :    ⊥               
위의 가정으로부터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의 프로그램 참여 후의 성과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순희․안준기(2010), 김을식(2008), 이상준(2003), 이상훈(2007)
등을 참조.

52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2호

- 2단계 : 성향점수를 이용하여 개의 비교가능한 동일 샘플로 데이터 셋을 재구성.
- 3단계 : 각각의 매칭된 쌍(paired sample)들은 그 속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
인하기 위해 검정 실시.
- 4단계 : 검정 결과 동일 표본이 아닐 경우 구간을 재분류하고 검정을 실시.
- 5단계 : 계속해서 이러한 속성적 요소가 다르지 않을 때까지 반복 수행.
- 6단계 : 각 구간 내에서 속성 변수들 간에 평균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검정.
- 7단계 : 만약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평균값이 다르면 좀 더 적게 특화된    의
기준을 적용.

이와 같은 PSM 방법은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이용하여 유사 조건으
로 통제하여 이질성과 선택 편의가 제거된 데이터 셋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방
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매칭 시 한 번 매칭된 비교 집단
의 표본을 대체(replacement)하면서 사용할지 여부인데, 본고에서는 대체하지
않고 매칭하는 방법을 사용한다10). 다음으로는 관찰된 공변수를 가지고 추정한
조건부 참가 확률인 성향점수를 가지고 비교 집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참가자와 가장 근접한 성향점수를 가진 짝(pair)만을 선택하는 방법
과 커널(kernel) 함수나 지역 선형회귀함수 등을 사용하여 등거리에 따라 가중
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내는 방법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두 유형의 대표적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참가자와 가장 근접한 성향점수를 가진
짝을 선택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접매칭 방법(nearest neighbor matching:
'single comparison unit for each treatment unit'으로서 단순인접매칭이라 하기
도 함)을 사용하여 분석한다11). 하지만 이 방법론은 비교 집단과 처리 집단의
개인들 간의 성향점수의 차이를 극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매칭)의 개수
가 작아지고 이에 따라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기준 척도(caliper 또는 radius)를 정하여 그 척도 안에 들어가는 비교 그룹의
개인들 모두를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처리 집단의 개인에 매칭시키는
10) 이는 Dehejia and Wahba(2002)(p.151. “An important feature of our method is that,
after units are matched, the unmatched comparison units are discarded and are not
directly used in estimating the treatment impact.”)의 방법론으로서 그 세부 내용과 장
단점에 대하여는 이 글을 참조할 것.
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eckman et al.(1997, p.632), Dehejia and Wahba(2002, p.
153), 김안국 外(2004, pp.62～66)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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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매칭(kernel matching) 방법도 동시에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 검증할 것이
다12).

2.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실증분석에 앞서 2007년 사업체패널 표본을 중심으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
면 <표 3>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사업체를 제외하면
2007년의 경우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은 총 1,744개 사업체 중 1,340개이다13).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업연령은 평균 21.7년으로 나타났고, 노동조합 유
무로 보면 노조가 있는 표본이 41.3%로 2005년의 28.5%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
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를 보면
30～299인이 61.1%로 중견기업 비중이 높다. 전문경영인 체제인 기업은 12.4%
에 불과하며, 84%의 기업이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종업원의 평균 학
력수준은 고졸인 경우가 42.5%로 가장 많으나, 초대졸 이상인 기업이 54.4%를
차지하고, 대학원졸 이상도 12.0%로 나타나는 등 고학력화를 반영하고 있다.
기업의 인적자원 속성과 관련하여 보면, 기업의 평균 생산직 비율은 30.0%, 비
정규직 비율은 38.6%, 종업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70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투자 관련 항목을 보면 2007년에 사
업주 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94.2%로 나타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종업원 1인당 지출한 교육훈련비는 약
49만 원이다.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거나 지원한 기업체는 전체의 25.7%로 교
육훈련 실시 비율에 비하여는 크게 낮아 아직 이 제도가 많이 확산되지 않았음
을 보이고 있다. 교육훈련 실시와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동시에 살펴보면, 경력

12) 매칭방법에 따라 추정치가 다를 수 있으며 가장 우수한 방법론을 예단하기가 힘들기 때
문에 다양한 매칭의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결과의 안정성을 비교분석하도록 지적하여 준
논평자께 감사드린다.
13) 2005년 및 2007년 자료를 pooling하여 분석하면 패널 분석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한 프
로그램의 성과평가 방법으로 최선이라고 지적되는 매칭 뒤에 DID(Difference In Difference)
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5년 자료의 경우 본 분석에
서 주요 변수로 사용하는 재무제표 및 경력개발 등의 변수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2007
년의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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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 및 매칭 자료의 기초통계 : 2007

전체
제조업
업종
비제조업
1～29인
30～99인
100～299인
사업체 규모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있음
노조 유무
없음
전문경영인 여 전문경영인
부
그외
하도급거래 여 거래함
부
거래안함
실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미실시
경력개발제도 있음
유무
없음
둘 다 미실시
교육훈련* 경력
하나만 실시
개발 실시
둘 다 실시
중졸 이하
고졸
종업원 평균학
초대졸
력
대졸
대학원졸 이상
기업연령(년)
생산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외국인 지분율(%)
1인당 교육훈련비(만원)
1인당 유형자산(백만원)
종업원 평균 근속기간(개월)

표본 자료
빈도
%
1,340
100.0
503
37.5
837
62.5
33
2.5
410
30.6
408
30.5
174
13.0
172
12.8
143
10.7
553
41.3
787
58.7
166
12.4
1,174
87.6
220
16.4
1.120
83.6
1.262
94.2
78
5.8
344
25.7
996
74.3
76
5.7
922
68.8
342
25.5
41
3.1
569
42.5
280
20.9
290
21.6
160
11.9
평
균 표준편차
21.7
16.087
30.0
0.338
38.6
7.687
7.69
21.657
48.77
17.56
251.75
74.96
70.17
1.4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7 사업체패널조사」, 원자료.

매칭 자료
빈도
%
384
100.0
169
44.0
215
56.0
2
0.5
52
13.5
122
31.8
70
18.2
77
20.1
61
15.9
204
53.1
180
46.9
71
18.5
313
81.5
66
17.2
318
82.8
384
100.0
0
0.0
192
50.0
192
50.0
0
0.0
192
50.0
192
50.0
5
1.3
152
39.6
78
20.3
104
27.1
45
11.7
평
균 표준편차
24.7
16.84
31.0
32.8
40.0
20.6
11.8
24.6
92.7
395.8
208.3
117.0
51.72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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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 교육훈련을 실시한 사업체로 나타나
고 있어 교육훈련을 먼저 실시한 사업체에서 그 이후에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지원 투자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
이제 기업의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지원 투자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하여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업이 교육훈련만 실시하였을 경우에 비
하여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모두를 시행하였을 때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14).
<표 4>는 최근접방법을 이용한 성향점수매칭 과정의 프로빗 분석 결과이다.
우리가 설명변수로서 도입하고 있는 기업연령, 기업규모, 전문경영인 체제, 1인
당 유형자산, 종업원 평균 학력, 근속연수, 하도급 여부, 노조 유무, 생산직 비
중, 비정규직 비율, 제조업 여부, 외국인 지분율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나,
단계적 회귀분석 과정(stepwise selection)에서 제거되어 기업규모, 전문경영인
체제, 1인당 유형자산, 종업원 평균 학력, 외국인 지분율만 남아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유사한 관측치를 이용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매칭 결과, 총 1,340개의 관측치 가운데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을 모두 실시한
사업체와 교육훈련만 실시한 사업체가 1 대 1로 매칭되어 384개의 관측치만 남
아 유사 속성 집단으로 짝을 이뤄 이를 분석 모형에 반영하였다. 매칭 자료는
전체 표본 자료에 비하여 제조업,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체, 노조가 있는 사업
체, 전문경영인 체제 사업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사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매칭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이 교육훈련만 실시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교육
14) 당초에는 교육훈련만 실시한 사업체, 경력개발만 실시한 사업체, 둘 모두를 실시한 사업
체, 어느 것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체 각각에 대하여 조직성과를 파악하여 비교하는 방법
을 구상하였으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한 후 비교집단을 구축하는 방법상 이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사업체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력개발투자 사업체
는 대부분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사업체(교육훈련 실시 사업체의 부분집합)이어서 경력개
발만 실시한 사업체나 어느 것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체의 표본 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
분석을 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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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향점수 매칭을 위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치
변수
상수항
기업연령
기업규모
전문경영더미
1인당 유형자산(로그)
종업원 평균학력
근속연수(로그)
하도급업체
노조 유무
생산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제조업더미
외국인 지분율
AIC
모형 검정
SIC
통계량
-2 Log L
Likelihood ratio
귀무가설 검
Score
정 통계량
Wald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동시 실시
추정계수
표준오차
-4.594***
0.392
0.000007
0.005
0.374***
0.061
0.668**
0.214
0.298***
0.039
0.164*
0.076
-0.017
0.115
-0.036
0.218
-0.071
0.202
0.374
0.367
0.439
0.423
-0.144
0.199
0.006*
0.003
1097.476
1102.359
1095.476
162.099***
154.057**
128.888***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7 사업체패널조사」, 원자료.

훈련과 경력개발 모두를 시행하였을 때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를 분석한 추정 결과가 <표 5>와 <표 6>이다. 이들은 각각 최근접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 방법과 커널매칭(kernel matching) 방법을 사용한 결과이다15).
먼저 생산성 지표로서 1인당 매출액에 미친 추정 결과를 보면, 두 방법 모두
에서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지원 투자를 모두 실시한 사업체가 교육훈련만 실시
15) 이 이외로 논평자가 제시한 Leuven and Sianesi(2003)의 STATA의 다른 방법론을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비의 생산성이나 수익성
효과는 모두 결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차이가 있는 것은 사업체 규모의 효과 정도였다.
이 역시 본문에 제시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성향점수를 도출하는 과정의 가중치 차이,
분석 표본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모형의 설명력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이 역시
생산성과 수익성, 이직률 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 어느 방법이 일관되게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문에 제시한 두 개의 방법론이 PSM의 대표적인
방법론을 잘 대표하면서 설명력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여 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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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증분석 결과 : 최근접매칭

상수항

30～99인
100～299인
기업
300～499인
규모

500～999인
1,000인 이상
근속연수(로그)
노조 유무
제조업더미
교육훈련*경력개발
더미
외국인지분율
1인당 교육훈련비
(로그)
Adjusted R2
N

종속변수
1인당
1인당
1인당
매출액(로그) 당기순이익(로그) 영업이익(로그)
5.2634***
4.5062**
4.8231**
(1.1240)
(1.4565)
(1.5738)
-2.0179*
3.1778**
4.2341**
(1.0025)
(1.2686)
(1.3690)
-1.9895*
3.8261**
4.4986**
(0.9966)
(1.2537)
(1.3557)
-2.2367*
4.1272**
4.7886***
(1.0029)
(1.2626)
(1.3652)
-2.5530*
4.7161***
5.3969***
(1.0033)
(1.2625)
(1.3652)
-2.8106**
4.9084***
5.7051***
(1.0102)
(1.2747)
(1.3813)
0.3165**
0.3627*
0.3338*
(0.1107)
(0.1542)
(0.1689)
0.4361*
0.5876*
0.5666*
(0.1890)
(0.2598)
(0.2746)
0.5705**
0.0155
0.5895*
(0.1965)
(0.2646)
(0.2782)
0.4411**
(0.1611)
0.0053
(0.0032)
0.3189***
(0.0428)
0.2915
339

0.6816**
(0.2209)
0.0143**
(0.0048)
0.2053***
(0.0482)
0.2526
282

0.5020*
(0.2374)
0.0117*
(0.0050)
0.2180***
(0.0524)
0.2189
289

이직률
0.3701*
(0.1580)
0.1040
(0.1400)
0.1007
(0.1390)
0.0485
(0.1400)
0.0832
(0.1401)
0.0139
(0.1412)
-0.0051
(0.0279)
-0.0307*
(0.0159)
-0.0067
(0.0264)
-0.0318
(0.0203)
0.0001
(0.0005)
-0.0171***
(0.0050)
0.1264
340

주 : 1)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 **, ***는 각각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생략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7 사업체패널조사」, 원자료.

한 사업체에 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교육훈련비 증가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생산성 증가율도 더 높아지고 있
어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여지듯이 교육훈련 투자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입증하
고 있다. 종업원의 근속연수가 길수록, 노조가 있는 사업체일수록, 제조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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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증분석 결과 : 커널매칭
1인당
매출액(로그)
4.2996***
상수항
(0.8784)
0.1035
30～99인
(0.7886)
0.2181
100～299인
(0.7827)
기업
-0.4798
규모 300～499인
(0.7883)
-0.7368
500～999인
(0.7876)
-0.9760
1,000인 이상
(0.7891)
0.3574***
전문경영더미
(0.1318)
-0.1849***
종업원 평균학력
(0.0654)
0.3196***
근속연수(로그)
(0.0738)
-0.2666*
하도급업체
(0.1412)
0.4054***
노조유무
(0.1310)
-0.7110***
생산직 비율
(0.2516)
-0.7035**
비정규직 비율
(0.2829)
0.3630***
제조업더미
(0.1368)
교육훈련*경력개
0.5773***
발 더미
(0.1148)
0.0079***
외국인 지분율
(0.0020)
1인당 교육훈련비
0.3257***
(로그)
(0.0321)
2
0.2893
Adjusted R
N
851
주 및 자료 : <표 5>와 동일.

종속변수
1인당
1인당
당기순이익(로그) 영업이익(로그)
1.7367
1.7915
(1.1156)
(1.2027)
-0.4703
-1.1606
(1.0112)
(1.0900)
-0.9342
-1.2481
(1.0037)
(1.0825)
-1.7608*
-1.9920*
(1.0091)
(1.0878)
-2.0352**
-2.3827**
(1.0093)
(1.0886)
-2.5705**
-2.9017***
(1.0111)
(1.0908)
0.3903**
0.4668***
(0.1588)
(0.1684)
-0.0413
0.0322
(0.0803)
(0.0873)
0.3923***
0.4034***
(0.0902)
(0.0984)
-0.1571
-0.3071
(0.1778)
(0.1929)
0.7063***
0.7323***
(0.1606)
(0.1728)
-0.9389***
-1.1365***
(0.3085)
(0.3288)
-0.8392
-0.8450**
(0.3406)
(0.3699)
0.1611
0.4273**
(0.1685)
(0.1794)
0.9702***
0.7601***
(0.1419)
(0.1526)
0.0162***
0.0147***
(0.0025)
(0.0027)
0.1912***
0.1860***
(0.0309)
(0.0333)
0.3268
0.2747
725
727

이직률
0.6344***
(0.0721)
-0.1467***
(0.0549)
-0.1289**
(0.0550)
-0.1176**
(0.0568)
-0.2159**
(0.0573)
-0.1170**
(0.0589)
-0.0058
(0.0180)
-0.0814***
(0.0174)
-0.0059
(0.0207)
-0.0140*
(0.0081)
-0.0472***
(0.0102)
0.0203
(0.0300)
0.1938***
(0.0354)
-0.0310*
(0.0171)
-0.0234
(0.0165)
-0.0002
(0.0003)
-0.0159***
(0.0034)
0.1510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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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인당 매출액 증가율도 더 높다. 그러나 최근접매칭 방법(표 5)에서는 기업규
모와 생산성 증가율은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업체 규모가 클수
록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규모의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 to scale)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커널매칭 방법(표 6)에서는
전문경영인일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높고, 하도급업체, 생산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수익성 지표인 1인당 당기순이익과 1인당 영업이익에 대하여 살펴보
기로 하자. 생산성 지표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두 방법 모두에서 교육훈련만
실시한 사업체에 비하여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을 모두 실시한 사업체의 수익증
가율이 더 높다.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의 어떤 지표에서든 1인당 교육훈련
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익증가율을 더 높이고 있다. 종업원의 근
속연수가 긴 사업체일수록, 노조가 있는 사업체일수록 수익증가율도 더 높다는
것도 생산성 지표에서와 같은 결론이다. 어떤 분석방법을 통하든 외국인 지분
율과 수익증가율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커널매칭 방법에
서는 전문경영인일수록 수익증가율이 더 높고, 생산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수록 수익증가율이 낮다는 것도 생산성 지표에서와 유사한 결론이다. 하지만,
사업체규모와 수익성 증가율의 관계는 분석방법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최근접매칭 방법에서는 생산성 증가율에서와는 정반대로 규모가 클수록 수익
증가율이 더 높으나 커널매칭 방법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당기순이익이
든 영업이익이든 증가율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직률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두 방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교
육훈련과 경력개발을 동시에 실시한 사업체가 교육훈련만 실시한 사업체보다
이직률이 더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
에서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적극적 의미의 경력개발 프로
그램 등이 불충분한 상태여서 경력개발제도 도입이 종업원들의 이직행태까지
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교육훈련비의 증
가는 이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도 이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접매칭 방법에서 다른 변수들은 이직률에 영향을 못 미치
고 있으나 커널매칭 분석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제조업일수록,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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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학력이나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 비정
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이직률은 높아지고 있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교육훈련 투자만으로는 인적자본 투자의 조직에의 성
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교육훈련 이외로 구성원 개
인의 자발성과 충성심,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통하여 조직에의 성과를 극대
화하고자 경력개발지원 투자를 도입하는 사업체의 조직성과를 실증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직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투자와 관련한 이론과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기업의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투자의 실태와 각각의 결정요인
을 프로빗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결정과 관련하여
서는 사업체 규모(+), 종업원의 평균 학력(+)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다른 변
수들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음에 비하여, 경력개발지원 투자는 젊은 기업, 비제
조업, 전문경영인, 외국인 지분율(+), 근속연수(+), 그리고 대규모 기업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교육훈련 투자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
어 기업의 특성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
여서 상대적으로 젊은 비제조업 분야의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기업 등
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경력개발제
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가 교육훈련 투자의 내용이나 성과에서도 상당히 앞
서 있는 사업체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이 조직의 성과에 미친 순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찰되지 않는 기업특수적인 이질성을 통제하고자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육훈련 투자만 하는 기업과 비교하여 교육훈련과 경력
개발지원 투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기업이 생산성이나 수익성, 이직률 등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생산성과 수익성의 모든 지
표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나타났으나 이직률을 낮추는 데는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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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1인당 교육훈련비는 생산성,
수익성, 이직률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인적자원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발전과 결
부된 조직 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조직 주도의 교육
훈련만으로보다는 종업원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경력개발제도와 연계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개발 전략이 조직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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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rporate Career Development Program on
the Productivity and Profit
SoonHie Kang
This paper analyses empirically the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effects of corporate career development program in addition to the
training investment us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 of KLI. The
introduction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is determined by the
variables such as corporate age(-), non-manufacturing industry, professional
CEO, foreigners' stock share(+), average month of tenure(+), and large
size firm,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training determinants such as just
two factors, firm size and average educational attainment. The reason is
likely why almost firms have the employee training programs already,
but just a few large innovative firms begin to introduce the career
development programs. Main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firms
conducting both of training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have the
higher productivity and profit performance than the firms conducting the
only training programs. This positive effect, however, do not exist in the
quit rate. But training cost per capita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productivity, profit, and quit rate. To control the unobserved
firm-specific heterogeneity, I use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futuristic HRD strategy that is, the training
is linked with career development for the employees is important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enterprise.
Keywords : career development program, corporate training, productivity, profitability
and quit rate effect, propensity score matching, futuristic HRD strategy.

R&D Investment,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Korea (ByungWoo Kim)

노
1)

동 정 책 연 구

2010. 제10권 제2호 pp.67~98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67

연 구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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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and Labor Market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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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echnical advances are of a form that can be utilized by existing
plants, then investors will be encouraged to create new plants (the
“capitalization effect”), which will, in turn, create more vacancies and
hire more workers. If technical progress occurs at a very fast pace,
however, the proportion of workers released from production units will
be high and leads to job destruction (the “creative destruction effect”).
We tested several propositions and implications for labor market equilibrium of
Schumpeterian growth theory against the data of the Korean economy. When we
examine the results of our estimations and others tests, we find that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capitalization effect of growth on unemployment has been
dominant in the Korean economy in the past through the labor market variables.
The difference of this study from Kim (2007) is that we consider diverse market
variables like separation rate, job-finding rate and unemployment rate through
estimation. We can fin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market variables and
technology accumulation (R&D).
Finally, recent “jobless growth” may be due to very little capitalization effects
of productivity growth.
Keyword : R&D investment, technical innovation,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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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Prominent economists have proposed and held the view that technological progress
destroys jobs.1) Rifkin (1995) argued that IT technology makes workers be
unnecessary in production process. However, Blanchard argue that there is no solid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growth and unemployment (Cahuc et al.,
2004).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most recent data on inputs for knowledge, R&D,
and unemployment in the Korean economy. We tested the hypothesis that
technological change represented by R&D investment increased the unemployment
rate and we found that the data does not uphold the hypothesis, and we argue instead
that technological change has led to a de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in Korea.2)
We want to see separated effects of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of technical progress.
First, R&D promotes productivity and return, so increases the incentive for job
creation. Second,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R&D destroy jobs of old technology.
OECD and Blanchard and Wolfers (2000) show that scatter diagram of unemployment
and Solow residual reveals positive relationship, and this implies job destruction effect
indirectly.
Pissarides (2000) gives standard matching model for analyzing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Pissarides (1979) expresses job application of unemployed person and
vacant jobs as tossing balls and urns, respectively. In standard models, mainly job
offer rate or unemployment insurance are analyzed. Mortensen and Pissarides (1999)
1) In Principles, Ricardo said something about the negative effect of innovation on
unemployment (Ricardo, p. 269).
2) Davis and Haltiwanger (1992) show that periods of high unemployment tend to be periods of
high job turnover. Since industrial innovations raise the job-destruction rate through
skill-obsolescence, there will b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unemployment
according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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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 endogeneous job destruction from negative (idiosyncratic) shock using
matching model. This approach enables us to analyze the randomness of innovation,
and the effect on employment. This is associated with Schumpeterian growth theory,
which regards the output of R&D as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innovation success.
But, direct linkage with (stochastic) job creation is not developed in economic
literatures. Applying similar logic to Korea economy is Chang et al. (2004). Their
discussion is very helpful in developing this study.
In contrast to those, Aghion and Howitt (1998) starts with a plant-worker model
where a plant has a technology of vintage t. Technological progress may destroy
existing matches between plant and worker or create new matches through
constructing new plants. Their growth model is characterized as follows: Each
inventor tries quality raising innovation whose success probability is determined by
the input of R&D. If suceeds, she become monopolistic entrepreneur for (improved)
intermediate product. Then, productivity increases, which contribute to the growth. If
machine or factory embody the new technology, hiring and layoff of worker in final
good production is affected by this technology implementation. This model determines
the number of unemployed persons as a function of parameters of technical progress
and match-related labor market variables.
In general, unemployment is caused by workers moving to new plants that embody
new technology, where this is called the “creative destruction effect”. This effect can
be seen as a shortened lifespan of a job due to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This also
seems to be social cost of introducing new technology into jobs. It destroys existing
matches between workers and jobs using obsolescent technology.
Technical advances, however, can also take a form that can either be utilized
immediately by existing plants or be utilized by existing plants after minor upgrades.
In such a case, investors will be encouraged to create new (vacant) jobs in order to
be able to benefit from future technical advances. This is called the “capitalization
effect” (Aghion and Howitt 1998). It also means that profit opportunity increases
resulting from active job creation of firm. This opportunity comes from constru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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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tructures like factories (plants), and this leads to more new jobs (vacancies).
It affects vacancies through reducing discount rate of future returns of newly
constructed plants using existing technology. High rate of productivity growth reduces
the discount rate used by investors.
Pissarides (2000) analyzes these two effects using the Beveridge curve and the
“tightness” variable. We do not go further beyond Aghion and Howitt (1998), since
discussing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in Korea using only tools of them is sufficient
enough.
We need to distinguish “disembodied” and “embodied” technical progress. In
Solow’s neoclassical model, most progress is disembodied. But, the model used in
this paper involves embodied progress, so firm owners should invest fund to physical
capital for implementing progress.
Now, we examine some macroeconomic data for analyzing these issues.
Over the past 30 years, continuing (economic) structural changes have occurred
across several countries. The U.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re often said to
exhibit so-called “jobless growth.”3) The possibility of falling into such a growth
pattern has been an important concern in Korea in recent years. <Table 1> shows
the case of jobless growth especially in 2006 and 2007. Though the growth reached
to 5.1-5.2%, unemployment did not decreased substantially. More accurately, the
concept of growth used in this section is different from that used in most growth
literatature. The former sees the growth of actual GDP, but the latter watches the
change in the trend of (per capita) GDP.
The question of whether faster technological progress speeds up the destruction of
jobs in Korea will be the main focus of the present paper. We review new
endogenous growth models of intentional industrial innovation. In particular, we deal
with innovation that enhances a plant unit’s productivity (Aghion and Howitt 1998).
This productivity means factors other than the amount of variable factor that affect
3) In spite of growth in economic activity, the rate of increase in employment does not rise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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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ate of Increase in 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in Korea (%)
Unemployment

GDP Growth

2000

4.4

8.8

2001

4.0

4.0

2002

3.3

7.2

2003

3.6

2.8

2004

3.7

4.6

2005

3.7

4.0

2006

3.5

5.2

2007

3.2

5.1

2008

3.2

2.2

2009

3.6

0.2

the output of plant unit. In this study, we use TFP data for approximating this
representative plant’s productivity factor.
Previously, Kim (2007) analyzed the existence of capitalization effect using R&D
investments data. Main progress of this study is that we consider the movement of
labor market variable that affects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in matching process.
In addition, we give some answers for what effect technological progress has on the
variable in matching process between jobs and workers. Especially, we give empirical
answers to the hypotheses of Aghion and Howitt (1998). Their propositions are worth
being tested using real- world labor market data of South Korea enough.
Our study investigate proper econometric methods for estimating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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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between innovation and labor market variables. Previous literature
discussing these relationship is somewhat rare, and we may give contribution of
empirical evidence.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Section 2 surveys new growth theory and its
(testable) implication. Section 3 performs empirical research for the implication of
theory. Section 4 summarizes and concludes.

Ⅱ. Backgrounds: 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1. New growth theory and Labor Market: The 1990s in Korea
In general, labor markets are characterized by high rates of turnover.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more than 2% of workers leave their jobs in a typical month.
In addition, there is a high turnover in the jobs themselves. In Korean manufacturing
sector, for example, at least 10% of existing jobs disappears each year (Kim 2006).
These data suggest that a large portion of unemployment results from the dynamics
of the economy.
Constructing a friction model for the labor market requires moving into a market
with a matching process. When workers and jobs are heterogeneous, the labor market
does no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Walrasian market. Workers and firms engage
in a process of trying to match up specific needs. Since this process has some
frictions, it results in unemployment4) (Romer 2006). Romer (2006)’s model is based
on Pissarides (1985). If there occurs techn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output given
the amount of input, equilibrium employment increases. Technical progress increases
the return of vacant jobs.

4) In addition, it may have implications for how employment respond to technologic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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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literature has tried to characterize how equilibrium unemployment reacts to
the rate of technological change. There are two main approaches to the problem that
yield contrary effects (Hornstein et al. 2005).(Summary 1)
The first approach argues that new equipment enters the economy through the
creation of new matches (“creative destruction effect”).5) These new matches occur
through obsolescence of old plants and separation of workers.
The second approach proposes an alternative view that the new technologies enter
into firms through upgrades to pre-existing plant units. For small values of upgrading
costs, unemployment falls with growth (“capitalization effect”). These matches
implies increased vacancies and possibility of job creation.
We now turn to the analysis of how technological progress affects frictional
unemployment in the matching model.
[Fig. 1] shows a labor-force dynamic model that defines the determinants of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n each period, a fraction 1/S of the employed loses
their jobs due to “creative destruction,” and a fraction m of the unemployed find jobs
due to the “capitalization effect.” This gives the idea of determing employment
through matching heterogeneous jobs and workers. Our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embodied technical progress on the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In the above diagram, filled job can be regarded as labor demand, and the sum
of filled job and unemployment be labor supply(Table 2). We can also draw Beverage
curve from two variables(Fig. 2).
(Summary 1) Technical Progress and Unemployment (Hornstein et
al., 2005)
Approach

Aghion and Howitt
(1998)

Mortensen and
Pissarides (1998)

Effect of Technical
Progress
On Unemployment

“creative destruction
effect”

“capitalization effect”

How

the creation of new
matches

upgrading process of
plant unit

5) In this process, the increase of growth rate raises job destruction rate(=growth rate/lifetime of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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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tching Model: Technical Progress and Unemployment (Aghion
and Howitt, 1998) [m(u, v): total matching rate, v: vacancy, : u:
unemployment6), 1/S: production units' obsolescence, p(v): jobfinding rate, S: lifetime of plants, g/Γ: job separation rate, Γ:
economic lifetime of a plant]

[Fig. 2] Beveridge Curve(vacancy rate and unemployment rate)
.08
.07

UNEMPR

.06
.05
.04
.03
.02
.01
.000

.002

.004

.006

.008

.010

(VACAN/L)*0.001

6) The participation from non-labor force to labor force (unemployment) is determined by
reservation wage, but, in this model, this fact is neg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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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bor Supply and Labor Demand
Labor Supply:
Labor Force
(Thousand Personnel)

Labor Demand:
Employment
(Thousand Personnel)

2000

22,134

21,156

2001

22,471

21,572

2002

22,921

22,169

2003

22,957

22,139

2004

23,417

22,557

2005

23,743

22,856

2006

23,978

23,151

2007

24,216

23,433

2008

24,347

23,577

2009

24,394

23,506

Now, we briefly overview the situation of the labor market in the Korean economy.7)
First, we consider the supply side of the market. In term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lder than 15 years), the big problem in Korea is that of the “aging
society”; this means that the size of the total population and labor force will shrink
in the near future. Recent labor force participation growth also suggests that the size
of the labor force is becoming stationary. Total labor hours (per week) declined
sharply to about 40 in the 2000’s.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human capital per
7) Chung (2006), Ahn (2006): Korean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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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shows a steady increase due to the increase of persistent human investments
such as schooling.
Next, we consider the demand side of labor market. During the 1960-2004 period,
total employment increased from 7.7 to 22.6 million persons. The elasticity of
employment to production shows a recent steadily decreasing tren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t shows a value of nearly “zero”.
During the period of 1970~2009, the increase in real GDP came with a large increase
in total employment growth and a steady decrease in unemployment. Productivity
growth was unusually high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970s, and 1980s.
The result of output growth in excess of productivity growth was a steady decrease
in unemployment.8) After the late 1990s, during which financial crises occurred,
output growth was high, but firms and consumers were not optimistic; for firms, there
were no factors and incentives that appeared to justify high rates of investment.
In 2001, the Korean economy went into recessions.9) After this recession, output growth,
however, was positive and showed about 4.5% in 2004 and 2005. In these periods,
unemployment was high. The recovery seemed to be a jobless growth (recovery).10)
Labor productivity growth (averaging 5%, BOK)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1~3%, STEPI)11) was high. The plants seemed to have a short lifetime and
the proportion of workers released was therefore high (“direct creative destruction”).12)
This may be due to the pessimism (or skepticism) of firms about the effect of
productivity growth on the economy.
We extracted the cyclical factors for growth and unemployment through this HP
filter(Fig. 3).
8) We can consider the following elementary identity (Blanchard 2006).
Employment= (output) / (productivity).
9) To be more accurate, the recession that started in Aug. 2000 ended in July 2001. And,
expansion continued until Dec. 2002, so the growth rate was positive (the comment of
reviewer).
10) This high unemployment might come from recession also.
11) Shin, T., Effects of R&D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2006, STEPI.
12) Generally, in macroeconomics, the labor productivity is known as procyclical variable.

R&D Investment,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Korea (ByungWoo Kim)



77

[Fig. 3] Cyclical Factors in GDP and Unemployment Rate in Korea
cycl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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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is, we find that after the late 1990s, output growth was relatively high.
Furthermore, the increase in productivity growth compared to GDP growth did not
come with a steady decrease in unemployment. We can see recent trend in labor
productivity from <Table 3>. It shows downward trend since 2007.
[Fig. 4] shows the trend in productivity, output growth and unemployment. We can
[Fig. 4] The Growth Rate of TFP and Unemployment Rate in Korea
(200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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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in Korea (%)
LP(BOK)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5
5.5
3.5
2.3
3.6
5.7
5.3
2.7
-0.6

LP(KSIC)
manufacturing
3.83
-0.6
4.78
2.7
3.92
3.29
4.73
2.68
0.65
1.73

Source: BOK Economic Statistics System Macroeconomic Analysis13) & KSIC)14)

also check the periods of both high GDP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Fig. 5] shows that the increasing trend of R&D investment in Korea, and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this on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through technical
progress.

13) (Non-agricultural real GDP) / (employment multiplied by labor hour).
14) We can analyze robustness of results applied to different measures of productivity, but we
postpone it into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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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rend of R&D Investments in Korea (100 Mil. Won)

Sourc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NTIS]15)

2. The Schumpeterian Endogenous Growth Model:
The Hypothesis Being Tested
From analyses of the Schumpeterian growth theory with regard to unemployment
(job destruction) and job creation, we can choose some hypotheses for empirical tests
(Aghion and Howitt 1988).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focused on these
hypotheses tests.
For details on the theoretical model, refer to <Appendix>.

1) Growth Rate
The growth rate of output gA is an increasing function of R&D and fertility λ and
a decreasing function of the level of real wages w, the hiring cost c, the (real) interest
rate and the worker’s quit rate b.

15) Spending on goods and services in R&D activities measured in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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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ob Separation Rate
The growth rate of output gA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separation rate.

3) Unemployment Rate
The employment level (or the unemployment rate) is a decreasing (increasing)
function of the growth rate of output gA, the hiring cost c, and the worker quit rate b.

4) Job Creation
The rate of job creation is a decreasing function of the growth rate of output gA,
the hiring cost c, and the worker quit rate b.

Ⅲ. Economic Growth and Labor Market:
Empirical Analysis

1. Data and Empirical Analysis: Growth and Unemployment
The data set consists of some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rate of
unemployment, GDP, and wage, observed for 38 years (1970-2007) in Korea. These
were obtained from OECD, BOK, KOSIS, Ministry of Labor and IFS. R&D data
came from Ministry of Education (or STEPI, KOSIS) and Vacancy data from
Ministry of Labor(Report on Labor Demand Survey). In this section, 3.1, we
primarily test the prediction for growth and unemployment made by Aghion and
Howit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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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apitalization Effects
We extracted the series for (unobservabl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u*)
through this HP filter. From our regression results, we find that R&D investment
significantly lowers the trend of the unemployment rate (natural unemployment rate;
UNEMP). <omitted >
In the regression of the number of job vacancies (VACAN) on the growth rate (log
difference of GDP), there seem to be a significant “capitalization effect.” That is, an
increase in the growth rate cause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vacancies
(Table 4, first column)16).
In this Table, multiple least squares regression method is mainly used for detec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labor market variables and R&D. If there occurs incorrect
estimation of standard error due to autocorrelation, we adopt GLS method, which uses
the information of variance (estimate) of error in estimating coefficient parameter. If
there is autocorrelation in the error of estimation equation, Gauss-Marcov Theorem
no longer holds, and OLS estimator is not efficient. In addition, t-testing may be
misleading.17)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can fi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suggested by endogeneous growth (in box below) model from real labor
market data. Kim (2007) do not consider diverse relationships between labor market
variables in matching and growth process.
From these estimation results, we can see that, in the past, the increasing effects
of the level of vacancies υ and hence the job-finding rate p (υ) [capitalization effect]
dominates both the increasing effect of job-separation rate (1/S) [creative destruction
effect] and the decreasing effect of the job-creation rate p ( ) [indirect creative
destruction effect].
16) AR(1), AR(2) denotes first and second-order autocorrelation coefficient, hereafter. Some
estimation equations do not reveal autocorrelation problem.
17) Our study’s limit may be the fact that we do not consider lagged effect, but only consider
contemporaneous relationships. We can solve this problem by using, for example, distributed
lag model, Almond lag or ARD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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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stimation of Schumpeterian Growth Model18)
Dependent Variable:
LNTFP
LOG(VACAN)
Sample (adjusted): 1995 / 2006
1971 / 2004
CoeffiCoeffiProb.
Prob.
cient
cient
C
13.28
0.33
0.003
0.97
Growth Rate
9.07 0.00**
REAL R
-0.00
0.90
LNRD
0.136 0.00**
SV1F
LOG(WAGE)
LOG(GDP)
LOG(UNEMPL
OYED)
LOG(VACAN)
AR(1)
0.95
0.00*
0.69
0**
Adjusted R
Square

C
Growth Rate
REAL R
LNRD
SV1F
LOG(WAGE)
LOG(GDP)
LOG(UNEMPL
OYED)
LOG(VACAN)
AR(1)
Adjusted R
Square

0.682
Dependent
Variable:
UNEMP
1976 / 2003
Coeffic
Prob.
ient
62.44 0.00

18.16
7.88
-12.99

0.66

0.02
0.74
0.02**
0.01**

0**

LNTFP

1971 / 2004
1994 / 2007
Coeffi
CoeffiProb.
Prob.
cient
cient
0.52
0
14.75 0.0002

0.31
19.90

0.28

0.00**
-1.06 0.016**

0.21

0.00**

0.984

0.943

0.873

FINDR

LOG(ENTER)

LOG(ENTER)

1994 / 2007
1994 / 2007
Coeffic
Coeffic
Prob.
Prob.
ient
ient
9.43 0.02**
5.60
0.00
1.69 0.00**
1.05
0**
0.01 0.55

1994 / 2007
Coeffic
Prob.
ient
5.42
0.03

-0.49

-0.01

0.06*

0.42

0.813

0.00**

0.92
-0.85

0.449

SEPARR

0.233

0.28

0.12

0.38

0.00**

0.08
0.856

0.477

18) Sample periods differ in each regression due to the differences of data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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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 say that the increase of the estimated random coefficient in the early 1980s
and the late 1990s shows the offsetting effect of creative destruction.19) That is, we
can see a decreasing trend in the capitalization effect in a decrease of the absolute
value of the state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 which suggests an increase in the
creative destruction effect of growth (Kim 2007).

<Table 5> Estimation Equation of Schumpeterian Growth Model
VACANCYt = γ + δ gY t + η (INTEREST RATE-INFLATION)
gA = α + βlog(R&D)

t

t

+ εt,

+ εt,

gA = α + β (R&D EFFICIENCY)

t

+ εt,

SEPARATION RATEt = γ + δ log(R&D)t + ηlog(WAGE)

t

+ εt,

UNEMPLOYMET RATEt = γ + δ log(R&D) +ζ (R&D EFFICIENCY)

t

+ ηlog(WAGE)

t

+

θ VACANCYt +εt,
JOB FINDING RATEt = γ + δ gYt + η (INTEREST RATE-INFLATION) t + ηlog(WAGE) t + εt,
ENTERING WORKERt = γ + δ gY t + ηlog(WAGE)
ENTERING WORKERt = γ + δ log(R&D)

t

t

+ εt,

+ζ (UNEMPLOYED PERSON)

t

+

θ VACANCYt + εt,

1.2 Long-run Relationship
Meanwhile, there is a danger of obtaining apparently significant regression results
from unrelated data when using nonstationary series in regression analysis. Such
regressions are said to be spurious.20) In order to account for this possibility, we
performed two widely used unit root tests: the augmented Dickey-Fuller(ADF) test.21)

19) Considering the goodness of fit from the state-space estimation model (Appendix 3), we can
see that the evidence is strongly in favor of the capitalization effect of growth on
unemployment for all years in our data except the early 1990s and the early 2000s (Kim,
2007).
20) Granger and Newbold (1974) argued that researchers had not paid sufficient attention to the
warning of very high autocorrelation in the residuals from conventional regression models.
21) Strictly speaking, the previous estimation results in <Table 4> can be thought of Engle and
Granger (1987)’s cointegration test results, because the relevant variables are all nonstationary
and the residual series is sta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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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sults report the test statistic as follows(Table 4). Since two variables are
nonstationary series, we perform a cointegration test to see whether there exists a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Johansen (1988) cointegration test method is used to find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R&D input (RD) and the rate of unemployment (u).22) In the
case where there are only two variables in an equation, there can be, at most, one
linear combination of the two variables that is stationary. Test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u and R&D. and that the cointegrating
coefficient is estimated to be significantly negative(Table 7). It is known that when
there is cointegration relationship, OLS estimate is superconsistent. So, we may use
OLS estimate instead of the estimate of cointegration vector.

<Table 6> Unit Root Test Statistics
Null Hypothesis: LOG(RD) has a unit root
t-Statistic

Prob.*

-1.05

0.71

t-Statistic

Prob.*

-2.25

0.19

Augmen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Null Hypothesis: UNEMP has a unit root
Augmen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Table 7> Bivariate Johansen Cointegration Test and Estimation for
Cointegrating Vector23)
GROWTH
1
GROWTH
1
LOG(RD)
1

UNEMP
36.56
(-11.65)**
SEPARR
-2.22
(-6.20)**
UNEMP
0.58
(-0.08)**

LOG(RD)
1
RD
1
UNEMP
1

SEPARR
1.81
(-0.13)**
ENTER
-2.39
(0.71)**
SEPARR
3.34
(3.28)

22) Studies in empirical macroeconomics related growth almost always involve nonstationary
and trending variables, such as income, productivity (TFP) and R&D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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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et al. (2004) show that the decrease of sectoral shifts caused the
job-separation rate and unemployment rate to decrease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n
Korea. Our estimation results for the cointegrating vector support their assertion. The
main difference of this paper, however, is that we see the change in labor market
(job separation, unemployment) as coming mainly from productivity growth due to
R&D efforts.23)

24)

2. Empirical Tests
In this section, 3.2, we test the prediction for growth and labor market variables
(unemployment) by Aghion and Howitt (1998).

1) Growth Rate
The growth rate of output gA is an increasing function of R&D and fertility and
a decreasing function of w, c, r and b. The steady-state growth rate is
gA=λg(R&D/A),
which is an increasing function of the level of R&D.
First, we estimate the R&D (LNRD) elasticity of productivity (LNTFP) by using
annual data from 1970-2006. Final state was estim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ethod used in this estimation is state-space model which extracts unobserved
time-varying coefficient from data given [<Table 4> Estimation Results for Total
Factor Productivity on R&D] (second column of upper table).

23) In addition, we do not agree with their argument that the growth rate is not the primary
reason for the decrease of unemployment rate. They argue that similar East Asian countries
did not show noticeable trends in unemployment rate. We should watch the relationship in
those countries, however, between unemployment and per capita income growth as well as
productivity growth.
24) (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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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so regress the level of productivity (LNTFP) against the efficiency of R&D,
λ (SV1). It was significantly estimated and had the expected sign. The efficiency of
R&D was estimated by a random coefficient model (state-space model) (Fig. 6). The
advantage of this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is to get time-varying regression
coefficients.
[<Table 4> Estimation Results for Total Factor Productivity on R&D Efficiency]
(third column)
[Fig. 6] Estimation Results for R&D Efficiency

<Table 8> Estimation of State-Space Model
Method: Maximum likelihood (Marquardt)
Sample: 1970 / 2006
α
β

Coefficient
-2.27
-11.50

Std. Error
2.11
1.24

z-Statistic
-1.07
-9.21

Prob.
0.28
0.00**

2) Job Separation Rate
The growth rate of output gA affects the job separation rate positively.
We regress the job separation rate (SEPAR) on the level of R&D investment
(LNRD). The coefficient was estimated to be insignificantly positive.
[<Table 4> Estimation Results for Job Separation Rate](fourth column in first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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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employment Rate
Since the rate of productivity growth and the unemployment rate are jointly
determined, we consider the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We consider the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or, whi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contemporaneous correlations in the errors across
equations. The advantage of SUR is that considering contemporaneous correlation
gives efficiency gains in GLS. SUR estimate individual equations jointly using
correlation information between errors This gives smaller standard error for
coefficient estimate.
gA = α + βlog(RD) t + εt,
ut =  + δ gAt + ηlog(WAGE) + εt,
Other than  and δ, all coefficients were estimated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This means that the growth of productivity (gA) reduces the rate of unemployment
(UNEMP; “capitalization effect”) and u is increasing function of the wage (WAGE).
Pesaran and Smith (1995) used this systems of regression equations method for
analyzing wage determination of UK 38 industries. The difference from ours is that
they used lagged dependent variable as explanatory variable.
Next, since the rate of growth is determined by R&D productivity (SV1), we
estimated how the latter affects the rate of unemployment (UNEMP). The coefficient
is estimated to be significant and positive at the 5% significance level. Among the
estimation results of this paper, this is the only regression that does not support the
dominance of the “capitalization effect.” Generally,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frequency (efficiency) parameter in the R&D equation on unemployment is known to
be neutral (Aghion and Howitt 1998)25).

25) However, they also admit that, if growth depends partly on an exogeneous process, then this
neutrality may longer hold. (Aghion and Howit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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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stimation Results for the Rate of Unemployment on R&D Efficiency]
(lower table)
<Table 9> SUR Estimation Results
Estimation Method: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ample: 1971 2006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1)

0.37

0.02

15.77

0.00**

C(2)

-0.02

0.00

-11.22

0.00**

C(3)

50.45

25.00

2.01

0.05*

C(4)

-48.85

16.85

-2.89

0.00**

C(5)

-3.15

1.73

-1.82

0.07*

Equation: LNTFP = C(1)+C(2)*LNRD
Equation: UNEMP = C(3)+C(4)*LNTFP+C(5)*LOG(WAGE)

4) Job Creation
The rate of job creation is a decreasing function of the growth rate of output gA,
the hiring cost c, and the worker quit rate b.
We tested the effect of the growth rate (GROWTH) on the job-finding rate
[Fig. 7] Estimation Results for Impulse Response Functions
Impulse Respo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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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R) and the number of persons who enter into new jobs. Economic growth
increases the job finding rate and the number of job entrances (ENTER). Furthermore,
entrances increase with the number of vacancies (VACAN).
[<Table 4> Estimation Results for the Job Finding Rate and the number of Job
Entering persons]

5) VAR: Impulse Response Function26)
Finally, we estimated a 3-variable (g: growth, A: productivity, u: unemployment
rate) VAR (vector-autoregression) model to see what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s
look like. In contrast to the discussions so far, VAR considers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variables and dynamic interactions. This has an advantage over static
estimation methods analyzed so far.
Impulse responses use the estimates of parameters to depict the path of
endogeneous variables after one-shot of exogeneous(innovation) shock occurs. This
graph also supports the dominance of “capitalization effects.”27)

IV. Summary and Conclusion

Aghion and Howitt (1998)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unemployment where growth was endogenous.28) In this paper, we showed that direct
creative destruction is not the only effect of faster productivity growth in the past
of Korea.
26) In principle, we should use structural VAR instead of reduced-form VAR. But, in this study,
we simply assume as identifying restriction sthat there is no contemporaneous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27) We had better recogniz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variables are simultaneously
determined. So, we use VAR model.
28) New technology is embodied in plants which are costly to build. Unemployment is caused
by workers having to move from a plant embodying old technology old technology to one
embodying new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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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s were encouraged to create new plants and vacancies by the possibility
of benefiting from future technological advances. This capitalization effect could more
than offset the creative destruction effect, resulting in an overall decrease in
unemployment when growth the growth rate rose.
We showed, with a high goodness of fit in our regression models, that the
empirical evidence is strongly suggestive of a capitalization effect from R&D
activities and economic growth. The number of vacancies was increased by an
increase of growth rate, and there was a negativ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cointegration) between R&D investment and unemployment rate.
Contrary to Kim (2007) using state-space model, we used GLS and cointegration
method for seeing capitalization effect. In this study, job separation effect is not
significant in GLS.
But, in cointegration method, R&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job
separation rate, and productivity growth has decreased the rate of unemployment. In
addition, the job-finding rate was increased by economic growth.29)
The empirical results of diverse econometric model that show “capitalization
effects” are the state space model for the unemployment rate, the cointegration test
for the unemployment rate, the SUR estimation for unemployment rate, and the
impulse response for unemployment rate in the VAR model.
In summary, we propose that the expectations of inves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ffects of technical progress. If investors are optimistic, then technical progress
affects unemployment negatively (reducing unemployment); we call this the
“capitalization effect”.30)
We can conclude that the relatively high unemployment rate in 2002-2004 came
from investor skepticism concerning the economy (and productivity growth), which
could not lead to high rates of investment (i.e., very little “capitalization effect”).
29) More accurately, finding cointegration vector cannot say anything about causation relationship.
30) Assuming simpl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neglecting the physical capital, we can see
the following simple relationship exists.
Δ employment = Δ output(determined by expectation) - Δ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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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an et al. (2002) discuss public sector job creation using Pissarides (1985). In
the US, about 16% of total jobs in filled by the government sector. Technical
innovation may also affects job creation in public sector, but we do not consider this
in this paper.
Finally, generic efficiency wage models like Shapiro-Stiglitz model(1984) can also
give some insight of the effects in productivity on employment, but we postpone the
analysi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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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n Augmented Schumpeterian Model: Growth and Demand
for Labor
The Schumpeterian 2nd generation endogenous theory of growth [Young (1998),
Aghion-Howitt (1998)] provides a way to account for the scale effect.31) In this
paper, however, we retain the characteristic of “scale effect” in these Schumpeterian
models. Young (1998) argues that as population increases, the variety of goods also
grows over which R&D is spread.
A single final-good (or aggregate consumption) sector produces a homogeneous
output good C, according to the CES technology
C= [∫0B Y(i)αυdi]

(1/υ)

,

where B is the variety of goods, Y(i) is the consumption, and υ<1 is related to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Let each variety Y(i) be produc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equations:
Yi= (Ai L

Y i)

(1-α)

Kiα ,

where Ki is physical capital in each variety sector.
ΔAi/Ai = δ LA

i

To complete the model, we need to explain how B changes over time. We assume
that
31) “Scale effect” means that the same R&D effort can lead to sustained growth of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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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β
In the 2nd generation growth models, β=1 holds: the variety of consumption goods
is proportional to the population.32)
The growth of productivity comes from R&D, which uses final output (GDP) as
its input. The rate of innovation gA in a sector to which Nt units of output in R&D
is given by:33)
gAt=λg(Nt/At)
Growth in productivity parameter A comes from the knowledge spillovers. The
measure of the marginal impact of R&D on public knowledge is equal to 1/B.
The rate of technological progress is
gA =ΔAi/Ai = λg(N/A)
We consider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variables and labor market variables.
We introduce hiring costs (=cAt), and assume that the wage set at a level proportional
to the technology level (wt=aAt). There also is quit rate b of workers.
In the steady state, the cost of labor for the each variety firm is
wt*=At*a*= At* [a+(b+gt+r-gA)c]

(1)

The demand for labor by variety firms will be
LDt

=ΣL Yi=

l*(r*, a*e

g(s-t)

)

The value of innovation (or the price of patent) is:

32) These implications of growth model mainly come from Jones (1999).
33) The following (augmented) Schumpeterian model comes from Aghion and Howit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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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consumption grows at the rate g, the rate of interest is:
(3)

r=ρ+εgA
We have the following arbitrage equation.
1= λ v(ρ+(ε+1)gA, w+(ρ+εgA+b)c, gA)
Once again, the steady-state growth rate is
gA=λg(N/A)

Therefore, the demand for labor by monopolistic firms is
L

D

=ΣL

Y i=

l*(r*, a*) = l* [ρ+(ε+1)gA, w+(ρ+εgA+b)c]

2. Implication of the Simple model for Economic Growth34)
We can modify the above analysis by assuming R&D uses only labor as the input.
We assume there are no horizontal innovations, B=1 and β=0. Since each
intermediate good Yi is used in the same amount (Y= Yi), C is equal to Y. Per capita
output growth is: gc = gA
With the Romer (1990) production function for new knowledge, the growth rate
of A now depends on R&D effort per variety LA: gA = ΔA/A = δ sR L
Substituting this result yields the growth rate of output per capita in the model
(Jones, 1999)

34) This sub-section may be irrelevant in this paper. But, it’s useful to understand
Schumpeterian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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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 δ sR L
sR: R&D intensity
With β=0, one derives the following results. 1) The scale effect exists. 2) sR also
affects long-run growth.

3. Time Varying Random Coefficient Model(Kim, 2007)
We need to provide multiple equation dynamic system for unemployment and
innovation in state space form.35) We continue '3.1.1 Capitalization Effects' where
estimates of a growth model for unemployment (u) and innovation (and growth g)
are obtained.36)
Parameter heterogeneity across times can be modeled as stochastic variation.
Suppose that we write

yt

= βtxt

+ εt,

where
βt = βt-1 + ut,

ut ∼ N(0, σ)

We examined a simple model of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for technical
35) Diverse time series models can be written and estimated as special cases of a state space
specification. State space models have been applied in the econometrics literature to model
unobserved variables: permanent income, unobserved components, and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There are two main benefits to representing a dynamic system in state space form. First, it
allows unobserved variables(state variables;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to be incorporated
into, and estimated along with, the observed model. Second, it can be analyzed using a
powerful recursive algorithm known as Kalman filter.
36) Generally, the model yt = Xtβ + εt is analyzed within the frameworks of constant
coefficients. It does entail the not entirely plausible assumption that there is no parameter
variation across times. A fully general approach would combine all the machinery of the
traditional models with a model that allows β to vary acros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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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represented by proxy variable, R&D:
ut=α + βtxt + εt
u: the observed rate of unemployment
x: R&D investment
Estimation (considering autocorrelation of parameters) produces the following
results in <Figure>.
We can say that the increase of the estimated random coefficient in the early 1980s
and the late 1990s shows the offsetting effect of creative destruction.

[Figure] Estimation Results for Rate of Unemployment
(Random Coefficient) (Kim, 2007)
One-step-ahead SV1 State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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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에서의 R&D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및 소멸 :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균형
김병우
기술진보에 따른 혁신이 현존 기술을 사용하는 설비로 실행 가능하다면, 투
자자들은 동일한 신규 설비를 더 건설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니게 된다. 이는
‘자본화 효과’로 불리며 공석을 많이 창출하게 되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
게 된다. 그러나 기술진보의 속도가 빨라 기존 설비가 진부화된다면 생산설비
로부터 방출되는 근로자 비중은 높아지고 ‘창조적 파괴’로 불리는 일자리 파괴
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 슘페테리안 성장이론에서 시
사하는 노동시장 균형에 대한 가설을 검정한다. 상당 부분의 추정 및 가설검정
결과는 ‘자본화 효과’의 우위를 시사한다. 본 연구와 김병우(2007) 간의 주된
차별성은 이직률, 구직률, 실업률 등 다양한 노동시장 변수들을 고려한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노동시장 변수와 지식축적 간의 유의한 관계들을 발견하
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자본화 효
과 발생의 미미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핵심용어: R&D 투자, 기술혁신, 경제성장, 창조적 파괴, 자본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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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법의 요율 변경 기준인 적립금/지출 배수는 요율을 낮출 필
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아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도
록 하는 편의(偏倚)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요율 변경 기준의 대안으로 적

적립금피보험자임금총액
립금/지출 배수 대신  으로 정의되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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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배수를 제시한다. 그리고 향후의 논의에서 준비율 배수를 채택할 때에
는 고용보험제도의 성숙 정도에 따라 어떠한 원칙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
를 제시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경기변동 주기 간에 안정적인 추이를 보
이는 시기에는 ‘과거 ○○년간 가장 높았던 ○개 연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평균을 분모’로 하는 준비율 배수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
년간 가장 높았던 3개 연도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평균을 분모로 하고 당해
연도의 적립금/피보험자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이 한 예가 될 수 있
다. 다만, 그 구체적 형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과정에 나타난 실업급여
수급자 특성과 고용보험 재정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준비율 배수, 적정적립금, 수지균형 보험료율, 고용보험

논문접수일: 2010년 5월 3일, 심사의뢰일: 2010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8일
* 고용보험 재정 결산 자료를 제공해 준 노동부와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시장 조기경보시
스템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논문 형태로 보완 발전시킨 것이다.
** (제 1 저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장(hurjj@kli.re.kr)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경영․관광대학 경제금융학과 교수(dhkim@dongguk.ac.kr)

100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2호

I. 연구의 배경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도입되어 올해로 운영 15년째를 맞이했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상을 확립하였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도 제도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 나아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같
은 모성보호에도 기여하여 2009년 현재 연간 수혜자가 14.6만 명에 이르고 있
다. 외환위기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인력수급 불일치
등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처하는 고용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커
져 왔으나, 2009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그 지출 특성으로 말미암아 경기변동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
를 갖는다. 즉 불황기에는 급여 지출이 늘고, 호황기에는 급여 지출이 줄어 경
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경기변동 과정에서 적립금이 증감
하는 추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요율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
우 불경기에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요율을 올리고 호경기에 보험료 수입
을 줄이기 위해 요율을 낮출 수 있다. 그리하여 제도가 지닌 경기안정화 효과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나아가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요
율 조정이 경기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적립금 수준이
과소할 때 초래되기 쉽다.
한편, 지나치게 많은 적립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
은 비임금 노동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급여를 관대하게 지급하자는 주장이나,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정치적 압력을 초래하여 단순한 노동비용 증가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와 독일의 경험을 고찰해 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사용 가능한 기금이 풍족할 때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정치적 고려에서 고용보험제도에 도입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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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esselman, 1983; 허재준 外, 2003). 이들 국가의 고용보험 재정 경험을 타
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엄밀한 재정 전망에 기초하여 적정 요율의 보험료를 부과
하고 적절한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 요율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
적절한 고용보험 적립금 운영 전략은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지출 패턴이 안정화되지 않은데다가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해 향후에도 건강보험 요율과 함께 증가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과 함께 2010년 현재 사회보험 요율이 사업주 부담 직접
노동비용의 18.5%에 이르고, 근로자 부담분까지 합할 경우 26.3%에 이르는 점
에 비추어 보면(부표 참조) 사회보험의 역할과 기업 활동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
한 고려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더해 가리라고 판단된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을 계기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 직접적 영향 아래 놓이게 됨에 따라 2009년 고용보험사업 지출액이 급증했
다. 1997～98년의 외환위기 당시에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협소하였던 탓에
위기의 강도는 2008～09년보다 더 컸지만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지출 증가는
오히려 크지 않았다. 반면, 2008～09년의 경제위기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
용될 만큼 충격의 크기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사업의 지출은 크게 증
가했다. 이처럼 지출이 증가한 데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악화와 고용
보험 프로그램의 역할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
되고 제도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고용보
험제도가 더욱 성숙해 감에 따라 요율 조정 체계 또한 그에 맞추어 세련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허재준ㆍ김동헌(2002)은 허재준ㆍ김동헌ㆍ성재민(2001)의 추계모형과 ‘준비
율 배수’ 개념에 입각하여 고용안정사업은 0.2%포인트의 요율 인하가 필요하
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0.15%포인트의 요율 인상이 필요하며, 실업급여사업은
장기실업상태의 자발적 이직자 급여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비록 모성보호급
여제도가 도입되고 일용직 근로자의 적용 확대로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요율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한 바 있다.1)
1) 준비율 배수는 ‘역대 수지균형보험료율(=지출/피보험자 임금총액)의 최댓값’을 분모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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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재준․김동헌ㆍ장은숙(2003)에서는 캐나다 요율 조정 방식의 역사적
전개와 재정 경험을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요율 조
정 방식에는 요율 조정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적정적립금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요율 구조를 자동적으로 적용시키는 촉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
책의 내부 시차가 길어지고 고용보험제도의 경기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을 저
해할 요소가 존재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러한 진단에 의거하여 고용보험법
에 요율 조정에 대한 준칙을 설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탄력적으로 요율을 조정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허재준ㆍ김주영ㆍ윤미례(2008)는 2007년까지의 고용보험 재정 추이와 그 이
후의 재정 전망을 통해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요율조정이 필요하
다고 진단한 바 있다. 2008～09년의 경제위기에 따른 지출 급증으로 말미암아
2009년의 고용보험 재정 적립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이 2조
7,272억 원, 실업급여 재정이 3조 5,310억 원으로 급감하여 더 이상 요율 조정
을 미룰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가동된 노사정위원회의 고용보험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탄력적 요율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변동요율제 도입
을 위한 적정적립금 기준을 고용보험법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법 제84조는 고용보험 기금의 여유자금 적정규모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경우 연말 적립금이 해당 연도 지출액의 1～1.5배,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연말 적립금이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2.0배 수준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보더라도 2009년 말의 고용보험 재정은 고
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이 2009년 지출액의 1.24배, 실
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이 2009년 지출액의 0.78배에 불과하여 요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채택된 현행
요율 변경 기준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요율 변경 기준인
지출 대비 누적적립금의 비율(이하 ‘적립금/지출 배수’로 칭함)은 요율을 낮출
‘당해 연도의 누적적립금/피보험자 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준비율 배수
와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Vroman(1990, 1998)과 허재준․김동헌․성재민(2001)의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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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편의(偏倚)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현행 요
율 변경 지표인 적립금/지출 배수보다는 ‘준비율 배수’를 요율 조정의 준거점으
로 삼아야 할 필요성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
후 고용보험 재정 운영이 경기안정화 작용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
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은 고용보험제도 출범 후 2009년까지의
고용보험 재정 추이를 살펴본다. 제III장은 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
원회에서 채택하고 현행 고용보험법에 반영된 적정적립금 규모 판단 기준의 내
용을 설명한다. 제IV장은 현행 적정적립금 지표의 특성 및 한계와 본고가 적정
적립금 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준비율 배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양자의 비교를 통해 왜 준비율 배수가 더 적절한 지표인지에 대한 근거
를 제시한다. 제V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Ⅱ. 고용보험 재정 추이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에 출범한 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고용보
험사업의 지출은 제도 도입 당시의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 그리하여 동 기간
축적되었던 적립금은 외환위기 직후 재정 고갈 없이 노동시장정책을 펼 수 있
는 기반이 되었고 경제안정화에 기여하였다. 1997년까지는 실업률이 낮았을 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 주체(근로자와 사업주)들이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려고 하는 의지도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 재정이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 경제
주체들이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자 1998년과 1999년에 전체 고용
보험 지출은 보험료 수입을 각각 21.9%, 3.2% 초과하고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의 86.5%, 85.2%에까지 이르렀다(그림 1).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실업률이 7.0%까지 급등하고, 선진국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일단 증가한 실업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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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용보험 재정 지출 추이

(a) 보험료 수입 대비 지출

(b) 전체 수입 대비 지출

자료: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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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용보험 요율의 변화
(단위 :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전 체

1995～98

1999～2002

2003～2009

0.2

0.3

0.15

0.1/0.3/0.5
(0.2259)

0.1/0.3/0.5/0.7
(0.3740)

0.1/0.3/0.5/0.7
(0.3449)

0.6

1.0

0.9

약 1.0259

약 1.6740

약 1.3949

주: ( ) 안은 각 연도 전 사업체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평균치를 다시 해당 기간
동안 평균한 값임.
자료: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그리하여 정부는 1999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고용안정사업
요율은 0.2%에서 0.3%로, 실업급여 요율은 0.6%에서 1.0%로 인상함으로써 고
용보험 요율은 총 0.5%포인트 인상되었다(표 1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
험제도의 특성상 고용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상용
직 위주의 피보험자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출에도 한계가 있었고, 사중효과
와 대체효과가 큰 임금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도 대폭적
인 지출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게다가 1999년 하반기부터 노동시장이급속히
호전되었다.
요율 인상 효과와 노동시장 상황 호전이 겹쳐 2000년 고용보험 재정 지출은
수입의 49.4%로 하락하였고 적립금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4년 후인 2002년에 정부는 다시 요율 인하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3년 1월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요율은 0.3%에서 0.15%로, 실
업급여 요율은 1.0%에서 0.9%로 인하함으로써 고용보험 요율은 총 0.25%포인
트 인하되었다.
[그림 2]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과 실업급여 재정
의 지출과 실업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급여의 재정 지출은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02～08년간에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이러한 추세를 넘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지출은 실업률이
증가한 2002～04년간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감소한 2000～02년 및 2005～07년

106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2호

[그림 2] 고용보험사업 지출과 실업률 추이
(단위 : 10억 원,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 고용보험재정 내부 결산자료.

[그림 3]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 추이

자료: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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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용보험 재정 추이
(단위 : 억 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정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사업
654
직업능력개발사업
749
실업급여
1,985
전체
3,389
고용안정사업
1,510
직업능력개발사업
1,714
실업급여
4,552
전체
7,777
고용안정사업
1,789
직업능력개발사업
2,097
실업급여
5,288
전체
9,174
고용안정사업
1,948
직업능력개발사업
2,078
실업급여
5,742
전체
9,768
고용안정사업
3,065
직업능력개발사업
4,015
실업급여
9,367
전체
16,447
고용안정사업
3,782
직업능력개발사업
4,726
실업급여
11,970
전체
20,478
고용안정사업
4,647
직업능력개발사업
5,765
실업급여
14,864
전체
25,276
고용안정사업
5,070
직업능력개발사업
6,020
실업급여
16,075
전체
27,165
고용안정사업
3,176
직업능력개발사업
6,618
실업급여
16,142
전체
25,936

수입
655
750
1,986
3,390
1,601
1,822
4,835
8,258
2,012
2,363
5,985
10,361
2,720
2,906
8,069
13,695
3,732
5,217
10,822
19,771
4,482
5,378
13,309
23,169
5,493
6,460
16,696
28,649
5,951
6,767
17,979
30,697
3,802
7,351
17,508
28,661

지출
18
7
15
39
125
100
140
364
200
656
834
1,689
1,110
2,708
8,089
11,907
2,026
5,310
9,632
16,968
1,321
5,026
4,998
11,345
1,551
5,121
8,821
15,493
1,279
5,593
9,130
16,003
1,194
5,939
11,375
18,508

수지차
637
743
1,971
3,351
1,476
1,722
4,695
7,894
1,813
1,707
5,151
8,672
1,609
198
-20
1,788
1,706
-93
1,190
2,803
3,145
342
8,282
11,769
3,942
1,338
7,875
13,155
4,672
1,174
8,849
14,694
2,608
1,412
6,133
10,153

누적적립금
637
743
1,971
3,351
2,113
2,465
6,666
11,245
3,926
4,172
11,818
19,916
5,536
4,370
11,798
21,704
7,242
4,277
12,988
24,507
10,386
4,619
21,270
36,276
14,329
5,957
29,145
49,431
19,000
7,131
37,994
64,125
21,608
8,542
44,127
7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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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계정

2004

수입

지출

수지차

누적적립금

고용안정사업

3,164

4,464

1,473

2,991

24,599

직업능력개발사업

7,292

8,340

6,424

1,916

10,456

18,347

21,145

15,844

5,301

49,428

28,803

33,949

23,741

10,208

84,486

고용안정사업

3,413

4,409

2,745

1,665

26,264

직업능력개발사업

8,062

9,171

7,525

1,646

12,105

20,320

22,454

19,054

3,400

52,828

전체

31,796

36,036

29,323

6,711

91,179

고용안정․직업능력

12,263

15,563

15,694

-132

38,237

21,865

25,412

22,842

2,570

55,398

전체

34,128

40,975

38,537

2,438

93,635

고용안정․직업능력

13,096

15,531

20,226

-4,695

33,542

23,277

26,063

27,132

-1,069

54,329

전체

36,373

41,594

47,358

-5,764

87,871

고용안정·직업능력

13,933

16,430

18,467

-2,037

31,506

25,752

28,628

32,290

-3,662

50,667

전체

39,685

45,058

50,757

-5,699

82,173

고용안정․직업능력

14,964

17,717

21,951

-4,234

27,272

26,928

29,937

45,294

-15,357

35,310

41,892

47,655

67245

-19,591

62,582

실업급여
전체

2005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2006 실업급여

2007 실업급여

2008 실업급여

2009 실업급여
전체

주: 2006년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기금이 통합․운영됨.
자료: 노동부.

간에도 증가했다. 자격을 갖추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던 실직자들이 줄
고 적극적으로 실업급여를 활용하는 실직자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0～04년 기간을 제외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출도 실업률
추이와 독립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리하여 2007년에는 급기야 전체 지
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은 2000년 3조 6,000억 원, 2006년 9조 3,635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07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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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7,871억 원으로 감소했다(표 2). 그에 더하여 2008년 9월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들게 되자 2008～09년 고용보험 기
금의 지출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적립금은 2008년 말 8조 2,173억
원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6조 2,582억 원으로 급락하였다. 이처럼
지출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노동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고용보험 프로그램의
역할 증대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외환위기 이후 전 사업장으로 확
대되고 제도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합의안에 따라 탄
력적 요율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적립금 기준이 고용보험법에 반영되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84조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1.5배,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해당 연도 지출
액 1.5～2배를 고용보험 기금의 적정적립금 규모로 정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실업급여의 지출 대비 누적적립금의 비율은 0.78이며,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출 대비 누적적립금의 비율은 1.24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출 규모를 고려
할 때 고용보험 적립금이 적정 규모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 고용
보험법에 의한 요율 조정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적정적립금 규모 판단 기준

고용보험의 적정적립금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정적립금 지표’와 적정
적립금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수치, 즉 ‘지표 배율 수준’ 양자가 존재해야 한다.
적정적립금 지표에는 지출과 수입 간의 비율, 준비율 배수 등이 존재한다. 지출
과 수입 간의 비율도 수입이나 지출을 어느 해의 수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준비율 배수도 지출이 많았던 해를 하나만 고려할 것인지 복수로 고려
할 것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된 지표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정적
립금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는 어떤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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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적립금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지표가
우월한가에 대한 논의를 자세하게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는 우선 2008년 5월 노
사정위원회의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적립금 지표와 그 수
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합의 내용 중에서 요율 조정 체계에 관한 부분은
다음 [글상자]와 같다.

[글상자]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요율조정체계 관련 부분

4.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립금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이에 연계된 합리적인 요율조정체계를 마련한다.

4-1. 안정적인 여유자금을 확보하면서도적립금이 과다하게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립금 규모를 실업급여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5배 이
상 2.0배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0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4-2. 적립금이 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율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하되, 요율 조정은 경
제성장률, 실업률, 임금상승률,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제도 개선, 수지
율(수입/지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3. 보험료율의 적기 조정을 위하여 요율 변경 방식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
는 한도(1000분의 30) 내에서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현행 고용보험 요율은 대통령령에서 요율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84조, 보험료징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시행령 개정을 거
쳐야만 요율 변동이 가능한 현재의 요율 체계는 경기변동 등에 따른 적립금의
과다․과소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적정적립금에 연계된
유연한 요율 조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허재준, 2002; 허재준, 2007).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노사관계 주체의 요율 인상 저항 때문에 일단 요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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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면 인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정부는 요율 인하에 소극적인 경향
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율 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법에 요율이 자동 조절되는 상황에 대한 준칙을 설
정해 두고, 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정 추계 작업을 통해 4～5년 내에
적정적립금 수준이 달성되도록 자동적으로 요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2)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고용보험의 제도발전 사항을 논의하면서 탄력적 요율 변경 방식 도입
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08년 5월 7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립금을 당해 연도 지출액의 1.0～1.5배, 실업급여의 적립금 역시 당해 연도
지출액의 1.5～2.0배 수준에서 유지하고 적립금 수준이 이를 벗어나거나 벗어
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하기
로 하였다. 요율 조정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임금상승률, 피보험자 수, 고용보
험제도 개선, 수지율(수입/지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요율 변경 방
식은 현행 보험료 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1,000분의 30) 내에서 고용보
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기로 하였다.

Ⅳ. 적정적립금 지표의 선택

1. 준비율 배수의 정의
여기서는 적립금/지출 배수보다 준비율 배수가 더 적절한 지표임을 보이고
향후 지표를 보완하려는 논의가 있을 때에 채택할 적정 지표에 대해서 논하고
자 한다. 적정적립금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탄력적 변동요율체계를 택하
는 목적은 고용보험 요율체계를 적정적립금 규모에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다한 적립금이 쌓이지 않도록 하면서도
기금 고갈의 위험도 예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2) 4～5년 내에 적정적립금 수준이 달성되도록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경기변동 주기가 4년 남짓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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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2008년 5월 합의하여 도입한 기준은 과거보다는 기금 운용
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가 가능하다. 그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과다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적
립금 규모에 따른 탄력적 요율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당분간 유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개
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적절한 모형에 입각하여 고용보험 재정 추이를 전망
해 볼 때 양 계정에서 각각 0.4%포인트와 1.1%포인트의 요율 인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힘입은 바도 크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한 기준인 적립금/지출 배수는 요율을 낮출 필요
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어야 한다
는 판단을 하게 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그 이유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준비율 배수의 정의를 환기해 두자. 준비율
배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준비율배수  

적립금  피보험자임금총액 
역대수지균형보험료율의최댓값

(1)

지출

매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로 정의된다. 따라서 T기의
피보험자임금총액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과거 어느 시점의 수지균형 보험료율보다 높다고 가정하
면, T기의 준비율 배수는 다음과 같이 적립금/지출 배수와 동일하게 된다.
준비율배수  

적립금  피보험자임금총액 
적립금 

지출 
지출  피보험자 임금총액 

(2)

2. 적립금/지출 배수와 준비율 배수의 비교
<표 3>은 그 동안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까
지의 기간을 보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1999년도에 역대 최댓값을 보이고 있
고, 2007년에는 당해에 역대 최댓값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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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전체 계정에서는 당해에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역대 최댓값이지만, 고용안
정․직업능력개발사업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여전히 2007년의 값이 역대 최댓
값이었다. 따라서 2006년까지의 기간에서 준비율 배수의 분모는 역대 최댓값을
보인 1999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값인 반면, 2007년까지의 기간에서 준비율
배수의 분모는 2007년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값이 된다. 2009년까지의 기간
에서 실업급여와 전체 계정 준비율 배수의 분모는 2009년도의 수지균형 보험
료율 값이 되겠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준비율 배수의 분모는
여전히 2007년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값이 된다.
2006년도말의 적립금이 알려진 2007년의 어느 시점에 적정적립금 규모와 적
정요율을 판단하고 있다고 상정해 보자. <표 4>는 2006년까지 그 수치가 가장
높았던 1999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분모로 하여 계산한 준비율 배수이다.
준비율 배수를 적정적립금 판단을 위한 지표로 삼은 경우 2007년도에는 <표
4>의 마지막 열에 이탤릭체로 나타난 2006년도의 준비율 배수를 두고 판단할
것이다. 적립금/지출 배수를 적정적립금 판단을 위한 지표로 삼은 경우 <표 5>
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2006년도 열을 두고 판단할 것이다.
<표 3> 수지균형 보험료율(=지출/피보험자 임금총액)
(단위 :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고안ㆍ직능 0.01 0.03 0.10 0.39 0.72 0.51 0.43 0.41 0.34 0.37 0.45 0.65 0.78 0.65 0.73
실업급여

0.00 0.02 0.09 0.85 1.03 0.42 0.59 0.57 0.63 0.78 0.84 0.94 1.05 1.13 1.51

전체

0.02 0.08 0.19 1.22 1.66 0.90 1.00 0.95 0.87 1.13 1.29 1.59 1.83 1.17 2.25

자료: 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표 4> 준비율 배수 : 2005～07년에 계산한 경우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고안ㆍ직능 0.59 0.84 1.26 1.42 1.57 1.66 1.82 2.15 1.98 2.32 2.35 2.19
실업급여
전체

0.58 0.84 1.30 1.20 1.35 1.73 1.91 2.30 2.39 2.36 2.28 2.22
0.62 0.93 1.89 1.95 2.12 2.45 2.71 3.22 2.97 3.41 3.43 2.32

자료: 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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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적립금/지출 배수
95
96
97 98
고안
55.99 20.39 9.47 2.59
ㆍ직능
실업
134.48 50.65 14.17 1.46
급여
전 체 85.27 30.87 11.79 1.82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57 2.35 3.04 3.80 4.23 4.44 3.74 2.44 1.66 1.71 1.24
1.35 4.23 3.30 4.16 3.88 3.12 2.77 2.43 2.00 1.57 1.57
1.44 3.18 3.19 4.01 4.01 3.56 3.11 2.43 1.86 1.62 0.93

자료: 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표 4> 및 <표 5>에 의하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의 준
비율 배수는 각각 2.19, 2.22 수준인 반면 적립금/지출 배수는 각각 2.44, 2.43
수준이다. 2006년에는 이처럼 양자 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지
만, 2002～04년의 상황이었다면 매우 다르다.
이제 <표 4>와 <표 5>에서 볼드체로 된 2000～04년간의 준비율 배수 추이와
적립금/지출 배수 추이를 비교해 보자.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한 고용안정ㆍ직업
능력개발사업의 적립금/지출 배수 구간[1.0, 1.5]과 실업급여의 적립금/지출 배
수 구간[1.5, 2.0]에 비추어볼 때 준비율 배수가 적립금/지출 배수보다 훨씬 보
수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립금/지출 배수는 2.35～4.44에 이르는 반면 준비율 배수는 1.66～2.32 수준
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실업급여의 적립금/지출 배수는
3.12～4.23에 이르는 반면 준비율 배수는 1.73～2.3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준비율 배수를 이용했다면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했을 2000～04년과 같은
시점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한 적립금/지출 배수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요율
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낳기 쉬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립금/지출 배수 1.0～1.5배 값이
나 실업급여의 적립금/지출 배수 1.5～2.0배 값을 적정적립금 기준으로 채택한
경우 요율을 낮추어서는 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적립금/지출 배수를 적정적립금 지표로
삼으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한 바대로 그 값의 1.0～1.5배(고용안정ㆍ직업능
력개발사업)나 1.5～2.0배(실업급여)를 준거 값으로 삼는 것은 적립금을 과소하
게 보유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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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준비율 배수 : 2008～09년에 계산한 경우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고안․직능 0.54 0.78 1.16 1.30 1.44 1.52 1.67 1.98 1.82 2.13 2.16 2.01 1.66 1.41
실업급여

0.57 0.82 1.28 1.18 1.32 1.69 1.87 2.25 2.35 2.31 2.23 2.17 2.00 1.69

전체

0.56 0.84 1.71 1.77 1.93 2.22 2.46 2.92 2.69 3.10 3.11 2.11 1.86 1.57

자료: 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이제 2008년이나 2009년의 어느 시점에 적정적립금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2007년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99년도의 그것을 능가한다. 따라
서 이제 2007년의 준비율 배수는 2007년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분모로 한
지표가 된다. 식 (2)에서 보인 것처럼 2007년도의 준비율 배수 분모는 2007년
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과 같아 2007년도에는 <표 5> 및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준비율 배수와 적립금/지출 배수의 지표 값이 일치한다.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양 지표 값이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진동하
는 형태를 띠게 되면 2002년과 2003년에 대해 적립금/지출 배수에는 변화가 없
는 반면 준비율 배수는 이전보다 더 보수적인 값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표 4>～<표 6>을 비교해 보면 적립금/지출 배수 지표
값은 준비율 배수 지표 값에 비해 변동성이 훨씬 크며,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아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도록 하는 편
의(偏倚)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은 실업급여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2009년에 최고 수준을 경신함으
로써 다시 계산된 준비율 배수이다. 2010년에 실업급여의 준비율 배수를 계산
해 보면 0.78이며 <표 6>의 경우보다 더욱 보수적 수치가 도출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장 보수적인 값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역대 경기변동 과정의 수지균
형 보험료율의 민감성이나 경기탄력성 분석을 행하여 변형된 준비율 배수를 정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준비율 배수의 분모를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높았던
세 해의 평균치로 정하는 것 등이 그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용보험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해 아직 지출 추이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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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준비율 배수 : 2010년에 계산한 경우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고안․직능 0.54 0.78 1.16 1.30 1.44 1.52 1.67 1.98 1.82 2.13 2.16 2.01 1.66 1.41 1.17
실업급여

0.39 0.57 0.89 0.81 0.92 1.17 1.30 1.56 1.63 1.60 1.55 1.51 1.39 1.17 0.78

전체

0.46 0.69 1.39 1.44 1.57 2.45 2.00 2.38 2.19 2.52 2.53 1.72 1.51 1.28 1.51

자료: 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다가 경기변동상의 충격에 의한 지출 증가폭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준비율 배수를 채택한다면 보수적 기준인 역대 수지균형 보험
료율의 최댓값을 분모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변동성이 큰 지표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작은 지표를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점에만 주목하더라도 변동
성이 작은 준비율 배수가 적립금/지출 배수에 비해 더 우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아
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도록 하는 편의(偏倚)를 갖고 있는 지표보다는 그러한
편의를 갖지 않는 지표가 우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사
정위원회가 채택한 적립금/지출 배수보다는 허재준 外(2001)가 제안한 바 있는
준비율 배수를 변형시킨 지표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추후 적절
한 시점에는 요율 조정의 준거 지표를 적립금/지출 배수보다는 준비율 배수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것이다.
준비율 배수를 기준으로 택해야 한다고 주장할 주체조차 노사정위원회 논의
에서 적립금/지출 배수를 준거점으로 택하기를 원했고, 당분간 고용보험 재정
지출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매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준비율 배수의 분모
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번 최종 합의문이 채택한 기준에 의거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재정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
는 책임을 갖고 있는 노동부는 특히 적립금/지출 배수가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니
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주체들도 이 점을 고려하고 추후 적절한 시기에 요율 조정의
준거 지표를 준비율 배수 개념에 입각한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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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에 채택해야 할 준비율 배수의 형태
현재에는 고용보험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해 아직 지출 추이가 안정화되지 못
하고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다가 경기변동상의 충격에 의한
지출 증가폭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준비율 배수를 채택한다면 보수적으로
‘역대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최댓값을 분모로 하고 당해 연도의 적립금/피보험
자 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향후 10년
내외의 시간이 더 흐른 뒤 요율 조정 준거점을 준비율 배수로 바꾼다면, 이보다
는 ‘지난 20년간 가장 높았던 3개 연도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평균을 분모로 하
고 당해 연도의 적립금/피보험자 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과 같이 정의되
는 준비율 배수 지표가 더 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그 즈음에는 역대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최댓값을 분모로 하는 준비율 배수를
기계적으로 채택하기보다는 어떻게 정의한 준비율 배수 지표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준비율 배수를 정의할 때 ‘과거 ○○년간
가장 높았던 ○개 연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평균을 분모’로 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과정에 나타난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고용보험
재정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1995년 고용보험제도 출범 후 2009년까지의 고용보험 재정
추이를 살펴보고 현행 고용보험법이 채택하고 있는 적정적립금 규모 판단 기준
의 특성 및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와 함께 준비율 배수를 적정적립금
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현행 고용보험
법의 요율 변경 기준인 적립금/지출 배수는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아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도록 판단하게 하는 경향
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립금/지출 배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준비율
배수는 이러한 편의(偏倚)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더 우월한 적정 적립금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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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준비율 배수를 적정적립금 판단 기준으로 채택할 때에는 고용보
험제도의 성숙 정도에 따라 변용된 원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경기변동 주기 간에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시기가 되면 ‘과거 ○○년
간 가장 높았던 ○개 연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평균을 분모’로 하는 준비율
배수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년간 가장 높았던 3개 연도 수지
균형 보험료율의 평균을 분모로 하고 당해 연도의 적립금/피보험자 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이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형태는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 과정에 나타난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고용보험 재정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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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

<표 A-1> 사회보험 요율 : 2005년
(단위 : %)

사업주

근로자

전체

산재보험

1.62

-

1.62

건강보험

2.155

2.155

4.31

국민연금

4.50

4.50

9.00

고용보험

0.954

0.45

1.404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소계

9.269

7.105

16.374

8.30

-

8.30

18.539

7.105

24.704

퇴직(연)금
전체

주: 산재보험 요율은 전 업종 평균 요율, 고용보험 요율은 2009년도 전 사업체 평균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3544%를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임.

<표 A-2>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 요율 : 2005년
(단위 : %)

사업주

근로자

전체

산재보험

1.62

-

1.62

건강보험

2.155

2.155

4.31

국민연금

4.50

4.50

9.00

고용보험

0.70

0.45

1.1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소계

9.02

7.11

16.12

퇴직(연)금
전체

8.30
18.03

8.30
7.11

24.45

주: 산재보험 요율은 전 업종 평균 요율, 고용보험 요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 직업능
력개발사업 요율 0.1%를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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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최소ㆍ최대값 : 2005년
(단위 : %)

최소

최대

산재보험

0.50

61.10

1.62

건강보험

2.155

2.155

2.155

국민연금

4.50

4.50

4.50

고용보험

0.65

1.25

0.9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0.04

0.04

소계

7.845

69.045

9.265

8.33

-

8.33

퇴직(연)금
전체

16.18

69.05

평균

17.60

<표 A-4> 사회보험 요율 : 2010년
(단위 : %)

사업주

근로자

전체

산재보험

1.80

-

1.80

건강보험

2.665

2.665

5.33

국민연금

4.50

4.50

9.00

고용보험

0.950

0.450

1.400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노인장기요양보험

0.175

0.175

0.35

소계

10.130

7.790

17.920

8.33

-

8.33

18.46

7.79

26.25

퇴직(연)금
전체

주: 산재보험 요율은 전 업종 평균 요율, 고용보험 요율은 2009년도 전 사업체 평균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3502%를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임.

122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2호

<표 A-5>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 요율 : 2010년
(단위 : %)

사업주

근로자

전체

산재보험

1.80

-

1.80

건강보험

2.665

2.665

5.33

국민연금

4.50

4.50

9.00

고용보험

0.70

0.45

1.1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노인장기요양보험

0.175

0.175

0.35

소계

9.88

7.79

17.67

8.33

-

8.33

17.96

7.79

26.00

퇴직(연)금
전체

주: 산재보험 요율은 전 업종 평균 요율, 고용보험 요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 직업능
력개발사업 요율 0.1%를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임.

<표 A-6>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최소․최대값 : 2010년
(단위 : %)

최소

최대

평균

산재보험

0.60

36.00

1.80

건강보험

2.665

2.665

2.67

국민연금

4.50

4.50

4.50

고용보험

0.65

1.25

0.9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0.04

0.04

노인장기요양보험

0.175

0.175

0.175

소계

8.63

44.63

10.13

8.33

-

8.33

16.96

44.63

18.46

퇴직(연)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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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the Current Measure of
Employment Insurance Fund Adequacy and
Reserve Ratio Multiple as an Alternative Measure
Jai-Joon Hur․Dong-Heon Kim
The measure of Employment Insurance fund adequacy as currently
specified in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which is the ratio of
year-end accumulated surplus to benefit payments, has a bias toward
reducing contribution rates, even when such adjustment is unnecessary or
undesirabl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measure called the reserve
ratio multiple (RRM) as an alternative measure to test fund adequacy.
The reserve ratio multiple is a quotient that is computed from two
ratios. The denominator is benefit outlays as a percentage of total
covered payrolls in the highest cost year, while the numerator is total
net reserves at the end of the current year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otal covered payrolls for the year. For the coming years, this simple
RRM measure seems to be adequate to be used to test fund adequacy.
But we recommend, as an example, an RRM with an high-cost rate
measured as the average of the three highest-cost 12-month periods in
the past 20 years, after more than 10 years later. Indeed, specific forms
of the RRM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UI
recipients and historical developments in Employment Insurance funds.
Keywords : reserve ratio multiple, employment insurance fund adequacy, break-even
contribution rate, employm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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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

손종칠

본고는 은퇴자의 특성을 심도 있게 반영하고 있는「고령화연구패널」1차
년도 자료를 이용해 은퇴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은퇴 결정 및 은퇴 만
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이변량 로짓(logit)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기존 문헌이 연령이나 대용변수를 이용해 은퇴자를 간접적으로 설
정한 후 ‘취업․미취업’ 분석에 집중한 반면 본고는 설문조사상의 주관적인
‘은퇴’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노동-은퇴’에 대한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
다. 패널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 45세 이상 중고령자는 대체로 축적된 순
자산 규모가 저조한 가운데 노후소득도 가족․친지들의 용돈 등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 노후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은퇴 결정에는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직 관행으로 인해 ‘연령’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으며 자녀의 교육비, 건강 상태, 은퇴 후 연금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도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자발적 은퇴, 좋지 않은 건강 상태, 작은 규
모의 부동산 보유 등은 은퇴 만족도를 낮춘 반면, 은퇴 당시의 일자리 형태
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고령화, 중고령자, 은퇴, 은퇴 만족도, 로짓(logi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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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을 세심히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jcson@bok.or.kr)

126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2호

I. 머리말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이 다시 심화되었다.
지난 외환위기 때와 달리 최근에는 임시․일용직 및 중․고령층의 실업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와 한계근로자의 실업 증가는 향후 성
장잠재력 약화와 재정수지 악화 등 경제․사회적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은퇴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령층
의 고용상황에 주목하여 2005년 기준「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이용해 은퇴자
의 특성을 분석하고 특히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 및 은퇴 만족도
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이변량 로짓(logit) 모형 등을 이용해 실증분석을 시
도하였다.
미국과 유럽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Feldstein
(1974) 이래로 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공적 연금소득의 관대성과
중고령자의 (조기)은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주종을 차지해 왔다. 한편 공적
연금소득이 아직 광범위하게 정착되지 못한 국내의 경우는 공적 연금소득의 관
대성과 은퇴 결정 간의 상관관계 분석보다는 박경숙(2003), 안종범․전승훈
(2004), 성주미․안주엽(2006), 엄동욱(2008), 장지연 外(2008)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00년대 들어 노동패널 자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중고령자의 취
업-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때 대다수의 논문에
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은퇴’를 정의하고 있거나, 최승현(2006)의 경우처럼
‘향후 예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대답한 경우’ 등과 같은 간접적 변수들
을 대용변수로 이용해 ‘은퇴’를 정의한 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반해
본고는「고령화연구패널」
상의 ‘은퇴’ 여부에 관한 설문에 명확하게 ‘예’라고
주관적인 답변을 한 중고령자 집단을 은퇴자로 분류해 상기의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해 본고는 기본적으로 Quinn(1977)의 모형을 원용하였으며 기존 문
헌에서 다양하게 사용한 인구학적 배경, 건강 상태, 고용, 소득 및 자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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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우선 최근의 고령화 진전 상황과
은퇴자의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중고령자의 은퇴 결정요인 등
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이변량 로짓 모형을 통해 은퇴 결정요인 및 은퇴
만족도 추정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IV장은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최근의 고령화 진전 상황 및 은퇴자 성향

1. 최근의 고령화 진전 상황
우리나라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1)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2050년이 되면 일본과
함께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노령인구 수를 14세 미만 인구 수로 나눈 비율)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 지수는 2050년에는 429로 선진
국(170)의 2.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
화사회(65세 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는 수준)에 들어섰으며 2018년경에 고령
사회(65세 인구 비율이 14% 초과하는 수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노령화 지수 추이
(단위 : %)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26

28

37

51

69

83

선진국

90

97

117

146

164

170

개도국

17

20

28

40

57

72

한 국

47

68

126

214

315

429

전 세계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결과』, 2006.
1) 2005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OECD 평균 1.65명보다 낮다(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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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 고령화(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 속도의 국제비교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한국

7%
1970
1864
1932
1927
1942
2000

도달 연도
14%
1994
1979
1972
1988
2014
2018

20%
2006
2019
2010
2008
2030
2026

증가 소요 연수
7%→14%
14%→20%
24
12
115
40
40
38
61
20
72
16
18
8

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인구통계자료집』, 2003.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10년 내 베이비붐 세대 등이 노령인구에 신규 편입2)
하게 되면 고령화 속도는 서구 및 일본보다도 더욱 빠를 가능성이 있다. 즉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7%에서 20%에
도달하는 데는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선진국의 36∼155년과 비
교했을 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
는 인구 10명 중 3.4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전망이다. 한편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청년실업률과 더불어 경기침체에 취약한 한계계층인 임
시․일용직의 60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임금근로
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30~59세 연령대를 중심으로
2004년 37%를 정점으로 최근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60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동 비중은 67%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연령대별 추이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3

전체

32.6

37.0

36.6

35.5

35.9

33.8

33.4

15~29세

31.7

35.0

35.1

33.0

33.4

32.9

32.0

30~59세

30.5

35.4

34.8

33.7

34.0

31.3

30.8

60세 이상

65.9

67.7

66.7

69.0

66.0

65.7

67.0

자료: 통계청 KOSIS,「연령-근로형태별 취업자」.
2) 현대경제연구원(2009)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712만 명 중 임금근로자 311
만 명이 2010~2018년까지 퇴직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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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퇴자 성향
본고에서 실증분석에 이용되는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고령화 진전에 대
한 이해 및 정책 수립에 활용코자 45세 이상 10,254명의 샘플조사에서 수집한
「고령화연구패널(KLoSA)」이다. 동 연구 패널은 2005년 기준으로 2006년 중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말 처음으로 공표되었다. 본고에서는 1차년도 패
널자료3)를 이용했다.
동 패널자료에서 은퇴란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
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동 패널에 나타난 실제 은퇴연령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연령은 57.0세이며, 남자는 59.5세로 여자 53.2세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자 지
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55.7세로 가장 빠르게 은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는58.0세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남성, 임시․일
용직(60.5세)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61.1세)의 경우 대체로 여타 종사자보
다 노동시장에오래 남아 있는 반면, 상용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49.4세로 가장
빠르게 은퇴하여 성별에 따른 은퇴연령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4> 중고령자의 실제은퇴연령
은퇴자 전체1)
임금근로자
2)

상용직
표본수
전체
남자
여자

1,898
57.0
59.5
53.2

1,322
56.5
59.0
52.6

969
55.7
58.6
49.4

임시
일용직3)
353
58.8
60.5
57.6

자영업자
종업원
있음
576
173
58.0
57.7
60.6
59.9
54.4
52.5

종업원
없음
403
58.2
61.1
55.0

주: 1)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2)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3)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3) 1차 기본자료 및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한 수정자료(imputed data)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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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취업 중고령자의 희망은퇴연령 비중
남자
표본수
55세 미만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건강허락1))

3,553 2,453
1.4
0.4
8.2
7.5
14.1 12.4
76.4 79.7
(52.2) (51.4)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여자
임시
종업원 종업원
상용직
일용직
있음
없음
1,100 1,866 1,289
577
1,687
307
1,380
3.5
1.9
1.6
2.6
0.7
1.0
0.7
9.8 13.2
17.2
4.3
2.6
4.6
2.2
17.8 18.6
20.4
14.7
9.0
14.7
7.8
68.9 66.2
60.7
78.3
87.7
79.8
89.4
(53.9) (46.4) (42.7) (54.6) (58.5) (52.4) (59.9)

주: 1)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표기한 경우를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1)

<표 6> 은퇴자 의 소득 구성
금융 부동산 국민연금
2)
3)
소득 소득
소득

1인당
월평균(만원)
구성비(%)
수급자
월평균(만원)
수급률6)(%)

공무원
기타
사회보장 개인연금
연금
이전
4)
소득
소득
5)
소득
소득

소계

11.7

1.4

4.0

11.1

3.2

0.7

18.7

50.8

23.1

2.7

7.8

21.8

6.4

1.4

36.9

100.0

81.3

47.9

30.7

143.9

10.9

43.3

30.6

14.4

2.8

12.9

7.7

29.6

1.7

61.3

주: 1) 전체 2,028개 표본 중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은퇴한 1,898개 표본 기준.
2)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3) 소유한 모든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 지대 등의 정
기적인 수입/
4) 실업급여, 산재급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급여, 보훈연금급여, 기타사회복지수당
등을 포함.
5) 자녀, 부모, 기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총 금액.
6) 전체 은퇴자 중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는 은퇴자의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한편 2005년 기준 취업 중인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은
퇴를 희망하는 연령에 대한 비중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5세 이상이
76.4%를 차지하는 등 실제 은퇴연령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이는 전체 표
본 중 52.2%를 차지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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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경우 대체로 65세 이상까지 노동시장에잔류하는 데 기인한다. 특히 여
성,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오랫동안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 후 소득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1인당
평균 50.8만 원이며, 이 중 가족 및 친지로부터의 용돈(이전소득)이 18.7만 원
으로 가장 높은 3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 및 공무원연금
소득 수급률은 각각 12.9% 및 7.7%로 낮으며,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도 30.7만 원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표 7> 은퇴자 의 자산 구성
=
금융
+
3)
자산
자산
순자산
10,242.9 11,535.8
770.1 1,195.2
순자산2)

1인당 평균 잔액(만원)5)
(자산규모별 비중)
2억 미만
부채
0원
1억 미만
1억~2억 미만
2억 이상
소계

85.4
7.3
36.0
27.2
14.9
14.6
100.0

82.8
23.7
44.3
14.8
17.2
100.0

98.4
9.7
36.0
50.6
2.1
1.6
100.0

98.6
56.4
40.4
1.9
1.4
100.0

부동산
순자산4)
9,365.0

87.2
3.4
36.0
33.5
14.3
12.8
100.0

자산
10,232.8

84.7
39.7
30.8
14.1
15.3
100.0

주: 1) 전체 2,028개 표본 중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은퇴한 1,898개 표본 기준.
2) 금융 순자산과 부동산 순자산 외에 기타 순자산액 107.8만 원 포함.
3) 현금, 예․적금, 주식 및 투자신탁, 채권, 보험 총자산,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타지 않은 곗돈, 기타 금융자산의 합산액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타인
으로부터 빌린 돈, 앞으로 부어야 할 곗돈, 기타 금융부채의 합산액을 차감.
4) 소유주택 시가 및 부동산 주인에게 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합산액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 및 부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합산액을 차감.
5)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중복 계산되어 개인
부채가 과대계상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4) 유럽 선진국의 경우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수급연금액의 비율)이 60~
90%에 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42.1%로 조사되어 OECD 평균(59.0%)을 하회(OECD,
Pensions at a Glance)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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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사시 은퇴자의 잠재적인 소득원으로 대체될 수 있는 금융 및 부동산
자산도 넉넉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퇴
자의 1인당 평균 순자산액은 1억 242.9만 원으로 본인 거주 주택가격을 포함한
부동산 순자산 9,365.0만 원과 770.1만 원의 금융 순자산 등으로 구성되고 은퇴
자의 7.3%가 순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은퇴자의 85.4%가 거주 주택의 시
가를 포함해 2억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가구내 소
득대표자가 은퇴한 경우)의 가구당 순자산액은 1억 5,7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Ⅲ. 실증분석

1. 기존 논의
본장에서는 은퇴 결정요인 분석과 관련된 국내외의 기존 논의를 살펴본다.
우선 미국과 유럽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은퇴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공적 연금소득의 관대성과 중고령자의 (조기)은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주종을 차지해 왔다. Feldstein(1974)은 기대사회보장소
득이 미국 성인들의 주요 노후 자산으로 인식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중고령
자들의 은퇴와 저축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Gustman
and Steinmeier(2005)은 생애주기 가설을 이용한 구조모형을 통해 현재가치 할
인율과 사회보장소득 수급연령 변화에 따른 은퇴 시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Diamond and Hausman(1984)은 조기은퇴를 하는 경제 주체의 경우 매우 높은
저축 성향이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 Quinn(1977)도 구조 모형을 통해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출하고 동 요인에 기반한 축약형 모델을 이
용한 미국 백인 남성에 대한 횡단면 분석 결과 건강 상태와 사회보장소득 유무
가 은퇴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Gordon and Blinder(1980)는 횡단면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조기
은퇴를 유도한다는 기존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령화와 사적 연금제도
등에 대한 유인 제도가 미국 남성의 은퇴 결정에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적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손종칠)

 133

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국내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의 관대성과 은퇴 결정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보다는 2000년대 들어 노동패널 자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중고령자의 취업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성지미․안주엽(2006)은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75세 미만 중고령자 표본을
이용하여 취업-미취업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엄동욱(2008)은 국
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역시 50세 이상 75세 미만 중고령자
의 취업 결정요인을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어 분
석하고 종사자지위별로 취업 결정요인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지연
外(2008)는 중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자료를 활
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동 논문에서 한국 자료는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 자료
를 이용했는데 취업-미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박경숙(2003)은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우리 사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탈 과정을 일자리 이동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안종범․전승훈
(2004)은 60세 미만을 조기은퇴자로 정의하여 조기은퇴와 지연은퇴 간의 은퇴
결정 및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편 최승현(2006)은 한국노동패
널 자료를 이용해 특정한 ‘연령’이 아니라 “향후 예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고 대답한 경우” 등과 같은 간접적 변수들을 대용변수로 이용해 ‘은퇴’를 정의
한 후 맞벌이부부에 한정해 은퇴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공적연금 기대자산 및
몇몇 은퇴 유인들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은퇴행위가 비대칭적임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본고는 기본적으로 Quinn(1977)의 모형을 원용하여 기존 문헌
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인구학적 배경, 건강 상태, 고용, 소득 및 자산 등 중
고령자의 잠재적인 은퇴 결정요인들을 고려하는 한편,「고령화연구패널」상
에 명확하게 ‘은퇴’라고 정의된 설문에 주관적으로 ‘예’라고 표기한 중고령
자 집단을 은퇴자로 분류하였다. 이는 기존 문헌이 연령이나 대용변수를 이
용해 은퇴자를 간접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비해 보다 명확하게 은퇴라는 행
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취업-미취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은퇴-계속노동’에 대한 논의에 보다 가깝
게 접근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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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본고에서는 Quinn(1977)의 은퇴 결정 구조모형을 원용5)하였으며 분석모형
으로는 이항로짓(binary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은퇴-계속노동 결정 여부를 분
석하였다. 동 모형은 아래 식 (1)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1)

여기서 은퇴 의지를 나타내는   는 관찰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
로서 이를 관찰가능한 변수로 전환시키면 은퇴 여부  는 두 개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로 식 (2)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 은퇴
계속노동 






(2)

여기서 인구학적 배경, 건강 상태, 고용관련 변수, 임금외 소득 및 자산 등
설명변수6)  는 은퇴 의지를 높이는 요인(+) 또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종속변수인 은퇴 여부  는 상기의 이항 모델에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확률변수로 이해된다면 은퇴라는 사건은 누적확률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이용해 식 (3)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은퇴     
   
    

(3)

즉 은퇴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확률분포함수의  ∞ (무한대)에서 은퇴
사건까지의 면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 때 누적확률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
할 경우 프로빗(probit) 모형, 로지스틱(logistics) 분포 가정시 로짓(logit) 모형

5) 모형 및 추정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설은 <부록 1> 참고.
6) 인구학적 배경의 하위 변수로는 교육연수, 결혼 여부, 연령, 성별, 가구주 여부, 수도권 거
주 여부, 읍면동 거주 여부, 자녀 수, 자녀의 대학 이하의 교육기관 재학 여부 등이며, 건
강 상태의 하위 변수로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보통의 건강 상태, 나쁜 건강 상태가 있고,
고용관련 변수의 하위 변수로는 월평균 소득, 중소기업 재직 여부, 근속연수 등을 이용하
였다. 이 밖에 임금외 소득 및 자산의 하위 변수로는 국민연금소득, 공무원연금소득, 사회
보장소득, 개인연금소득, 이전소득 등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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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별되며 본고에서는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하였다. 누적확률분포로 식
(4)와 같은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함에 따라 설명변수인   가 어떤 값을 갖든
지 간에 예측된 확률은 모두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4)

한편 이항변수 모형의 각각의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모
든 설명변수와 모수가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 (5)와 같이 통상 여타 변수
들의 표본 평균 가정하에 분석된다.
   
         
   

 

(5)

모형의 추정은 로그우도함수에 대한 최우추정법(MLE)을 이용하는데 본고에
서는 패널 분석에 널리 쓰이고 있는 STATA 패키지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3. 추정 결과

가. 은퇴 결정요인
은퇴 결정요인 분석에 이용된 기초통계는 <표 8>에 정리가 되어 있다. 본고
에서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중고령자 개인 기준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전체 표
본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취업자 65%와 은퇴
자 35%로 구성된다. 85%의 표본이 결혼했으며 평균 연령은 만 59.3세로 나타
났다. 평균 교육연수는 9.7년(고1)이며, 남성이 66%를 차지한 가운데 수도권에
41%가 거주한다. 한편 평균 2.7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34%의 표본은 한 자
녀 이상이 대학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전체 표본 중 46%가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거나 나쁜 편이
라고 답한 반면, 54%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고용관련 변수를 보면 평균
15년 정도의 평균 근속연수에 월평균 가처분소득7)은 158.5만 원으로 나타났으

7) 은퇴자의 경우 최근에 그만둔 직장 또는 자영업종에서 벌어들였던 가처분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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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은퇴 결정요인)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 설명

평균

표준오차

0.35

0.48

최솟값

최댓값

1)

표본 수(5375명 )
종속변수
은퇴(d=1), 계속노동(d=0)

0

1

설명변수
<인구학적 배경>
교육연수

9.65

4.55

0

23

결혼했음(d=1)

0.85

0.36

0

1

59.27

10.21

45

96

남성(d=1)

0.66

0.47

0

1

가구주(d=1)2)

0.74

0.44

0

1

수도권 거주(d=1)

0.41

0.49

0

1

읍면동 거주(d=1)

0.19

0.40

0

1

자녀 수

2.74

1.37

0

9

자녀 중 1명이라도 대학 이하에 재학 중인
경우(d=1)

0.34

0.47

0

1

좋은 편․기준 변수

0.54

0.50

0

1

보통(d=1)

0.25

0.43

0

1

나쁜 편(d=1)

0.21

0.40

0

1

158.47

208.74

0

10000

0.88

0.33

0

1

14.62

13.44

0

73

국민연금소득

2.23

12.47

0

300

공무원연금소득

4.34

28.44

0

500

사회보장소득

1.36

8.78

0

320

개인연금소득

0.31

5.29

0

200

나이

<건강 상태>

<고용관련>
월평균 소득액(만원)
중소기업(d=1)
근속연수
<소득 및 자산, 만원>

10.25

41.13

0

1000

부동산자산액이 2억 원 이상(d=1)

0.16

0.37

0

1

금융자산액이 5천만 원 이상(d=1)

0.06

0.24

0

1

이전소득

주: 1) 총 5,597명의 표본 중 각 변수별로 응답 거부자 및 미기록된 222개 표본을 제
외하고 이용, 표본 손실률 4.0%.
2) 가구 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개인소득 1순위자 기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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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88%의 표본이 300인 이하 중소기업8)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 등 은퇴 후 노후소득을 살펴보면 앞서 현황 분석에서 살펴보았
듯이 수급 비율이 낮아 1인당 소득이 낮게 나타난 가운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 용돈, 즉 이전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금융 및 부동산소
득은 수급 비율이 낮고 평균 소득액도 낮아 금융 및 부동산 자산변수9)로 대체
하여 이용하였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표본에 대한 은퇴 결정요인 분석을
살펴보면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정된 대부분의 설명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성의 경우, 나이
가 어릴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더 오래 노동시장에남아 근
로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대체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10)에 부합
했다. 특히 연령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자발적 포기 외에 50세 중후
반이 평균적인 정년퇴직 연령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은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자는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일찍 은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읍면동 등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더 오래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녀 수 자체는 은퇴 결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한 명의 자녀라도 대학 이하 교육기관에 재
학 중인 경우는 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건강한 편이라고 대답한 표본에 비해 보통 또는 나
쁜 편이라고 응답한 표본의 경우 일찍 은퇴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관
련 변수를 보면 월평균 근로소득액의 증가는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근로
소득 상승에 따른 노후 자산의 증대로 은퇴 시기를 앞당기는 소득 효과와 여가
에 대한 기회비용(임금액)이 높아져 여가를 노동공급으로 대체하려는 대체효과
8) 자영업자의 경우 300인 이상의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다.
9) 본고에서 부동산자산액은 2억 원 이상, 금융자산액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각각 나누
어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2억 원 이상의 기준은 은퇴자 1인당 평균 부동산자산액이 약
1억 원이므로 배우자를 고려할 경우 2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5천만 원의 경우
이자소득 및 원금 배분을 통해 은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자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10) 성지미․안주엽(2006)과 엄동욱(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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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 상쇄되어 동 요인의 모수는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련 변수도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은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노
<표 9> 은퇴 결정요인 로짓모형 추정 결과
변수명
교육연수
결혼했음(d=1)
나이
남성(d=1)
가구주(d=1)
수도권 거주(d=1)
읍면동 거주(d=1)
자녀 수
자녀 중 1 명이라도 대학 이
하에 재학 중(d=1)
건강 상태 보통(d=1)
건강 상태 나쁜 편(d=1)
월평균 소득액(만원)
중소기업(d=1)
근속연수
국민연금소득
공무원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
개인연금소득
이전소득
부동산자산이2억 원 이상
(d=1)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이상
(d=1)
상수
표본 수
로그우도
2
모형적합도(LR χ )
2
Pseudo R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추정계수
0.036***
-0.299**
0.149***
-0.860***
-1.393***
0.290***
-0.872***
-0.040

p value
0.001
0.014
0.000
0.000
0.000
0.001
0.000
0.247

남자
추정계수
0.031**
-0.829***
0.183***
..
-1.665***
0.305**
-1.007***
-0.041

p value
0.029
0.000
0.000
..
0.000
0.010
0.000
0.385

여자
추정계수
0.010
-0.023
0.111***
..
-0.980***
0.261**
-0.710***
-0.032

p value
0.589
0.884
0.000
..
0.000
0.036
0.000
0.533

-0.463***

0.000

-0.685***

0.000

-0.275*

0.091

0.546***
1.463***
0.001***
-1.057***
-0.003
0.016***
0.015***
0.041***
0.034**
0.004***

0.000
0.000
0.001
0.000
0.314
0.000
0.000
0.000
0.027
0.000

0.441***
1.705***
0.001***
-1.652***
-0.005
0.015***
0.016***
0.039***
0.030*
0.004***

0.001
0.000
0.003
0.000
0.224
0.000
0.000
0.000
0.050
0.005

0.619***
1.286***
0.003***
-0.245
-0.007
0.033**
0.016
0.058***
0.146
0.004**

0.000
0.000
0.000
0.234
0.252
0.015
0.106
0.000
0.126
0.039

0.017

0.883

-0.162

0.254

0.733***

0.001

0.512***

0.002

-7.882*** 0.000
5375
-2086.87
2754.53***
0.3976

0.884***

0.000

-9.573*** 0.000
3541
-1105.77
2198.65***
0.4985

-0.056

0.834

-6.927*** 0.000
1834
-913.30
648.67***
0.2621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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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득이나 자산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은퇴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동욱(2008)에서 국민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 등 임금외 노후소득이 중고령자
<표 10> 임금근로자 은퇴 결정요인 로짓모형 추정 결과
변수명

임금근로자
추정계수
0.004
-0.380**
0.162***
-1.141***
-1.476***
0.268**
0.056
0.036

p value
0.783
0.029
0.000
0.000
0.000
0.019
0.728
0.494

교육연수
결혼했음(d=1)
나이
남성(d=1)
가구주(d=1)
수도권 거주(d=1)
읍면동 거주(d=1)
자녀수
자녀 중 1 명이라도 대학 이 -0.401** 0.011
하에 재학 중(d=1)
건강 상태 보통(d=1)
0.526*** 0.000
건강 상태 나쁜 편(d=1)
1.549*** 0.000
월평균 소득액(만원)
-0.000
0.638
중소기업(d=1)
-0.391*** 0.007
상용직(d=1)2)
0.860*** 0.000
근속연수
0.046*** 0.000
국민연금소득
0.022*** 0.000
공무원연금소득
0.015*** 0.000
사회보장소득
0.065*** 0.000
개인연금소득
0.026
0.152
이전소득
0.008*** 0.001
부동산자산이2억 원 이상
0.304*
0.054
(d=1)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이상
0.492** 0.025
(d=1)
상수
-9.788*** 0.000
포본 수
3107
로그우도
-1105.03
2
모형적합도(LR χ )
2001.78***
0.4753
Pseudo R 2

상용근로자
추정계수 p value
0.019
0.323
-0.360
0.133
0.191*** 0.000
-1.513*** 0.000
-1.596*** 0.000
0.075
0.603
0.216
0.298
0.095
0.178

임시․일용직
추정계수 p value
-0.041
0.144
-0.405
0.123
0.130*** 0.000
-0.977*** 0.000
-1.174*** 0.000
0.557*** 0.005
-0.070
0.791
-0.049
0.550

-0.217

0.251

-0.531*

0.502***
1.748***
-0.000
-0.564***

0.618***
1.435***
0.008***
-0.056

0.046***
0.023***
0.016***
0.065***
0.025
0.011***

0.002
0.000
0.719
0.001
..
0.000
0.002
0.000
0.000
0.161
0.001

0.351*

0.062

0.519

0.127

0.698*** 0.004

-0.456

0.513

..

-10.548*** 0.000
2208
-712.06
1590.28***
0.5276

0.097

0.007
0.000
0.000
0.889
..
..
0.046*** 0.000
0.014
0.370
0.011
0.195
0.065*** 0.000
0.091
0.374
0.005
0.129

-8.483*** 0.000
899
-361.49
467.39***
0.3926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2) 상용근로자인 경우를 의미.
3) 한계효과는 <부록 2> 참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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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의미한 취업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실증분석 결과와 상응한다고 할 수 있
다.11) 한편 남자와 여자로 표본을 구분한 경우를 살펴보면 대체로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자산 보유 여부가 여성의
경우 은퇴 시기를 앞당기는 데 유의한 설명변수로 작용하였다. 한편 각 모형의
로짓분석에 따른 한계효과는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종사자지위별로 취업 결정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엄동욱(2008)의 지
적을 따라 본고에서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나누어 은퇴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 우선 임금근로자로 한정해 은퇴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대체로 앞서 분석한 전체 표본 추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종사자지위
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임시․일용직에 비해 임금외 소득 및 자산에 보다 민
감하게 반응하며 유의한 은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상용근로자를 중
심으로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 여부 및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자산 보
유 여부도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데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노후소
득 및 노후대비 자산 축적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은퇴자의 경우 임시․일용직으
로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은퇴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나이, 성별, 거주 지역이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건강관련 변수도
임금노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중고령자의 건강 상태는 은퇴 시기
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비롯해 노후
소득 변수들이 자영업자의 경우 주요 은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 임금근
로자의 경우와 대조를 보였다. 이는 국민연금 등의 시행이 주로 임금근로자를
시작12)으로 시행됨에 따라 아직까지 중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공적연금수급률
도 낮고 그 소득액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소득 및 자산 변수 중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자산 보유 여부 및 자
11) 다만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등의 소득대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결정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 결과는 연금소득의 수급과 나이 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에 기인할 수 있기 때
문에 연금소득 등을 제외하고 로짓 모형을 다시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추정계수의 크
기와 유의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부록 3> 참고.
12) 임금근로자는 1988년, 자영업자는 19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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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영업자 은퇴 결정요인 로짓모형 추정 결과

변수명
교육연수
결혼했음(d=1)

자영업자
추정계수

p value

0.025

0.167

0.005

-0.393**

0.039

-0.892*

0.138*** 0.000

나이

종업원 있음
추정계수

p value

종업원 없음
추정계수

p value

0.907

-0.004

0.852

0.071

-0.382*

0.076

0.148*** 0.000

0.135*** 0.000

남성(d=1)

-0.677*** 0.000

-0.349

0.351

-0.885*** 0.000

가구주(d=1)

-1.514*** 0.000

-1.367*** 0.000

-1.644*** 0.000

0.466*** 0.001

0.869*** 0.002

수도권 거주(d=1)
읍면동에 거주(d=1)

-1.150*** 0.000

자녀수

-0.029

0.278

0.107

-0.458

0.235

-1.335*** 0.000

0.574

0.091

0.493

-0.035

0.554

0.099

-0.193

0.634

-0.390

0.109

건강 상태 보통(d=1)

0.615*** 0.000

0.177

0.598

0.892*** 0.000

건강 상태 나쁜 편(d=1)

1.492*** 0.000

1.590*** 0.000

1.677*** 0.000

월평균 소득액(만원)

0.001**

자녀 중 1 명이라도 대학 이 -0.329*
하에 재학 중(d=1)

근속연수
국민연금소득

0.013

-0.000

0.546

0.003*** 0.000

-0.014*** 0.007

-0.016

0.207

-0.009

0.108

0.004

0.408

-0.000

0.936

-0.001

0.918

-0.002

0.727

-0.008

0.575

0.002

0.759

사회보장소득

0.018*

0.063

0.002

0.908

0.023**

0.046

개인연금소득

0.054

0.129

0.126

0.238

0.039

0.434

이전소득

0.003**

0.012

0.003

0.238

0.003**

0.020

공무원연금소득

부동산자산이 2 억 원 이상
(d=1)

-0.356*

0.062

-0.278

0.410

-0.466*

0.063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이상
(d=1)

0.482*

0.094

0.002

0.996

0.665*

0.074

상수

8.236*** 0.000

포본 수
로그우도
2

모형적합도(LR χ )

Pseudo R

2

-8.166*** 0.000

-8.188*** 0.000

2268

479

1789

-804.199

-186.57449

-573.51978

957.62***

253.47***

756.84***

0.3732

0.4045

0.3975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2) 한계효과는 <부록 2> 참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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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및 친지로부터의 용돈 등 이전소득이 자영업자의 경우 주요한 은퇴 결정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경우 1~2명의 종업원을 두거나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영세업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종업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간 추정 결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나.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신현구(2007)가 분석하였듯이 중고령자의 은퇴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매
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여「고령화연구패널」
에 나타난 은퇴
자를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
초통계량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표 12>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은퇴 당시 전체
표본 2,025명 중 56%가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한 반면, 44%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은퇴자의 평균 연령은 만 67세이며, 45%가 수도권에 거
주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자녀 수는 3.3명이며 10%는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학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 관련 변수를 보면 32%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27%는
보통, 41%는 나쁜 편이라고 대답했다. 은퇴 사유를 살펴보면, 더 많은 여가시
간 확보 또는 은퇴해도 충분한 수입원 확보 등 자발적인 은퇴는 12%에 불과
한 반면, 본인과 배우자 등의 건강상의 이유가 47%, 정년퇴직 및 다른 일자리
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은퇴한 이유가 41% 등으로 비자발적 은퇴가 88%를 차
지했다.
은퇴 당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 및 배우
자 사망 등으로 은퇴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20%에 달했으며 배우자가 임
금노동자인 경우는 22%, 자영업자인 경우는 11%, 은퇴 또는 미취업인 경우는
47%를 차지하였다. 은퇴 당시의 일자리 형태를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은
퇴하는 경우가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이 17%, 자
영업자인 경우가 29%,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6%를 각각 차지하였다. 한편
가족 및 친지로부터의 용돈 등 이전소득이 은퇴 후 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부동산자산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는 15%, 금융자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6%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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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은퇴 만족도)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명
표본 수(2,025명1))
종속변수 : 은퇴에 대한 만족도
만족(d=1), 만족하지 않음(d=0)
<인구학적 배경>
교육연수
종교모임 참여(d=1)
친목모임 참여(d=1)
나이
남성(d=1)
수도권 거주(d=1)
읍면동 거주(d=1)
자녀수
자녀 중 1 명이라도 대학 이하에 재학 중인 경우(d=1)
<건강상태>
좋은 편: 기준변수
보통(d=1)
나쁜 편(d=1)
<은퇴 사유>
더 많은 여가시간 확보 등 자발적인 경우 : 기준변수
본인 및 배우자 등의 건강 문제(d=1)
정년퇴직 및 다른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d=1)
<은퇴 당시 배우자 경제활동>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기준변수
임금노동자(d=1)
자영업자(d=1)
은퇴 또는 미취업(d=1)
<은퇴 당시의 일자리 형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 기준변수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d=1)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d=1)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d=1)
무급가족종사자(d=1)
<소득 및 자산, 만원>
국민연금소득
공무원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
개인연금소득
이전소득
부동산자산액이 2억 원 이상(d=1)
금융자산액이 5천만 원 이상(d=1)
<주관적 기대감>
경제 상태 만족도

평균

표준오차

최솟값

최댓값

0.56

0.50

0

1

8.14
0.26
0.50
67.14
0.57
0.45
0.18
3.29
0.10

5.05
0.44
0.50
9.52
0.49
0.50
0.38
1.58
0.30

0
0
0
45
0
0
0
0
0

23
1
1
98
1
1
1
10
1

0.32
0.27
0.41

0.47
0.44
0.49

0
0
0

1
1
1

0.12
0.47
0.41

0.32
0.50
0.49

0
0
0

1
1
1

0.20
0.22
0.11
0.47

0.40
0.41
0.31
0.50

0
0
0
0

1
1
1
1

0.48
0.17
0.09
0.20
0.06

0.50
0.38
0.28
0.40
0.24

0
0
0
0
0

1
1
1
1
1

3.77
10.41
3.16
0.73
18.41
0.15
0.06

17.26
43.88
13.98
8.70
52.51
0.35
0.24

0
0
0
0
0
0
0

300
500
320
200
1000
1
1

44.41

25.67

0

100

주: 1) 총 2,027명의 표본 중 응답 거부 및 미기록된 2명 표본을 제외하고 이용.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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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은퇴 만족도 로짓모형 추정 결과
로짓모형
변수명

추정계수
0.040***
0.160
0.244**
0.049***
-0.602***
-0.206*
-0.117
0.045

p-value
0.004
0.207
0.029
0.000
0.000
0.077
0.415
0.251

교육연수
종교 모임 참여(d=1)
친목 모임 참여(d=1)
나이
성별(남성=1)
수도권 거주(d=1)
읍면동에 거주(d=1)
자녀 수
자녀 중 1명이라도 대학 이하에 재학 중인 경 0.363*
0.076
우(d=1)
건강 상태 보통(d=1)
-0.357** 0.014
건강 상태 나쁜 편(d=1)
-0.826*** 0.000
은퇴사유 : 본인 및 배우자 등의 건강문제 -1.040*** 0.000
(d=1)
은퇴사유: 정년퇴직 및 다른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 -0.826*** 0.000
(d=1)
은퇴당시 배우자 : 임금노동자(d=1)
0.328*
0.064
은퇴당시 배우자 : 자영업자(d=1)
0.403*
0.055
은퇴당시 배우자 : 은퇴 또는 미취업(d=1)
0.202
0.206
은퇴당시 일자리: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d=1) -0.168
0.290
은퇴당시 일자리: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d=1) -0.112
0.587
은퇴당시 일자리: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d=1) -0.100
0.517
은퇴당시 일자리 : 무급가족종사자(d=1)
-0.045
0.857
국민연금소득
0.004
0.288
공무원연금소득
0.003*
0.096
사회보장소득
-0.001
0.739
개인연금소득
0.007
0.435
이전소득
0.000
0.641
부동산자산액이 2 억원 이상(d=1)
0.334*
0.058
금융자산액이 5 천만원 이상(d=1)
0.017
0.947
경제상태만족도
0.031*** 0.000
상수
-3.493*** 0.000
포본수
2025
로그우도
-1077.4892
2
모형적합도(LR χ )
618.53
2
0.223
Pseudo R

한계효과
변수명
dy/dx
1 년 증가시 0.010***
0 →1
0.038
0 →1
0.059*
1 년 증가시 0.012***
0 → 1 -0.143***
0 → 1 -0.050*
0 → 1 -0.029
1 명 증가시 0.011

p value
0.004
0.203
0.029
0.000
0.000
0.077
0.418
0.251

0 →1

0.085*

0.064

0 →1
0 →1

-0.087**
-0.199***

0.015
0.000

0 →1

-0.247***

0.000

0 →1

-0.199***

0.000

0 →1
0.078*
0 →1
0.094**
0 →1
0.049
0 → 1 -0.041
0 → 1 -0.027
0 → 1 -0.024
0 → 1 -0.011
1 만원 증가시 0.001
1 만원 증가시 0.001*
1 만원 증가시 0.000
1 만원 증가시 0.002
1 만원 증가시 0.000
0 →1
0.079*
0 →1
0.004
10% 증가시 0.008***

0.057
0.044
0.205
0.294
0.590
0.519
0.857
0.288
0.096
0.739
0.435
0.641
0.050
0.947
0.000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2) dy/dx는 각 변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계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한 단위 증
가시 확률의 변동을 의미함 (더미변수는 0에서 1로 변할 때를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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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모형은 식 (6)과 같이 앞서의 이변량 로짓모형을 이용했으며 <표 13>에
나타나 있는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은
퇴에 대해서 만족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수도권 거주자, 건강 상태
가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 은퇴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       ≥  은퇴 만족 
 ⇐
     ≤  은퇴 불만족 






(6)

특히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정년퇴직 등 은퇴 사유가 비자발
적인 경우 자발적인 경우에 비해 은퇴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낮아졌다. 또한
은퇴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은퇴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은퇴 당
시의 일자리 형태는 은퇴 만족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취약한 공적연금소득 등을 반영하여 동 변수는 은퇴 후 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자산보유 여부 및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등은 유의하게 은퇴 후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급속한 고령화와 정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연령이 빨라지는 추세에
주목하여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은퇴 결정요인 및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결정
요인 등을 2005년 기준「고령화노동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패널
자료 현황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대체로 축적된 순자산 규모가 저조한
가운데 노후소득도 가족․친지들의 용돈 등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 노
후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보다
도 훨씬 더 늦은 나이까지 적극적인 노동공급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은퇴-계속노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
직 관행으로 인해 ‘연령’이 은퇴 결정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으며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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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 건강 상태, 은퇴 후 연금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도 은퇴 결정에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이나 기타 대용변수를
이용해 은퇴자를 간접적으로 설정하여 중고령자의 취업-미취업 결정요인을 분
석한 기존 논문의 추정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개인소득 등 은퇴 후 소득변수를 고려한 엄동욱(2008)의 연구 결과와 비교
해 보면 본고에서는 은퇴 후 소득변수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 여
부 등도 은퇴 결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고에서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은퇴에 대
한 만족도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분석 결과 교
육연수가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은퇴에 대해서 만족할 확률이 높게 나타
난 반면, 남성, 수도권 거주자, 건강 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 은퇴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대로 본인 및 배우자의 건
강상의 이유 또는 정년퇴직 등 은퇴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자발적인 경우에
비해 은퇴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낮아졌다. 흥미롭게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
영업자 등 은퇴 당시의 일자리 형태는 은퇴 만족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향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계속
고용제도 및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 등 중고령자를 노동시장에 보다 오랜 기
간 동안 머물게 하여 안정적인 노동공급을 이루기 위한 정책방안 및 중고령 은
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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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은퇴(노동공급) 결정 모형 및 추정식

은퇴(계속노동) 결정은 소득제약 하의 효용극대화 문제로 아래와 같은 라그
랑지안(Lagrangian)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Quinn, 1977).

                 
여기서  는 남편 및 아내의 여가,       는 각각의 노동공급 시
간, 는 재화,  는 재화가격,   는 각각 남편과 아내의 임금률, 그리고

는 가계의 잠재적인 임금외 소득(연금소득, 자산소득)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4
개의 내생변수(    )에 대한 1계 필요조건을 구하면 노동공급(여가에
대한 수요)은 아래와 같은 4개의 외생변수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식에 건강 상태(Health), 자녀 수 등 개인 특성(Personal), 기타 고용관련
(Job), 오차항(e) 등 가계 및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한
노동공급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노동공급함수에서 구체적인 은퇴(취업) 추정식 도출은 몇
가지 추가 가정이 필요하다. 즉 임금외 소득(I)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Pension)
과 자산소득(Asset) 변수로 구분하며, 배우자소득은 자산소득에 포함된다고 가
정하고 횡단면 분석인 점을 감안하여 물가(P)의 영향력은 제외한다. 마지막으
로 노동공급(또는 은퇴여부)은 0과 1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y)로 정의하면 최종
추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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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은퇴 결정요인의 한계효과

임금근로자+자영업자

변수명

dy/dx
교육연수
결혼했음(d=1)
나이

1년 증가시
0 →1
1년 증가시

p value

남자

여자

dy/dx

p value

0.005**

0.029

0.002

0.589

0.019

-0.152***

0.001

-0.005

0.884

0.029*** 0.000

0.027***

0.007*** 0.001
-0.061**

dy/dx

0.000

0.026***

0 →1

-0.177*** 0.000 ..

가구주(d=1)

0 →1

-0.302*** 0.000

-0.325***

0.000

-0.233***

0.000

수도권 거주(d=1)

0 →1

0.057*** 0.001

0.046**

0.012

0.062**

0.036

읍면동 거주(d=1)

0 →1

-0.148*** 0.000

-0.124***

0.000

-0.158***

0.000

-0.008

-0.006

0.385

-0.008

0.533

-0.065*

0.085

1명 증가시

0.247

..

0.000

남성(d=1)

자녀수

..

p value

..

자녀 중 1명이라도 대
학 이하에 재학 중(d=1)

0 →1

-0.087*** 0.000

-0.096***

0.000

건강 상태 보통(d=1)

0 →1

0.113*** 0.000

0.071***

0.001

0.150***

0.000

건강 상태 나쁨(d=1)

0 →1

0.325*** 0.000

0.336***

0.000

0.309***

0.000

1만원 증가시 -0.000*** 0.001

0.000***

0.003

0.001***

0.000

-0.236*** 0.000

-0.330***

0.000

-0.059

0.241

-0.001

-0.001

0.224

-0.002

0.253

월평균 소득액(만원)
중소기업(d=1)
근속연수

0 →1
1년 증가시

0.314

국민연금소득

1만원 증가시

0.003*** 0.000

0.002***

0.000

0.008**

0.015

공무원연금소득

1만원 증가시

0.003*** 0.000

0.002***

0.000

0.004

0.107

사회보장소득

1만원 증가시

0.008*** 0.000

0.006***

0.000

0.014***

0.000

개인연금소득

1만원 증가시

0.007**

0.005*

0.051

0.035

0.127

이전소득

1만원 증가시

0.001*** 0.000

0.001***

0.006

0.001**

0.039

0.240

0.181***

0.001

0.027

부동산자산이2억원
이상(d=1)

0 →1

0.003

금융자산이 5천만원
이상(d=1)

0 →1

0.109*** 0.004

0.883

-0.023
0.164***

0.001

-0.013

0.833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2) dy/dx는 각 변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계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한 단위 증
가시 확률의 변동을 의미함(더미변수는 0에서 1로 변할 때를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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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은퇴결정요인의 한계효과

임금근로자

변수명
교육연수
결혼했음(d=1)

임시·일용직

상용근로자

dy/dx

p value

dy/dx

p value

dy/dx

p value

1년 증가시

0.001

0.783

0.005

0.323

-0.009

0.144

0 →1

-0.092**

0.032

-0.089

0.137

-0.091

0.134

1년 증가시

0.038*** 0.000

0.046*** 0.000

0.028*** 0.000

남성(d=1)

0 →1

-0.271*** 0.000

-0.361*** 0.000

-0.209*** 0.000

가구주(d=1)

0 →1

-0.352*** 0.000

-0.379*** 0.000

-0.267*** 0.000

수도권 거주(d=1)

0 →1

0.063**

0.020

0.018

0.603

읍면동 거주(d=1)

0 →1

0.013

0.729

0.053

0.302

-0.015

0.789

1명 증가시

0.008

0.495

0.023

0.178

-0.011

0.550

-0.052

0.247

-0.109*

0.073

나이

자녀수

0.122*** 0.005

자녀 중 1명이라도 대
학 이하에 재학 중(d=1)

0 →1

-0.093*** 0.008

건강 상태 보통(d=1)

0 →1

0.127*** 0.000

0.123*** 0.002

0.140*** 0.008

건강 상태 나쁨(d=1)

0 →1

0.369*** 0.000

0.407*** 0.000

0.329*** 0.000

월평균 소득액( 만원)

1만원 증가시 -0.000

0.638

-0.000

0.719

0.002*** 0.000

중소기업(d=1)

0 →1

-0.094*** 0.008

상용직(d=1)

0 →1

0.191*** 0.000

1년 증가시

0.011*** 0.000

0.011*** 0.000

0.010*** 0.000

국민연금소득

1만원 증가시

0.005*** 0.000

0.005*** 0.002

0.003

0.370

공무원연금소득

1만원 증가시

0.003*** 0.000

0.004*** 0.000

0.002

0.195

사회보장소득

1만원 증가시

0.015*** 0.000

0.016*** 0.000

0.014*** 0.000

개인연금소득

1만원 증가시

0.006

0.006

0.162

0.020

0.374

이전소득

1만원 증가시

0.002*** 0.001

0.003*** 0.001

0.001

0.129

0 →1

0.073*

0.058

0.086*

0.064

0.121

0.145

0 →1

0.120**

0.027

0.173

0.004

-0.091

0.467

근속연수

부동산자산이 2 억원
이상(d=1)
금융자산이 5 천만원
이상(d=1)

0.152

-0.138*** 0.001
..

..

-0.012
..

0.890
..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2) dy/dx는 각 변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계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한 단위 증가
시 확률의 변동을 의미함(더미변수는 0에서 1로 변할 때를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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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은퇴결정요인의 한계효과

변수명

자영업자

dy/dx
교육연수
1년 증가시
0.003
결혼했음(d=1)
0 →1
-0.056*
나이
1년 증가시
0.018***
남성(d=1)
0 →1
-0.096***
가구주(d=1)
-0.251***
수도권 거주(d=1)
0 →1
0.063***
읍면동 거주(d=1)
0 →1
-0.126***
자녀수
1명 증가시 -0.004
자녀 중 1명이라도 대학
0 →1
-0.041*
이하에 재학 중(d=1)
건강 상태 보통(d=1)
0 →1
0.088***
건강 상태 나쁨(d=1)
0 →1
0.253***
월평균 소득액(만원)
1만원 증가시 -0.000**
근속연수
1년 증가시 -0.002***
국민연금소득
1만원 증가시 0.001
공무원연금소득
1만원 증가시 -0.000
사회보장소득
1만원 증가시 0.002*
개인연금소득
1만원 증가시 0.007
이전소득
1만원 증가시 -0.000**
부동산자산이 2억원
0 →1
-0.042
이상(d=1)
금융자산이 5천만원
0 →1
0.071
이상(d=1)

종업원 있음

종업원 없음

p value
0.167
0.059
0.000
0.000
0.000
0.001
0.000
0.574

dy/dx
0.001
-0.205*
0.031***
-0.074
-0.308***
0.181***
-0.089
0.019

p value
0.907
0.088
0.000
0.364
0.000
0.002
0.202
0.493

dy/dx
-0.000
-0.043
0.014***
-0.103***
-0.235***
0.030
-0.117***
-0.004

p value
0.852
0.108
0.000
0.000
0.000
0.116
0.000
0.554

0.082

-0.040

0.629

-0.038*

0.086

0.000
0.000
0.013
0.007
0.407
0.727
0.064
0.128
0.012

0.037
0.368***
-0.000
-0.003
-0.000
-0.002
0.001
0.026
0.001

0.605
0.000
0.545
0.208
0.936
0.576
0.908
0.240
0.238

0.109***
0.245***
-0.000***
-0.001
-0.000
-0.000
0.002**
0.004
-0.000**

0.000
0.000
0.000
0.110
0.918
0.759
0.047
0.433
0.022

0.042

-0.065

0.394

-0.020

0.034

0.140

-0.101

0.996

-0.058

0.141

주 : 1)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2) dy/dx는 각 변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계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한 단위 증
가시 확률의 변동을 의미함(더미변수는 0에서 1로 변할 때를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패널조사」1차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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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노후소득 변수를 제외한 은퇴결정요인 추정 결과

변수명
교육연수
결혼했음(d=1)
나이
남성(d=1)
가구주(d=1)
수도권 거주(d=1)
읍면동 거주(d=1)
자녀수
자녀 중 1 명이라도 대학
이하에 재학 중(d=1)
건강 상태 보통(d=1)
건강 상태 나쁜 편(d=1)
월평균 소득액(만원)
중소기업(d=1)
상용직(d=1)2)
근속연수
부동산자산이2억원 이상
(d=1)
금융자산이 5천만원 이상
(d=1)
상수
표본 수
로그우도
모형적합도(LR χ2)
Pseudo R 2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추정계수
0.058***
-0.319***
0.159***
-0.814***
-1.269***
0.213***
-0.879***
-0.042

p value
0.000
0.007
0.000
0.000
0.000
0.009
0.000
0.208

임금근로자
추정계수 p value
0.020
0.187
-0.449*** 0.008
0.174*** 0.000
-1.032*** 0.000
-1.315*** 0.000
0.183*
0.099
0.046
0.768
0.030
0.550

자영업자
추정계수 p value
0.031*
0.080
-0.400**
0.034
0.141*** 0.000
-0.664*** 0.000
-1.497*** 0.000
0.444*** 0.002
-1.150*** 0.000
-0.022
0.668

-0.511***

0.000

-0.405***

0.007

-0.365*

0.519***
1.508***
0.001***
-1.110***
..
-0.002

0.000
0.000
0.001
0.000
..
0.599

0.499***
1.641***
0.000
-0.395***
0.858***
0.048***

0.000
0.000
0.908
0.004
0.000
0.000

..
..
-0.014***

0.000
0.000
0.013
..
..
0.004

-0.007

0.951

0.293*

0.052

-0.375**

0.048

0.001

0.474**

0.023

0.475*

0.093

0.521***

-8.483*** 0.000
5375
-2183.34
2561.58***
0.3697

-10.461*** 0.000
3107
-1176.54
1858.74***
0.4413

0.634***
1.515***
0.001**

0.066

-8.434*** 0.000
2268
-810.86
944.29***
0.3680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2) 상용근로자인 경우를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1차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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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 of Retirement and Retirement Satisfaction
in Korea
Jong Chil Son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retirement and retirement
satisfaction through binary logit model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retirees using KLoSA(2005), which reflects various and deep information
about retirees.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work vs. retire" analysis
through clearer category for the retirees who are selected by their own
personal judgement based on the appropriate survey questions while
previous literatures choose the retirees based on somewhat arbitrary age
or proxy variables and then try to analyzes "work vs. not-work". The
cross-sectional data indicate that the older who are older than 45 year
old are poorly preparing the coming retire time because they have small
amount of accumulated assets as well as are mainly depending on
transferring income from family or relatives. The estimation results
illustrate that the age, education costs for children, health status, and
non-labor income or assets after retirement affect the decision of
retirements. Especially the age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it partly due
to non-voluntary regular retirement practice in Korea. Also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non-voluntary retirement, unhealthy status, and smaller
amount of real estates diminish the satisfaction of retirement while the
job status such as regular or irregular when they retire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it.
Keywords : aging, the older, retirement, retirement satisfaction,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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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최근 들어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한
직장에 취업하면 평생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어 퇴직하고 이후로는 퇴직금․연
금이나 자녀 부양에 의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는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일자리가 부족하여 누구에게나
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즉 좋은 일자리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
고 그나마 여러 요인에 의하여 직장을 자주 이동하게 되어 고용이 불안정해지
고 있다. 실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근로빈곤층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업은 마찰적․
경기변동적인 요인 또는 일부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
나 성장의 고용유발 효과가 낮아지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창출 효과가 낮거
나 신규 고용 증가가 없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Khemraj et al., 2006).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제국
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1) 노동시장정책에서종전의 패러다임으
로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게 되었고 정책 효과도 매
우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되는 상황에
서 등장한 이론이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s : TLM) 이론이다.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지금도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미 유럽 여러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이 이론은 완전히 독립적인 노동시장정책 이론이라기보
다는 노동시장에대한 접근 방법을 전통적인 이론과 달리하는 혁신적인 이론으
로서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
우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1) 우리나라의 고용률 정체 및 고용의 질 저하,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의 약화 등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유길상(2009)에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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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은 일자리 부족과 장기실업 및 빈곤
에 이르는 이러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 복지의 증진이므로 이제는
고용문제 해결을 국가의 최우선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고용정책과 노동법, 사
회보장정책 등을 포괄한 노동시장정책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기
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논리가 정
립된 이행노동시장이론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관
심을 갖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도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2)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의 변천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이행노동시장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검토한다. 이러한 이행노동시장이론의 토대 위에서 우리
나라 현행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Ⅱ. 이행노동시장 이론과 노동시장정책

1. 노동시장정책의 변천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이 발생하였을 때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제공하
는 정책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능은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의 소득 지
원에 한정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passive)’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소극적인 급여 중심의 노동시장정책으로는 실업 해소
가 어렵고 오히려 장기실업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관심이 이동하게 된다. 즉 실업급여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과 고용보조금에 의한 취업기회 제공 등 실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2)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TLM과 고용서비스 정책포럼”의 2010
년 2월 26일 워크숍에서 발표되었으며, 또한 “이수노동포럼”의 2010년 5월 12일 포럼에
서 발표․토의된 바 있다. 귀중한 지적과 제안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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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공공 고용서비스 기능 확대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노동시장에서지
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점이 옮겨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정책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
ALMPs)’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든 지원 활동의 중심을 취업에 두는
‘취업을 통한 소득확보’, 즉 Making Work Pay(MWP)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핵심 과제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실업자가 조기에 취업으로 복귀
하도록 활성화하느냐 하는 것이다.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는실업자와 노동시장정책 당국 간에 일종의 사회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즉 실업자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
고 정책 당국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나 훈련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책임과 의무를 정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기대대로 작동
하지 못하고 고용문제 해결에 여러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Konle-Seidl, 2009).
최근에는 이제까지 다소 형식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서 더 진전하여 실업자가 취업하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는 보다 더 강화된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으로 확대되고
있다. 독일에서 하르츠(Hartz) 개혁을 통하여 활성화 요소를 더 강화하게 된 것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 강화된 활성화 전략(Activation Strategy)
은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구직자의 ‘권리와 의무’를 더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서비스와 급여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급여 수급자가 적
극적으로 구직활동과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의 참여, 합리적인 직장 제의
수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급여 중단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당국은 그들의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향상시켜 취업시키는 상호 약
속된 의무사항을 시행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
책을 앞에서 논의한 초기의 ALMPs와 구분하여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으로 표현하고자 한다.4)
활성화 정책은 각국에서 활발히 채택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발전하여 왔
3) OECD와 EU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정책의 변천 과정은 Gier and Berg(2005)와 Noakson
and Jacobson(2003)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4) 황덕순(2009)은 활성화 정책이 종전의 ALMPs나 workfare보다 더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더 포괄적인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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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 내용과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
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직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Eichhorst et al.(2008, p.6)과 Konle-Seidl(2009, p.101)에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
SGBII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구직자에 대한 요구와 지원 조치를 기반으로 다
음과 같이 활성화 정책의 요소가 정리되어 있다.

가. 구직자에 대한 요구조건
- 실업급여와 사회부조의 수준을 낮추고 기간 축소
- 직장 제의에 대해 구직자가 수용해야 할 요건을 더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 강화
- 개인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 ALMP 프로그램에의 적극적 참여 등 구
직자 개인별 책임의 강화(workfare)

나. 구직자에 대한 지원조치
- 고전적인 ALMPs: 구직활동 지원과 상담, 직무관련 훈련, 창업지원, 보조
금에 의한 취업, 거주이전에 대한 지원
- 재정적 인센티브(Making Work Pay) : 저임금 취업시의 근로유인급부(inwork benefits)과 근로소득 공제지원
- 개인 특성에 맞는 심리상담 지원, 보육지원 등의 사회 서비스
OECD는 주로 활성화 정책에 Activ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OECD 기
준에서 활성화 정책의 주된 대상자는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며, 그 이외에 ‘최
저소득급여, 단독부모급여 및 장애급여(minimum-income benefits, lone-parent
benefits, and disability benefits)’ 수급자도 취업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를 수급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상이 된다. 실업급여 수급권이 없는
실업자에게는 활성화 정책이 아닌 고용서비스와 노동시장정책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Grubb, 2009, pp.33～34).
Gier and Berg(2005)에는 TLM.net의 연구 결과가 집약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는 활성화 정책을 표현하는데 Activation이라는 용어보다 Activating이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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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동시장정책의 변천
정책 유형

주요 정책 내용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assive LMP)

실업기간(‘out-of-work’) 소득유지 지원
실업급여, 조기퇴직 보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MP)

실업급여 + ALMP 프로그램
고용서비스(구직활동과 연계되나 시행 미흡)
실업자 직업훈련
임금보조금에 의한 취업기회 제공
MWP: 조속한 재취업으로의 복귀 촉진
고용·취업(Employment) 중시

활성화 노동시장정책
(Activation LMP)

실업급여 + ALMP 프로그램 강화
강화된 고용서비스 (구직활동 요건 및 모니터 강화, 적
절한 직장 제의 수용의무, 제재조치 등)
직업훈련 등 ALMP에의 적극 참여 촉구
임금보조금에 의한 취업지원
취업능력(Employability) 고려

MTP를 실현하는
활성화 노동시장정책
(Activating LMP)

Activation LMP + 이행(transitions) 관리 :
사회통합 목표
MTP : 생애에 걸친 이행관리와 소득지원제도의 연계취
업능력(Employability)을 중시, 이행기간의 취업
능력 개발을 통한 좋은 이행으로의 이동 지원

어를 사용하고 있다. Activating LMP는 개인의 생애 과정에 걸쳐 이행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여 MTP, 즉 ‘이행을 통한 소득 확보(Making Transitions
Pay)’를 실현하려는 목표지향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나 통상적인 활성화 정책과 구분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노동시장정책의
변천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5)

2.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발달

가. 이론의 등장 배경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s : TLM) 이론은 그 자체가 독립적
5) 김동헌(2009)은 Eichhorst et al.(2008)을 토대로 활성화 정책의 4단계 전개 과정을 소개
하고 있는데 구분 방법이나 특징 등에서 이 논문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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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완전한 이론 체계라기보다는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시된 이론이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어느 시점에서의 취업과 실
업의 실태나 구조적 특성 등에 대한 정태적 분석이 아니라 학교 졸업, 취업, 실
업, 가사활동, 비경제활동, 유연화 고용형태에의 취업, 자영업, 퇴직 등 노동시장
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생애 과정(life course)에 걸친 다양한 상태 간의 유동적인
이행 과정에 주목하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으로 이
러한 이행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상태로의 이행(good transition)
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은 1990년대 중반에 Günter Schmid 등에 의하여 제기되어
독일 베를린의 WZB 사회과학연구소(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아직도 유럽 이외의 지역에는
덜 알려져 있으나 10여 년 동안에 활발한 논의를 거쳐 계속 이론이 수정ㆍ보완
되어 왔다. 이 이론은 생애 과정에 걸친 고용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실증적
이고 분석적인 개념이며, 또한 사회 통합과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
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규범적(normative) 개념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에서개인
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이행 과정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이므로 노동시
장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행노동시장이론은 생애에 걸쳐 이행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노동시
장정책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 아
이디어는 ‘취업을 통한 소득확보(MWP)’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이행을 통한 소득확보(MTP)’정책을 보완하여 개인이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더 잘 관리하도록 노동시장정책을 보완하자는 것이다(Schmid, 2009).

나. 노동시장 이행의 유형
Schmid는 개인이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노동시장 상태간의
이행을 [그림 1]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Schmid, 1998, pp.13～14):
“ <유형Ⅰ>은 단시간 또는 파트타임 고용과 전일제 고용 간, 종속노동과 자영
업 간 또는 종속노동ㆍ자영업의 혼합 취업형태 간의 이행(transitions between
short-time work or part-time work and full-time employment, or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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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dependent work and self-employment or a combination of both); <유
형 Ⅱ>는 고용과 실업 간의 이행(transitions between unemployment and employment); <유형 Ⅲ>은 교육훈련과 고용간의 이행(transitions between education
or training and employment); <유형 Ⅳ>는 개인적인 가사활동과 노동시장에서
의 고용 간의 이행(transitions between productive (but unpaid) private work and
(paid) market work); 마지막으로 <유형 Ⅴ>는 고용에서 퇴직으로의 이행
(transitions from employment to retirement)이다.”
[그림 1] Schmid의 5개 노동시장 이행 유형
개별 가계

Ⅳ
고용·취업
교육
·
훈련

Ⅲ

Ⅰ

Ⅴ

은퇴
·
퇴직

Ⅱ
실 업
주: Schmid(1998), p.15.

이행노동시장이론의 틀에서 위의 5가지 유형의 이행 단계는 그 이행에 고유
한 위험(risks)을 수반하므로 각각 그에 상응한 제도적인 대응 장치들이 마련되
어야 한다(Schmid, 2006, pp.4～5).
“첫째, 여러 고용형태 간의 이행에서는 소득의 감소와 저임금으로 인한 취
약성과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소득의 안정을 보장
(guaranteeing income security)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고용과 실업
간의 이행에서는실업으로 인한 소득 불확실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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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기간 중 ‘소득유지(securing income maintenance)장
치’를 갖춰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성공적인 이행 과정에서는
생애에 걸친 소득확보 능력의 잠식 또는 부족에 따른 위험이 있다. 이를 위해
‘소득확보 능력(즉 취업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향상(developing, maintaining
and enhancing income capacity)시키는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생애 과정
에서 자녀나 부양가족의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로 노동능력이 감소함으로써 소
득확보 능력이 제한될 위험에 대하여 ‘소득지지(providing income support) 장치’
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장애나 질환, 퇴직으로 소득확보 능력이 심각하게 감소하
거나 완전히 상실될 위험에 대하여 ‘소득대체(providing income replacement) 장치’
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는 이렇게 각 이행에 관련된 사회적 위험을 소득의 안
정된 확보라는 관점에 중점을 두어 노동시장정책에서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한다. 이것이 기존의 정책과 구분되는 이행을 통한 소득확보(MTP)정책의 핵
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발달과 특징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실증적이면서 규범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정책에의 실제 적용 성과를 토대로 이론적 깊
이를 더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에는 경제학의 신제
도학파와 행동경제학 이론과의 연계도 시도하는 등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Schmid, 2009).6)
개인의 생애에 걸친 여러 이행 과정이라는 틀에서 접근하게 되면 실업, 취업
또는 비경제활동 등의 상태나 사건을 더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행(transitions)’이라는 용어이다. 초기에는
‘이행’이 ‘상용직 평생직장에서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태적인 상태 변화에 중점을 두
고 단순히 안정된 직장에의 복귀나 근속 여부를 넘어 근로자가 안정화되어 가
6)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발달 과정과 특징은 Gazier and Gautie(2009)와 Schmid(2009)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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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그 개념이 더 확대되어 하나의 안정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 등 개인이 경력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떠한 변화
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Gazier & Gautie 2009, pp.2～3).
이행노동시장접근법은 1980～90년대에 유럽에서 장기실업이 오래 지속되고
있으나 기존의 노동시장정책으로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실효성이 있는 정
책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그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
서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처음부터 정책지향적이었으며, 어떤 정책이 가장 바람
직하고 어떻게 기존의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밝힌다는 의미에서 규범적이
었다.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도 완전고용은 핵심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기존의 개념과는 달라진다. 종전의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안정된 직장에 상용
직으로 근무하여 가족을 부양하게 하는 개념(MWP)이었다. 그러나 이행노동시
장에서 상정하는 새로운 기준의 완전고용이란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여러 고용형태 간의 이행, 가정에서의 보호활동과 교육훈련과정 등의
이행까지 포괄․관리하되 이 기간에 소득의 흐름을 유지·보전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한다는 개념(MTP)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된다(Gazier & Gautie
2009, pp.6～7, Gazier & Schmid, 2002, pp.1～6).

라. 이행노동시장 이론과 유연안정성의 관계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실현하는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2006년과 2007년에 EC에서는 여러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에 유연안
정성을 구현할 핵심 원리로 ①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로계약제도, ② 포괄
적인 생애 학습전략, ③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④ 현대적인 사회보
장제도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EC, 2007). 이에 더하여 EC에서는 사회적 파트
너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는 이러한 핵심 원리
들을 계속적인 연구 주제로서 논의하고 이론을 보완해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연안정성을 지향하는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상충되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결
합 양식에 따라 여러 유형의 제도가 나타나고 있다. 유연성과 안정성의 결합은
Wilthagen and Tros(2004)에 의해 정립되고 Leschke et al.(2006)의해 다소 수
정된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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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연안정성의 결합(Flexibility-security nexus)
유연성(flexibility)

안정성(security)
직장안정성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선택안정성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to

to/vt/vs

to/vt/vs

to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vt

vt

(to)/vt

to/vt

내부적 기능적 유연성

vt

vt

to/vt

(to)/vt

외부적 기능적 유연성

vt

to/vt/vs

to/vt

to/vt

주: Schmid(2009), p.5.
to=trade-off(상충관계), vt=virtuous circle(선순환), vs=vicious circle(악순환).

유연성과 안정성은 항상 상충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연성이 늘어나면
사업주가 유리하고 근로자는 고용안정성의 저하로 손해를 보지만 항상 그런 것
만은 아니다. 근로자에게도 일과 가정의 양립, 생활양식과 기호의 변화, 새로운
근무경험의 확보 등을 위해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마찬
가지로 안정성의 확보가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고 사업주에게는 항상 불리한 것
이 아니다. 사업주에게도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심의 확보, 기업특수한 기
술의 축적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장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유리한
선택인 것이다. 기능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이제 노
동시장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유연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근
로자나 사업주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보다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는 EC가 제시한 핵심
원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운용한다면 유연안정성을 실현하
는 다양한 정책 모델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Schmid, 2009, pp.5～6).

7)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유연안정성의 개념과 분류 기준은 Leschke et al.(2006)을 따른다.
여기에는 Wilthagen and Tros(2004) 모델의 임금유연성을 기업 외부에서의 교육훈련, 외
부하청, 질 높은 파견근로의 활용 등과 함께 ‘외부적 기능적 유연성’에 포함하여 표를 완
성하였다. 선택안정성(option security)은 근로자가 고용 관련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확
실성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유급업무와 무급업무의 결합, 지속적인 교육훈련에의 참여 자
격, 근로시간을 조정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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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노동시장정책 평가와 발전방안

1. 이행노동시장 이론 관점에서의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
지금까지 논의한 이행노동시장 이론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정책은 주로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실직 등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실직, 육아, 퇴직 등 취업에서
벗어난 이탈이나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노동시장정책이그 상태에서 벗어나
게 지원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이행노동시장접근법에서는 생
애 과정이라는 긴 흐름을 조망하며 개개인의 직업 생애에서 발생한 위험 하나
하나를 관리하여 더 나은 상태로 이행할 수 있게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우리나라의 정책은 동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실업자를 취업
으로 최대한 빨리 복귀시키려는 ‘취업을 통한 소득확보(Making Work Pay)’,
즉 MWP식 접근법에 주로 역점을 두어 왔다. ‘취업으로의 조속한 복귀’에 초점
을 맞추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다. 이행노동시장접근법
에서 실직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여러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하나의 위험으
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취업으로의 조속한 복귀보다 ‘취업능력의 향상’을
통한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한다. 또한 실직기간을 포함한 이행기간에
소득지원제도를 연결함으로써 ‘이행을 통한 소득확보(Making Transitions
Pay)’, 즉 MTP를 추구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근로자나 정책 당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아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의 정책 참여도가 높아지고 참여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제도는 주로 취업을 통한 소득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
정기간의 실업급여 이외에는 소득지원에 제한적이다. 그래서 소득지원이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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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되지 않는 교육훈련이나 육아휴직, 종전보다 임금이 낮은 파트타임 고용 등
의 프로그램에 실업자 참여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여러 제도에
서 조금씩 소득지원 조치가 보완되고 있으나 이행 과정에 소득지원을 전제로
하는 이행노동시장 접근법과는 차이가 있다.
(4) 여러 고용형태에 대한 인식에서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는 파트타임이나
기간제 고용이 다른 상용직 전일제로 이행해 가는 중간 다리 또는 디딤돌이며
사업주나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신축적인 고용 유형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파트타임이나 기간제 근로는 전일제 상용직에 비하
여 열위의 근로계약으로 인식되어 정책 당국이 권하기도 쉽지 않고 근로자 입
장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호되지 않는 계약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고
용형태로의 이행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5)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 목표는 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재취업으로
의 복귀지원 등 근로자 개개인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는 사회 통합을 목표로 정책을 구상하고 운
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가 중심가치가 된다. 개인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접
근할 때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정책의 폭과 내용이 다르다. 최근
에 고용정책기본법에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법의 목적에 추가되었
으나 아직 세부 정책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는 않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사업을 Schmid의 5가지 이행 유형
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유형Ⅰ>은 여러 고용형태
간의 이행, <유형 Ⅱ>는 고용과 실업 간의 이행, <유형 Ⅲ>은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 <유형 Ⅳ>는 가사활동과 고용 간의 이행 및 <유형 Ⅴ>는 고용과 퇴
직 간의 이행을 각각 말한다.
Schmid(2006)와 Gier and Berg(2005)에는 여러 나라의 정책운용 사례들이 5
가지 이행 유형별로 소개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정병석, 2010 참조). 위의 분류
는 외국의 사례와 이행노동시장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처음으로 시도해본
결과이다. 사업별 기대효과가 중첩적이어서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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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chmid 5가지 이행 유형에 따른 고용보험사업 분류
사업체계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유형Ⅳ 유형Ⅴ 기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교대제전환지원금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
사업체계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유형Ⅳ 유형Ⅴ 기타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전직지원장려금
+
+
재고용장려금
○
고령자등 고용촉진, 안정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임신․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지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직장보육시설의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
○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지원
○
사업주능력개발사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유급휴가훈련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의한수강지원
○
근로자학자금대부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
검정수수료등 지원
○
전직실업자훈련지원
○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
<실업급여>
○
주: ○ 표시는 적극적 효과 기대, + 표시는 다소 긍정적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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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으나 위와 같은 분류를 시도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사업 체계
가 여러 이행 유형에 나름대로 부합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 또한 교육훈련과 취업 간의 이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다른 이행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Ⅰ>에 대하여는 그동안 유연화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따라 이를 촉진할 정책지원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
자고용촉진장려금의 하나인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므로
<유형Ⅰ>에 부합하는 성격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장려금은 주로 고용조정으로 실업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사업이며 실업자를 새로 취업시키는 사업은 아
니다. 그러나 예비실업을 미리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유형 Ⅱ>에서 다소 긍정
적 효과 있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나 중소기업근로시
간단축지원금 등은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실업자
취업을 유도한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형 Ⅱ>에 포함시킬 수 있
겠다. 또한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도건설업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건
설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직접적인 효과를 규정하기는 어
렵다.

2. 한국의 노동시장정책 발전방안

가. 노동시장정책의 개편 방향
이행노동시장이론은 EU의 고용전략이나 독일 하르츠 개혁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고 유럽 여러 나라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행노
동시장 이론의 혁신적인 접근법은 최근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에
부합되게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노동시장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재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앞에서 이미 이행노동시장
이론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을 개편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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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여러 이행 과정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와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연결
하여 사회통합형 MTP 중심의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만성적인 실업과 일자리 부족,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어 종전의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각 계층의 기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취
업하도록 지원할 것이니 취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의 취업 중심 정책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는 대책, 이행촉진
을 위한 소득지원제도,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의 정책과
활성화 노동시장정책이 연계되어 포괄적인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
는 노동정책, 고용정책, 사회보장정책과 경제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를 활성화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논의의 장(場)에서 연계하여 재검토하고 확대․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행노동시장 이론에서 노동시장정책이 사회정책으로 이해되
는 것도 이러한 의미이다.8)
MTP 기반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강조점이나 구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체제를 지금부터 논의하여 정립해 가야 할 것이
다.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해야 할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이것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면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소득지원을 전제로 하
는 노동시장장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아직 공식 논의하는 데 대하여 많은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정책에서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면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생산적이지 않은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유럽 여러 나라가 이행노동시장이론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소비적인 복지 지출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이행을 관리해 주는 MTP 중심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고용안정사업의 여러 임금보조금사업에 이미 소득지원형 사업들이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 소득지원을 전제로 한 MTP 기반의 정책은 장기적으
로 시행될 경우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에 실업상태를
8) 김대환(2010)은 이런 의미에서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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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고 소득보전제도만 강조되는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복지제도화하고 모럴 해저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9) 이러
한 것도 어떻게 유연화 고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할
것인가, 활성화 프로그램의 정책 집단 선정, 자산조사(means test), 모니터링 등
의 세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여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제
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제도의 틀을 새로 짜야 하고, 가장 효율적인
세부 프로그램과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며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
하고 싶다.
둘째, 한국형 유연안정성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유연안정성을 강화하자는
데에는 공감하여도 어떠한 형태로 어느 수준에서 구현하느냐에 대하여는 사회
집단이나 학자에 따라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정규직의 해고제한 폐지 같은 논란
이 많은 제도에 무리하게 집착하기보다는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제도, 임금제도
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유연화 체제를 갖추면서 유연화 고용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장기실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식의 접근이 실현가능성이 높다. 파트타임,
기간제 등의 유연화 고용이 활용되려면 근로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임금차
별 방지, 사회보험의 보호,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사회안전망이 함께 마련되어

<표 4> 노동시장정책 변화 과정
시대 구분
정책 형성기
(1995년 이전)

노동시장 여건

노동시장정책 체제구축
(1995년 이후)

인력부족과
고용불안 공존

- 고용보험제 도입
- 고용서비스 체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000년대)

대량실업 경험,
실업지속

-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구체화
- 고용서비스 체제 선진화
- MWP 기반의 정책

이행노동시장 이론 기반
활성화 노동시장정책
(2010년 이후)

만성적 일자리부족,
급속한 고령화

-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 정립
- 활성화 노동시장정책 체제 강화
- MTP 기반의 정책

인력부족 시대

정책의 중심
-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공급 중심
- 초보적 직업소개 업무

9) 이 문제는 어수봉 교수가 이 논문의 초안을 읽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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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외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델을 합의해 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한국형 유연안정성의 모델을 만들고 MTP 기반
의 활성화 노동시장정책 체제를 갖추며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는 작업을 진행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과정과 향후의 발전 방향을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제부터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5가지 이행 유형에 비추어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나. 여러 고용형태 간의 이행촉진정책
이 유형의 이행관리는자영업을 포함하여 전일제와 파트타임, 상용직과 임시
직, 무기계약과 유기계약 등의 고용형태 간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다10).
이행노동시장 접근법에서 보면 여러 고용형태 간의 이행 이슈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행은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유연화 고용형태를 법적으로 규제
한다든지 하는 시각보다는 이러한 고용형태를 더 나은 상용직 형태로 가기 위
한 디딤돌 내지는 다리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관점에서도
자신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한 경우
가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맞출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각도에서 보면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는 가급적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
다. 최근에 재택근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에 관심
이 커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도록 근로기준법 등의
제도개선과 노동시장에서의 관행 정립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근로시간조정
법은 사업주의 요구가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
10)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정규직’이 아닌 어느 의미에서는 열등하다는 가치판단이 내재
되어 있어 이 경우에 맞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한때 ‘비정형직’이라는 용어도 사용되
었으나 마찬가지로 ‘정형직’이 아닌 가치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논문
에서는 유연한 고용형태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유연화 고용’, ‘유연화 고용형태’,
‘유연화 근로자’ 등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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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이 제정되었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형태나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문제는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만성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서 고령자와 육아기를 마친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또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취업된 근로자를 안정된 고용상태로 빨리 이
행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핵심은
유연한 근로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되 불합리한 차별이 없게 하
고 그 이행기간에계속 소득의 흐름을 보장하면서취업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시장정책에서는고용형태 간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과 같이 정년
이후에도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
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지원 대상이 고령자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
적이다. 독일의 단시간근로수당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인 파트타
임 단시간근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종전과의 소득 차이를 일부 보전
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장기간의 실업, 가사활동으로 인한 취업가능 시
간제한 또는 점진적 퇴직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유연화 고용을 선택한 근
로자에게 적절한 소득보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기실
업자,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등 특정한 정책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간
제, 파트타임 취업 중 근무시간이 짧고 그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하
여는 국가가 사회통합 관점에서 소득보전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개
의 파트타임 또는 자영업을 겸하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상
우대하는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소득보전 조치에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대신 납부하는 것도 포함하여 적절한 방안
을 강구할 수 있다.
고용형태의 유연화를 위해서 미국, 영국이나 덴마크와 같이 사업주에게 자유
로운 해고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쉽지 않다. 네덜란드
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규직 고용보호를 크게 축소하지 않고 유연화 고용을 활
용하는 방법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유연화 고용의 기간이나 사용 요건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174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2호

이러한 고용의 확산을 강제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문제 해
결의 핵심이 아니다. 기간제, 파트타임 등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게는 그 기간과 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적어
도 임금 등의 핵심 근로조건의 차별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연
화 고용에도 사회보험의 적용과 능력개발훈련 기회의 부여 등 지원제도를 보완
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지원제도는 현행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토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

11)

현재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하고 정규직 이외의 유연화 고용의 활
용을 제한하면서 유연화 고용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제도로는 근로자 간의 분
단을 더 강화하고 두 그룹 간의 이행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기업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유연화 고용과 정규직 고용 간의 근로조건 차별을
해소하고 기업 내의 능력개발훈련 기회 제공 등의 조치를 전향적으로 취해야
한다.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도 기업 측의 적절한 양보와 노력이 전제
가 되어 가능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 창업은 유연화 고용과 정규직 고용 간 또는 실업과 고용, 퇴직 간의
연결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생애 과정을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과 고령자에게도 창업을 위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자영업 창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상담, 기
술지원,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노동시장정책과 연
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전산망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노동시장정
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전 경영훈련
과 직업능력개발, 기타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금재호, 2009). 실업급여
에서 창업자금을 지원 또는 대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능력개발사업에서 유연화 고용과 자영업 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은 이들의 취
업능력을 향상시켜 더 나은 고용상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11) 유연성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 학계의 논의는 OECD의 권고나 덴마크 모델의 영향 등으
로 정규직 고용보호의 축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김승택 外(2009)
와 남성일 外(2007b)가 있다. 물론 시간제 고용의 확대를 함께 주장하기도 하지만 정규
직 고용보호의 축소가 주요 의제가 되면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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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집단의 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에 유연
한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능력개발계좌제 또
는 훈련바우처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또한 능력개발 과정을 모듈형으로 과정을 세분화하여 작은 과정 중심으로 개편
하고 보다 많은 과정을 개발하여 유연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원하는 기간에
손쉽게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유길상, 2007). 정책적으로
고용형태 간의 이행을 규제하거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보다는 당
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면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등 이행 애로요인을 보완하여 근로자들이 손쉽게 취업능력을 강화해서 더 나은
노동시장으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촉진정책
실업에서의 탈출을 촉진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다른 이행 유형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잘 개발되어 있다. 실업급여, 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등의 제도
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소득 보장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 고령자의
조기퇴직, 청년취업난, 가사 의무에 종사중인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한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기간 중의 소득확보
문제는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이행을 관리해 주면서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더 나은 상태로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
해 주도록 노동시장정책, 고용서비스 등의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를 이행노동시장접근법에서 보면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을 위하여 파트타임이나 기간제의 취업, 중소기업에의 취업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고용상태로의 이행을 촉진해 주는 정책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초임이나 복지 등의
격차를 해소하여 대졸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몇 년씩 신규 채용을 기피하면서 기존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대 성격의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로시간․임금 등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작업장 혁신이 필요하
다(금재호, 2009). 사회적 대화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논의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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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
선지원금 등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은 실업급여의 요건 완화나 기간 연장 등의 문제가 아
니라 전혀 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업자 집단에 일정한 소득보호를 하는 것
이다. 유연화 고용 중 고용보험에서 누락된 경우나 자영업 저소득자에 대해서
도 소득보전을 검토해야 한다.12) 독일에서 하르츠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자
영업 창업을 위한 Ich-AG제도, 실업자를 위한 Minijobs 또는 Midijobs 제도 등
은 다양한 파트타임 등의 유연화 고용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일
정한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라. 교육·훈련과 고용간의 이행촉진정책
노동시장의 여러 이행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면 그 이행을 줄이는 가장 핵심
적인 방법은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경쟁력, 소득확보 능력, 즉 취업능력을 높
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기능․기술을 충전해 주는 교육훈련이
이행노동시장관점에서는 더욱 중요해진다.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근로
생애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국들은 근
로자에 대한 평생 능력개발 체제를 갖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 중심으로 재원도 확보되어 있고
훈련기관과 과정 운영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동할 체제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생애 과정에 걸쳐 취업능력을 강화하려는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개발 프로그램 정보가 한데 모여 쉽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훈련과정, 수준, 시기 등에서 훈련 수요자가 활용하기 쉽게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사업 시행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더라도 훈련과정에 관련된 정
12) 김동헌(2006)은 고용보험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
세제를 연계하는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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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개인별 이수 상황 등의 정보는 전산으로 입력되어 노동부에서통합․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훈련과정과 교
육훈련기관 정보의 통합․관리, 개인별 훈련 이수 정보의 관리 방법 등을 법제
화하고 훈련과정의 모듈화, 능력개발계좌제, 훈련바우처제도 등을 정립하고 그
성과를 능력개발사업의 재원 배분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
안한다.
능력개발계좌제도의 시행은 대단히 중요한 시도이다. 물론 영국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관련자들의 부정과 비리 소지가 많을 수 있어 이 제도의 정착에 시간
이 소요될 것이나 과감한 권한 위임, 엄정한 평가체제, 평가에 따른 확실한 신
상필벌을 이행해 가면서 관행을 정립해 가야 한다. 훈련과정의 사후 평가를 전
문적으로 담당하는 ‘능력개발평가원’ 등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
게 되면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평가체제가 확립되면서 전문 훈련기관의 발
굴․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능력개발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그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이
러한 제도 개선 없이 종전 방식으로 중앙에서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려 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훈련과정을 모듈화하고 훈련수강에 있어서는 일선 고
용지원센터의 담당자와 구직자 간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서 직종, 기간, 교육훈
련기관 등을 선택하도록 제도와 운영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능력개발사업에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취업으로 이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유럽에
서도 주요 관심사였고 우리의 경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역
별․산업별 현장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결정권을 지방으로 위임하여 현지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
요하다. 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아직도 중앙 차원에서 우선선정 직종이나 훈련과
정, 규모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에서도 거론했지만 훈련과
정을 세부 기술 단위로 분할하고 모듈화하여 단기 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
래야 훈련희망자나 훈련기관 또는 고용서비스 담당자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필
요가 있을 때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적절한 기간, 과정, 시기 등에서 유연성을
갖게 된다. 그래야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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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사활동과 고용 간의 이행촉진정책
여기에서의 핵심 이슈는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가정 내에서 남녀간
에 또 가정과 사회 간에 어느 정도로 분담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는 자녀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다는 사회 인식이나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을 전제로 한 제도들은 많이 시정되어 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한국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조치를 확대하는 과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제는 재원을 어디에서 부담
하느냐 하는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을 할 것도 없이 사회안정과 통합, 지속 가능
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정하여 일반 재정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과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획기적인 투자를
기대한다.13)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용이하게 하도록 여성의 재취업에 관련된 근무형태
나 임금, 승진 등의 근로계약과 관행의 제한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이다. 몇 년간의 업무 공백기를 가진 후 다시 같은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기혼여성 재취업복귀 지원기간’을 두어 이
기간에는 파트타임 등 유연화 고용형태로 일하면서 그동안 퇴화된 업무 관련
지식과 기능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게 한
다.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거나 아예 일정기간 업무에서 면제하여 외부의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양육
대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양육기간 후의 재취업이 보장되고 경력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시장에서의관행을 정립하는 것도 중
요한 과제이다. OECD 국가 중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
의 경우 기혼여성의 고용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행노동시
장 이론에서의 교훈의 하나도 저출산 문제를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 유길상(2009)은 보육시설의 확충이 저출산 문제에의 기여뿐만 아니라 보육 분야에서 상
당한 규모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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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퇴직과 고용 간의 이행촉진정책
퇴직과 고용 간의 이행에서는 점진적인 퇴직을 유도하고 이 기간 중에 얼마
만큼의 소득보전제도를 갖추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최근과 같이 조기퇴직
사례가 지속되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연금 기
금의 고갈로 정부에서 메우어야 할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더 중요한
것은 50대 이상으로서 아직 노동시장에서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수많은 인력
이 적극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
여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 문제화하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수
명의 연장으로 55세 전후에 정년을 마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10년 내지
15년간을 비자발적인 실업 또는 비자발적인 비경제활동상태로 지내야 하는 사
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일반 재정에서 보전하는 것
보다 차라리 그 재원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정년퇴직한 고령자에게 재정지원으로 파트타임 일을 제공
하고 그 임금소득의 일부를 연금에서 공제한다면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다. 한
편, 고령자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연금과 임금소득을 합산하면 수입이 다소 늘
어나면서 자기 일을 하게 되어 활력을 얻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화이트칼라 지식근로자로서의 경력을 쌓아왔던 고령자들의 입장에서는 소
득보장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을 통한 사회통합 실
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고용률이 정체되어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불리는 미래에는 일자리
는 늘어나지 않으나 고령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고령자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일자리 나누기일 것이다(금재호, 2009).
Jeremy Rifkin은 1994년에『노동의 종말』이라는 저서(2004년 개정)에서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공동체 등 제3부문에서의 일자리 확대
를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방안으로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재조정하고 적절
히 나누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다. 기간인력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고령자들이 주변 업무를 맡게 업무를 조정하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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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학습․실습 보조, 행정업무
처리, 학생지도와 자율학습지도 등의 업무를 맡게 할 수 있다. 대학에서도 교수
의 수업을 지원하거나 강의․실습․평가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할 수 있
다. 또한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강사요원, 일선 행정기관․금융기관 등의 상
담․안내요원 등 파트타임이나 기간제 근무형태를 활용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
출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그 필요성은 있으나 정규직의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어 업무 확대가 필요
해진 영역으로서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를 활
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정 육성하고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고령자
친화형으로 근무형태와 작업환경을 변경하는 데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고령자를 위한 일
자리 확대가 가능해진다. 고령자친화형으로 도로․교통신호 등 도시의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전면 개정
하여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의 근거 마련, 재취업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연령 제한의 폐지, 고령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퇴직연급법 등
의 적용예외 인정, 고령자친화형 환경개선 지원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
해야 한다.14)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도 상당히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Schmid, 2006; Rifkin, 2005). 대량실업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서도 많은 기업이 초과근로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에 초과근로 대신에 신규 근
로자를 채용하여 그 일을 대신하게 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을 늘리게 되면 모집․채용비, 교육
훈련비뿐만 아니라 복지후생비 등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므로 이미 고용된 근
로자의 연장근로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더 부담되기 때문에 기피할 것이다. 그
러나 고용의 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막대한 비용 지출을 감내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
안이 될 것이다. 일부 대기업이 노조와의 합의로 기존 근로자의 임금소득 확보
14)「고령자고용촉진법」
은 2008년의 법 개정으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비정규직법이나 퇴직연금법 등도 정확한 법률 명칭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약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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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신규 고용확대를 억제하고 초과근로를 관행화하는 것은 선진화된 사회
에서는 시정되어야 한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유럽에서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접근방법을 고찰하고 유연안정성 모델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시도
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에서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
병통치약을 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진
국가로 진입하면서 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
에서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 등에서 오랜 기간
고민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달한 이행노동시장접근방법이 우리에게 대단히
유용한 정책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문제는 이제 국가의 최고 우선순위의 정책 과제로서 또한 사회통
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으로서 그 해결을 위하여 모든 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 문제가 이렇게 최고의 국정 과제라는 데 국민적 합의가 구해진다
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폭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되
고 다양해질 것이다.
셋째, 고용과 사회보장은 이행노동시장이론 관점에서는 분리되지 않는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함께 연계하여 고용을 확대하면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함께 고려해야 정책의 효율성이 커지고 비용대비 효
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사회통합형 활성화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하는 데에는 통상적인 노동시
장정책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업능력개발, 사회보장제도, 퇴직연
금, 육아휴직과 보육시설, 근로소득세제, 기타의 관련 정책이 함께 연계되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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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통합형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정부만이 주
도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설정하여 노사정 등의 당
사자 간에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이미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나 ‘사회통합위원
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5)
이제까지 이행노동시장 이론을 활용할 때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론적인 연구에 불과하고 세부적인
정책 과제는 많은 후속 연구와 토의를 거쳐 보완하고 개발해 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그러한 후속 작업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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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Korean Labour Market Policie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 Applying Transitional Labour
Market Theory
Byung-suk Ch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Theory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TLM) that has recently developed in Europe and, based
on it, to evaluate labor market policies of Korea and suggest some ideas
for their development. TLM approaches focus on various transitions that
frequently take place in the labor market and thus by managing
individual

transitions,

aim

to

reduce

social

risks

and

increase

effectiveness of labor market policies.
Since Korean labour market has been experiencing rapidly increasing
labor market transitions 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TLM approach
may be meaningfully applied to Korea. If applying TLM approach to
Korea, her labor market policies should aim at pursuing social
integration by strengthening activating policies and ‘making work pay’
measures in the transitions as well. In addition, proper Korean flexicurity
model should be developed that would fit to the situations of Korea.
In this paper, some policy ideas are also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of labor market policies of Korea to manage social risks in
line with the 5 transition types of Schmid's model.
Keywords : transitional labour market, labour market policy, activation/activating
flexi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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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how two popular employment practices,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HIWPs)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work on workers
and firms, using a survey of nurses in New Jersey, U.S.A., hospitals. For this
purpose, discretionary work effort construct is developed, resulting in three factors
– working harder, working smarter, and working kinder effort. Then, a positive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HIWPs and perceived quality of work, partially
mediated by working smarter effort, and a negative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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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recent increase in the use of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HIWPs)1) and
contingent employment practices at organizations raises an interesting question. Do
both HIWPs and contingent employment practices have the same effects on worke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in this regard, even
though a lot of studies have been done with each set of practices.
In the previous studies, HIWPs are reported to lead to high organizational
performance – in terms of productivity, ROA, ROE, Tobin’s Q, and so on (Huselid
1995; Ichiniowski et al. 1996; Applebaum et al. 2000). There are some studies that
show that these practices also enhance employee outcomes – satisfaction, commitment,
and wages (Scholarios et al. 1999; Applebaum et al. 2000). Regarding contingent
employment practices, major focuses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on their
negative effects on contingent workers (Belous 1989; duRivage 1992; Tilly 1992).
Recent studies enrich our knowledge in this field by doing in-depth research such as
diverse labor market intermediaries (Bernhardt et al. 2001), the use of nonstandard
workers in a specific category – core production work by Gramm and Schnell
(2001), for example – and the linkage between organizational strategies and the use
of nonstandard workers (Lautsch 2000).
This study sees how HIWPs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work on
employee behaviors, especially their discretionary work efforts, and firm performance.
1) 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high commitment work practices,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participatory work practices, etc.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in the existing
studies to describe the emerging new work practices. In this study, the term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is used for several reasons. First, the key characteristic of this
new system of work could be summarized as a high level of worker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and work processes. Second, 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or high
commitment work practices might not be a good term because the words themselves include
the testable results (high performance and high commitment, respectively).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Haejin Kim)

 189

Discretionary work effort is defined here as workers’ voluntary effort to enhance
work performance both in quantity or quality.

Ⅱ. Literature Review

Some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IWPs and contingent employment
practices have been addressed in the previous studies. Osterman (2000) shows that
firms with HIWPs are using less nonstandard workers than firms without them. On
the other hand, Lewin’s research (2001) shows that an absolute majority of firms,
including those with HIWPs, use nonstandard employment practices. However, he
doesn’t directly compare the use of nonstandard employment practices between firms
with HIWPs and firms without them. Drago (1998) also shows that a firm, well
known for its HIWPs, uses somewhat extensive nonstandard employment practices.
While there are a few studies that examine the trend in the use of both HIWPs
and nonstandard employment practices, fewer studies examine HIWPs and contingent
employment practices together in relation to employees and organizations. Lewin
(2001) approaches this issue by examining the effects of HIWPs and nonstandard
employment practic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His results show that, in
addition to the positive effects of HIWP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nonstandard
employment practices (referred by him to as low involvement work practices) also
have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He then concludes that HIWPs
and nonstandard employment practices are complementary.
All of the above studies are done only on the manufacturing sector. On the service
sector, little study investigates HIPWs and nonstandard employment practices
together. Nonetheless, it might be useful to review what have been done on the
service sector, regarding HIWPs. Liao et al. (2009) defines an HPWS for service
quality as “a system of HR practices designed to enhance employees’ competencies,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providing high-quality service to external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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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73). They, using Japanese bank data, conclude that employee- perceived HPWS
affect individual employees’ service performance, measured by supervisor evalua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mediation by employee human capital, employee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employee-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chneider et al.(1998) also examine employee participation, training, and other
“foundation issues” in a bank, which lead to service climate, and in turn, customer
evaluation of service quality. There are some studies that use hard numbers, such as
quit rate or sales growth, for performance in the service sector (e.g. Batt 2002 –
in the call center). However, most studies on HIWPs in the service sector use soft
measures such as quality of service and customer satisfaction as performance
measurements. Even though it does not deal with HIWPs, Yoon and Suh’s study, on
Korean travel agencies, show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OCB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easured by service
quality perceived by customers (2003).
Therefore, studies on HIWPs in the service sector share common components of
HIWPs (participation, training, and motivation/incentive) with thos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in both areas, the mechanism through which HIWPs are
transformed into high performance is not addressed enough, still rendering it as a
black box, with just a few studies trying to show the mediating mechanism (e.g.
collective human capital and degree of social exchange in Takeuchi 2007). On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studies in the manufacturing and the service
sector is how to measure performance. While in manufacturing hard measures such
as ROA, ROE, stock price, etc. are used for performance (Huselid 1995; Ichiniowski
1996), in service soft measures such as quality of service and customer satisfaction
are generally used.
This study, by adopting an individual employee level approach, examines how
HIWPs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re associated with service performance
(quality of care perceived by employees) through workers’ discretionary work effort
in the healthca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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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velopment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Construct

A few studies which investigate effects of HIWPs on employees have focused on
general employee outcomes such as wage, satisfaction, and commitment. While these
general employee outcomes are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HIWPs, they deal with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ee perceptions, not with employee behaviors.
Therefore, it will be more helpful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f how HIWPs work
on employee behaviors can be figured out. Here comes discretionary work effort as
a type of employee behaviors. Discretionary work effort can also provide a great way
to examine how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ffect employees.
Even though some studies mention discretionary work effort as an important
construct in the analysis of HIWPs (Appelbaum et al. 2000), the construct has not
been clearly developed yet. Thus, it is one of this study’s tasks to develop the
construct.
The first step starts from delving into related concept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2), contextual performance3), and extra-role behaviors4). Some of key areas
in these concepts seemed very relevant to “discretionary work effort” as defined in
this paper. The individual initiative domain i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2)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uld be defined as “individual behavior that is discretionary,
not directly or explicitly recognized by the formal reward system, and that in the aggregate
promotes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organization” (Organ 1988).
3) Contextual performance is defined as individual effort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ir
main task functions but are important because they shape the organizational, social, and
psychological context that serves as the critical catalyst for task activities and processes”
(Borman and Motowildo 1993).
4) Extra-role behaviors are defined as “those behavior[s] that go beyond specified role
requirements, and are directed towards the individual, the group, or the organization as a
unit, in order to promote organizational goals” (Somech and Drach-Zahav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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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Bs) “involves engaging in task-related behaviors at a level that is so far beyond
minimally required or generally expected levels that it takes on a voluntary flavor
(Podsakoff et al. 2000, p.524).” The job dedication domain in Contextual Performance
also contains similar things: “(a) put in extra hours to get work done on time, (b)
pay close attention to important details, (c) work harder than necessary, (d) ask for
a challenging work assignment, (e) exercise personal discipline and self-control, (f)
take the initiative to solve work problems, (g) persist in overcoming obstacles to
complete a task, and (h) tackle a difficult work assignment enthusiastically (Van
Scotter 2000, p.86).” Extra-role Behavior, on the other hand, has been examined at
different levels; the individual level (donating behaviors), the team level (sharing and
cooperative behaviors), and the organizational level (volunteering for unpaid tasks)
(Somech & Drach-Zahavy 2000).
Despite some of the above domains overlap with the discretionary work effort
construct, however, OCBs, Contextual Performance, or Extra-role Behaviors have
limitations to be used in the place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First, these constructs
cover many different types of behaviors: For OCBs, all of helping behavior,
sportsmanship, organizational loyalty, organizational compliance, individual initiative,
civic virtue, and self development are included (Podsakoff et al. 2000). While
Cappelli and Rogovsky (1998) examine effects of HIWPs on OCBs, constructs with
many domains are too broad to apply to this study, which focuses on more directly
work-related effort. Second, whereas individual initiative and job dedication domains
could be borrowed from these OCB/contextual performance/extra-role behavior
constructs, the two domains are only marginal ones in these constructs (Organ 1988).
Next, Contextual Performance and Extra-role Behavior studies tend to define these
concepts by differentiating them from task performance and in-role behaviors,
respectively (Motowildo 2000). However, this approach doesn’t match the assumption
that having broader job descriptions and being assigned to implicit roles fit into and
support HIWPs. Therefore, discretionary work effort as a separate construct would
be better to examine effects of HIWPs o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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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asurement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In Appelbaum et al.’s (2000), discretionary effort is included into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struct, measured by the question, “I am willing to work harder than
I have to in order to help this company succeed.” Even though this measure could
capture workers’ general feeling about discretionary work effort, it is
perception-oriented, not behavior-oriented.
To develop measurement for discretionary work effort as concrete behaviors, the
individual initiative domain identified by Podsakoff et al. (2000) and the job/task
citizenship performance area classified by Coleman and Borman (2000) are selected
and compared. After careful checking of the original studies referenced, it is
confirmed that Coleman and Borman (2000)’s job/task citizenship performance
category includes all of the Podsakoff et al. (2000)’s individual initiative domain
contents. Thus, questions are modified from the job/task citizenship performance
category in the previous studies or made up to reflect specific working situations of
nurs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hile making questions, it is intuitively noticed that these items can be classified
into some sub-domains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working harder, working smarter,
and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This is based on a debate around HIWPs;
whether they make workers work harder or work smarter? The working kinder effort
is added, based on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healthcare industry, one of the
important areas of the service sector. To measure the real behaviors of nurses during
the recent past, for each item, “Last month, did you do the following things regarding
your work?” is used with the scale of 1. Never, 2. A few times a month, 3. Every
week, 4. A few times a week, and 5. Every day. The items for a pre-test are as follows:
Working harder discretionary effort 1. I volunteered to take difficult/challenging
tasks that nobody wanted (based on Van Scotter 2000). 2. I worked so hard that I
hardly had time for lunch or breaks (based on Smith et al. 1983). 3. I volunte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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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vertime work when I didn’t have to (based on Van Dyne et al. 1994). 4. I
worked after-hours or took my work home to finish it on time. 5. I took fewer days
off than allowed (based on Smith et al. 1983).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1. During my shift, I reorganized my task
schedules to reduce wasted time. 2. I suggested some ideas to improve the quality
of patients’ care or to reduce costs in my unit (based on Borman & Motowildo 1997).
3. I voluntarily served on committees for the improvement of my facility’s
performance (based on Borman & Motowildo 1997). 4. I attended education/training
programs, which were not required, to develop my skills and competency (based on
George & Jones 1997). 5. I read professional materials to keep my knowledge and
skills up to date (based on George & Jones 1997). 6. I checked results of patient
surveys to improve my services. 7. I organized patients’ records and other
work-related documents so that anyone could find them fast when needed (based on
Puffer 1987).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1. I provided some services to meet patients’
needs, which my job didn’t require. 2. I spent my personal time with patients for
better care. 3. I put a smile on my face even though I didn’t feel that way. 4. I went
extra miles to give detailed instructions and answer patients’ questions. 5. I spent
some time with patients’ families to comfort them. 6. I memorized my patients’
names.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Items
The pre-testing is done using a sample of 104 nurses from New Jersey hospitals.
The results of pre-testing on Discretionary Work Effort show that the 18 items are
related with each other without any two items measuring the same aspect.5) Thus,
5) The pre-test results show that 81 among the total 153 pairs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item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t the 0.05 significant level; all
relationships are positive. Full results are available from the author up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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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8 discretionary work effort items are kept intact for the main survey.
In the main analysi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s done to assure the possibility
of having the proposed three sub-dimensions. A factor analysis, over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s chosen because discretionary work effort is assumed to be an
underlying construct (Tabachnik & Fidell 1996). For the extraction of factors, two
extraction criteria are examined: Kaiser’s eigenvalue and the scree plot. The
eigenvalue result shows that two factors have eigenvalues of more than one, which
suggests a two-factor analysis solution. On the other hand, a look at the scree plot
suggests a two-factor analysis solution with two factors before the bending point, or
a three-factor analysis solution with three factors including a factor right at the
bending point.6) While a two-factor analysis solution is more strongly suggested from
the above two criteria, a three-factor analysis solution is chosen based on two
considerations. The first follows Tabachnick and Fidell (1996)’s advice: the three-factor
analysis reduces considerably the number of large and moderate residuals from the
two-factor analysis solution. The second consideration is my priori theory of having
the three (working harder, working smarter, and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domains. Promax rotation is used because three factors are not assumed to be
orthogonal from one another. The 0.32 (10 percent overlapping variance) criterion is
used as a cutoff for a large loading (Tabachnick & Fidell 1996).
Most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items fit into the three proposed subcategories
as suggested,7) while the two-factor analysis solution shows that, whereas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stands alone as a distinctive factor, working harder and
6) Full results are available from the author upon request.
7) Among working harder effort items, “Use fewer days off” and “Spend personal time with
patients” have low loadings, thus not included in any factor. Among working smarter effort
items, the “Reorganize schedule” item has a large loading on the working harder factor.
Since “Reorganize schedule” can be also thought as a kind of working harder effort, it is
included into the working harder factor. “Suggest ideas” has large cross-loadings on both the
working harder and the working smarter factors, but it is included into the working smarter
factor for consistency with the priori assumption. The “Provide additional services” item
among working kinder items has a large loading on the working harder factor, thus included
into th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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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tie together into the other factor. The resulting
three factors and the loadings of items are listed on <Table 1>.8)
<Table 1> Factor Analysis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Items
Hardly have time for lunch
Provide additional services
Take difficult tasks
Volunteer for overtime
Reorganize schedule
Work after-hours
Use fewer days off
Spend personal time
Check survey results
Organize records efficiently
Serve on committees
Attend voluntary training
Suggest ideas
Read professional materials
Give detailed instructions
Comfort family
Put a smile
Memorize names

Harder
0.6058
0.5778
0.4535
0.3427
0.3409
0.3377
-0.1075
0.0251
-0.0287
-0.1336
0.2835
0.1556
0.3900
0.1489
0.0797
0.1429
-0.0325
-0.0223

Factors
Smarter
-0.0878
-0.0281
0.1619
0.2797
0.0801
-0.0453
0.3185
0.2937
0.5896
0.4792
0.4379
0.3942
0.3851
0.3826
-0.0707
0.0163
0.0371
0.0946

Kinder
-0.2006
-0.1704
-0.0596
0.0933
-0.1535
-0.0247
-0.0066
-0.1686
-0.0115
-0.2965
0.1998
0.1148
0.0807
-0.0641
-0.8154
-0.6961
-0.6073
-0.4406

Ⅳ. Research Design

1. Research Framework and Hypotheses
This study focuses on exploring a mechanism through which HIWPs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ffect firm performance. Here the mechanism is suggested as
discretionary work effort.
8) All Cronbach’s coefficient alphas for the items on each factor are around 0.70, which is
acceptabl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the three factors is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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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HIWPs and different factors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has important implications regarding the debate around effects of HIWPs on workers.
While some argue that HIWPs lead to high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making workers work smarter, extracting workers’ innovative creativity and implicit
knowledge of work, others argue that these practices lead to high organizational
performance just through making workers work harder (speeding-up, peer-control over
work, or “management by stress”) (For the lean and mean production argument, see
Parker & Slaughter 1994). These arguments suggest possibl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of HIWPs with discretionary work effort. Logically, to sustain the positive
effects of HIWP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se practices should enhance the
working smarter effort among workers, rather than the working harder aspect, even
if all of working harder, working smarter, and working kinder effort might be needed
for high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could be especially true when firm
performance is measured in terms of quality of service, like one used in this study.
H1: HIWPs are related with quality of care through mediation of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HIWPs’ relationship with quality of care could be mediated through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HIWPs, expressed in its term itself, make employees involved in
a firm’s decisions in some way. Employees under the HIWPs, therefore, would
develop ownership about their firm, which would, in turn, make them serve customers
kindlier.
H2: HIWPs are related with quality of care through mediation of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have not been studied regarding their
relationships with employee work behaviors o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yet. However, it can be proposed that the degree of temporary workers and the task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impact discretionary work effort.
In the OCB literature, it is suggested that one of the ways in which OCBs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by stimulating and making an atmosphere f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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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similar behaviors (Podsakoff et al. 2000). If temporary workers tend to not
exert a high level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for reasons such as unfamiliarity with
work and other workers and/or supposedly lower level of commitment to the job,
regular workers working with them might be discouraged to do it themselves (Hulin
& Glomb 1999). Similarly, if regular and temporary nurses do more similar tasks,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emporary nurses on discretionary work effort might
be greater because a direct comparison between temporary and regular nurses is
possible.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degree of temporary workers and task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are differently related with the
different discretionary work effort factors. For example,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temporary workers is, the harder regular workers should work to do some “make-up”
work left behind by temporary workers. Another example would be that the more
different the tasks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are, the smarter regular
workers can work since they can focus on more complicated tasks. However,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nd quality of care
is hypothesized to be mediated by working harder discretionary effort, more
importantly than by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H3: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re related with quality of service through
mediation of working harder discretionary effort.
The research framework is diagramed in [Fig. 1].
[Fig. 1] Researc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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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Design
Nurses working at acute-care hospitals in New Jersey, U.S.A. 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is choice is based on some considerations. First, for the detailed
examination of key issues and the power to control for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one occupation in one industry is preferred. Second, the occupation
should have many temporary workers, and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should
have close contacts at work. Third, the industry should be one of the industries where
HIWPs have been introduced extensively. Nursing fits these qualifications. In nursing,
temporary nurses are used a lot, even with a nursing shortage, working side by side
with regular nurses, and many hospitals went through nursing work redesign, similar
to HIWPs in manufacturing.
This study uses a cross-sectional survey of nurses in New Jersey hospitals. Using
a one-time survey has a potential issue of causality. To reduce this possible problem,
this study measures practices of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nd HIWPs, not
workers’ perceptions on the presence of these practices. It is more plausible to expect
causal relations from practices to perceptions and behaviors, rather than from
perceptions and behaviors to practices. Influence in HIWPs is an exception because
it is measured as workers’ perceptions about their influence. However, it is reported
by Cappelli and Rogovsky (1998) that the vector of causation running from the
involvement variable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is much stronger than
that running from OCBs to involvement.
Using only an individual-level survey might introduce another issue, common
method variances. To reduce possible common method variances, this study tries to
use behavior-assessing questions, rather than perception-assessing questions for
discretionary work effort. But it should be mentioned that quality of care is measured
as one perceived by nurses, not as a behavior-orient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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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asurement for Major Variables

3.1.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HIWPs in this study include influence, training, and incentive, based on Appelbaum
et al. (2000)’s argument that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consist of three basic
elements; participation, skills, and incentive. Most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
studies measure participation as the presence and/or coverage of work team and/or
quality circles. In nursing, however, teamwork is inherent nature for quality care
because work should be done in coordination among care-givers. Thus,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measured as influence over work process within a unit, following the
cases of Freeman and Rogers (1999) and Cappelli and Rogovsky (1998).
Influence measure is modified from Cappelli and Rogovsky’s Involvement in Work
Organization questions (1998). “How much influence do you think you actually have
in the following decisions? – The way work is done, Keeping track of quality, Task
assignment within your group, Work schedule, Selection/purchase of products for
patient care, Training needed, Hiring/staffing/budgets, Amount and processing of
paperwork, and Information given to patients. Answers are scaled as 1=No influence,
2=Only a little, 3=Some, 4=Considerable, or 5=A lot of influence. The mean of
scores on the nine items is used as an influence index.
Training represents the skill element in HIWPs in this study. The key role of
training in successful nursing restructuring is stressed by Brown (1995). Nurses
should be continuously trained clinically. However, interpersonal and managerial
skills are as much important as clinical skills in implementing HIWPs. Thus, how
many kinds of training were provided by the respondent’s hospital (training diversity)
and, for each type of training, how many hours they were trained (training intensity)
were asked in the survey. Training diversity is measured as “During last year, did
you receive any training from your facility in the following areas? a. for your clinical
skills, b. for your communication skills, and c. for your managerial skills. “If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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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hours?” are followed in each area to measure training intensity. Then, to
make a single training index, each of training diversity and training intensity is
standardized with 0 mean and 1 standard deviation. The final training index is calculated
as a mean of these standardized training diversity and standardized training intensity.
Incentive includes the use of pay for performance plans and the presence of job
security contracts. Studies on nursing redesign rarely report changes in pay system.
However, a few case studies report the introduction of pay for performance with a
work redesign initiative in nursing (Miller & Falco 1995; Gordon et al. 1995). In high
involvement work systems, job security practices have been receiving a varying
degree of attention. Following Levine and Tyson’s logic (1990) that participation is
more positive with high degree of employee commitment and employee-management
trust, this study includes the presence of job security-related contracts into incentive.
Pay for performance is measured by “Is some of your pay based on your facility’s
profits or performance (for example, quality improvement or cost reduction)?” “Is
some of your pay based on your workgroup’s or unit’s performance?” and “Is some
of your pay based on your individual performance?” (modified from Appelbaum et
al. 2000). The mean of three answers is used for pay for performance. There are two
questions for the presence of job security-related contracts; “Is there any written
contract (including union contract, except for seniority provision in union contract)
in your unit that provides job security for regular nurses?” and “Is there any written
contract (including union contract) in your unit that regulates the use of temporary
nurses?” The mean of answers to the two questions is used as a measure of presence
of contracts on job security. The incentive index is calculated as the mean of
standardized pay for performance score and standardized presence of job security
contract score.

3.2.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in this study include the temporary nurse ratio
and the task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nurses.
Temporary nurse ratio is measured the proportion of temporary nurses among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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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s within the respondent’s shift.
For task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nurses, 23 nursing tasks are
chosen from Preuss (1998); transport patients, distribute food trays, feed patients,
clean patient rooms, draw blood, bathe patients, do EKGs, provide respiratory therapy,
insert IVs, give IV push medications, maintain IV site care, conduct sterile
procedures, educate patients regarding medications, assess patients upon admission,
assess patients during stay, take vital signs, conduct discharge planning, receive
physician telephone orders, update physician on patient development, round with
physicians, direct work of other employees, managing care over an illness episode,
and others. Survey participants are asked to check tasks regular nurses do and
temporary nurses do on their current shift, respectively, on the 23 task list. Then, the
number of tasks either regular or temporary nurses do, but not both do, is calculated
for each survey participant, creating the task difference index.

3.3. Perceived quality of care
The average of scores on two items, “I feel confident having someone close to me receive
care in the facility where I work” and “I feel the quality of care in my facility is good”
is used as a score on perceived quality of care. These items are scaled as 1=Strongly
agree, 2=Agree, 3=Neither disagree nor agree, 4=Disagree, or 5=Strongly disagree.”
The perceived quality of care measurement used in this study is not solid enough
to capture firm performance. The author tried to get hard performance data or
customer satisfaction data from the participating hospitals in vain. First, many
hospitals didn’t have data by units. Second, even if they did, they definitely didn’t
want to share them with outsiders. However, the previous studies lend some validity
to the measurement, quality of care perceived by employees, used in this study, in
the service setting. A study on a bank reports that employees’ attitudes about overall
quality provided to customers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customers’ assessment of
service quality (r = .67, p < .01) (Schneider 1980). And the same result is replicated
by a later study (r = 0.63, p < .01) (Schneider & Bowen 1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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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ntrol variables
To control for possibl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the nursing shortage across
units or hospitals, workload is included as a control variabl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different perceptions about the use of temporary nurses according
to tasks respondents are doing, task breadth is also included as another control
variable. Facility size (the number of beds) is also used to control fo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specialty area, managerial position, employment status (regular
full-time, regular part-time, or temporary), tenure, weekly working hours, and hourly
earning are controlled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3.5. Analysis Method
Hierarchical regression is used in analys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HIWPs /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nd perceived quality of care through
mediation by discretionary work effort.

Ⅴ. Data

Data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nurses at 16 participating hospitals in New
Jersey, U.S.A. The hospitals distributed to their nurses the first wave of the survey,
reminding letters after two weeks, and the second wave of the survey after another
two weeks. Participation by individual nurses was completely voluntary and
anonymous. Data collection took almost one year, from fall 2001 to summer 2002.
Finally, 376 responses were received with a 16 percent response rate. One reason for
the low response rate seems to come from the high workload of nurses.10) For this
9) The author came across a similar result in a hospital during this research. An internal
research by the hospital produces high correlation between its employees’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and customers’ assessment of service quality. However, the hospital doesn’t want to
open the research result to the public, which prevents the author form citing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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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90 completed survey responses are used.
<Table 2> summarizes som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Perceived Quality of Care
Discretionary Work Effort
Working Harder Effort
Working Smarter Effort
Working Kinder Effort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Influence
Training
Incentive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Temporary Nurse Ratio
Task Difference
Control Variables
Workload
Task Breadth
Facility Size
Specialties
Medical/Surgical, Orthopedics, Neurology
ICU/CCU, ER, OR/PACU
Ob/Gy, Pediatrics/Neonatal
Psychiatric/Mental Health
Other Specialty
Manager
Employment Status
Regular Full-time
Regular Part-time
Temporary
Tenure
Weekly Hours of Work
Hourly Earning
Number of Sample

Mean
3.62

SD
0.99

Max
5.00

Min
1.00

2.84
2.37
4.08

0.76
0.68
0.89

4.67
4.50
5.00

1.00
1.00
1.50

2.71
0.02
0.02

0.81
0.81
0.70

5.00
5.70
2.10

1.00
-0.86
-0.98

0.16
2.55

0.16
5.60

1.00
23.00

0.00
0.00

129.32
16.10
315.14

117.72
3.82
172.08

988.00
23.00
900.00

4.00
1.00
5.00

0.30
0.26
0.23
0.10
0.11
0.16

0.46
0.44
0.42
0.30
0.32
0.36

1.00
1.00
1.00
1.00
1.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44
1.00
0.36
1.00
0.31
1.00
8.27
33.00
12.07
100.00
11.02
75.00
290

0.00
0.00
0.00
0.00
8.00
7.95

0.74
0.15
0.11
10.35
40.38
28.98

10) While I was contacting hospital managers to solicit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some of
them mentioned nurses’ high workload as a reason for rejection to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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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nts are working at hospitals with 315 beds on average. Full-time regular
nurses are 74 percent, part-time regular nurses 15 percent, and temporary nurses 11
percent, and managers represent 15% of the respondents. The average tenure of
respondents is 10.4 years. When respondents are grouped into similar specialty areas,
those working at medical/surgical, orthopedics, or neurology units are 30 percent,
those at ICU/CCU, ER, or OR/PACU are 26 percent, those at OB/GY or
pediatrics/neonatal are 23 percent, those at psychiatric/mental health are 10 percent,
and those at other specialties are 11 percent. On average, these responding nurses
work 40.4 hours a week and their hourly earning is $29.
The respondents perceive the quality of care in their facility somewhat favorably
(3.62 in the 1-5 scale). The average score for working harder discretionary effort is
2.84 (close to every week), the mean of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is 2.37
(close to a few times a month), and the mean of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is 4.08 (close to a few times a week). The average score on the 1-5 scale for
influence over work process is 2.71. On average, the temporary nurse ratio to all
nurses is 16 percent, and the number of tasks that either regular or temporary nurses
do exclusive of the other is 2.55 out of 23.11)

Ⅵ. Results

H1: HIWPs are related with quality of care through mediation of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11) The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which can be provided upon request, show that perceived
quality of care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working harder and temporary ratio (both at the 0.1
significance level) and task difference (at the 0.01 significance level),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fluence, training, and incentive at the 0.01 significance level. HIWPs are all positive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at the 0.05 significance level. Among HIWPs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the only negative correlation is detected between training and task
difference. It is also observed that both a higher temporary ratio and more task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nurse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working harder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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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hows influen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Table 4> indicates that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is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quality of ca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uence and perceived quality of care is partially mediated by

<Table 3> Relationships between HIWPs /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nd Discretionary Work Effort
Working
Harder

Working
Smarter

Working
Kinder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Influence

-0.01

0.16 ***

0.04

Training

0.07

0.06

0.02

Incentive

0.02

0.04

-0.04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Temporary Ratio

0.59 **

0.19

0.26

Task Difference

0.02 **

0.01 **

0.01

Workload

0.00

0.00 *

-0.00

Task Breadth

0.02

0.03 **

Size

0.00

0.00

0.00

ICU/CCU, ER, OR/PACU

0.04

-0.01

-0.15

Ob/Gy, Pediatrics/Neonatal

-0.04

0.02

0.24

Psychiatric/Mental Health

-0.36 **

-0.09

-0.00

Other Specialty

-0.05

-0.10

0.05

Control Variables

Manager

0.27 **

0.11

Part-time Regular

-0.06

-0.29 **

Temporary

-0.08

-0.02

0.05 ***

0.03
-0.12
0.17

Tenure

0.01 ***

0.01

Weekly Hours of Work

0.01

0.00

-0.00

0.00

-0.00

0.00

Hourly Earning

0.01 **

Constant

1.92 ***

1.12 ***

3.09 ***

N

290

290

290

0.1489 ***

0.1895 ***

0.0959 *

R-Squared

* for p<0.1, ** for p<0.05, and *** for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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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on Results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between HIWPs
/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nd Quality of Care
Perceived Quality of Care
Discretionary Work Effort
Working Harder
Working Smarter
Working Kinder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Influence
Training
Incentive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Temporary Ratio
Task Difference
Control Variables
Workload
Task Breadth
Size
ICU/CCU, ER, OR/PACU
Ob/Gy, Pediatrics/Neonatal
Psychiatric/Mental Health
Other Specialty
Manager
Part-time Regular
Temporary
Tenure
Weekly Hours of Work
Hourly Earning
Constant
N
R-Squared

-0.29 ***
0.29 ***
-0.02

-0.21 **
0.17 *
-0.00

0.38 ***
0.13 *
0.11

0.35 ***
0.14 **
0.11

-0.75 **
-0.03 ***

-0.66 *
-0.03 ***

-0.00
-0.03 *
0.00
-0.13
0.03
-0.51 **
0.14
-0.10
0.02
0.18
0.01 *
-0.01 *
0.00
3.36 ***
290
0.2586 ***

-0.00
-0.03 *
0.00
-0.14
-0.04
-0.63 ***
0.24
0.21
-0.01
-0.04
0.01 **
-0.01 **
0.00
4.53 ***
290
0.1418 ***

-0.00
-0.03 *
0.00
-0.12
0.02
-0.57 ***
0.14
-0.06
0.05
0.17
0.01 **
-0.01
0.00
3.58 ***
290
0.2775 ***

* for p<0.1, ** for p<0.05, and *** for p<0.01.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However, other HIWPs components, training and
incentive, are found to be not related with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Training is shown to be marginally related to perceived quality of care. Thus H1 is
partially supported. In addition, the lack of relationship between HIWPs and working
harder discretionary effort indicates that HIWPs, especially influence, mak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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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marter, rather than work harder.
H2: HIWPs are related with quality of care through mediation of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Table 3> and <Table 4> show that, different from the hypothesized expecta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kinder effort and HIWPs or
between working kinder effort and perceived quality of care is not found. Thus, H2
is not supported in this study. Little effect of HIWPs on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might be because many nurses fulfill this aspect of their jobs anyway, based
on their occupational commitment with little relevance to other working conditions.
The highest mean of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4.08 out of 0-5 scale),
compared to working harder (2.84) or working smarter (2.37), gives some support to
this interpretation. Or no relationship of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with any
of HIWPs,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nd perceived quality of care suggests
that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might have some other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It should be a task for further study in the future to examine
relationships around working kinder discretionary effort, in the service setting in
particular.
H3: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re related with quality of service through
mediation of working harder discretionary effort.
Table 3 also shows that both temporary ratio and task difference are positively
related to working harder effort, and the task difference is also positively related to
working smarter effor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emporary ratio and working
harder effort can be easily interpreted a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i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the harder workers should work to pick up
some work left by temporary workers. However, the positive relationship of task
difference with both working harder and working smarter effort is not straightforword
to interpret. As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do different tasks, regular workers
might have to do more make-up work, which could make them work harder, or they
might be able to focus on their own, usually more complicated tasks, giving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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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to temporary nurses, thus having a higher chance to work smarter. However,
both temporary ratio and task difference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perceived
quality of case, shown in <Table 4>. This might mean that a supposedly positive
relationship of task difference with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is
overshadowed by its stronger relationship with working harder discretionary effort.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are related to perceived quality of care, through
partial mediation of working harder discretionary effort, thus partially supporting H3.
Even though using perceived quality of care as a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asure makes it impossible to ful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etionary work effor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finding is very
interesting in that, contrary to the findings by Lewin (2001), using many temporary
workers, even though leading to making workers work harder, might not lead to high
organizational performance, at least with a quality concern. On the other hand,
empowering employees as with HIWPs, can lead to making employees work smarter,
and in turn, high quality of service. This finding is especially critical since it is drawn
from the healthcare industry where quality of ca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performance. Therefore, this finding c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service sector.
The above results, with working harder discretionary effort and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having different relationships with relevant variables, also support
the three-factor approach on discretionary work effort, explored in this study.

Ⅶ. Conclusion

Discretionary work effort, developed and measured in this study, is shown to have
the proposed three factors; working harder, working smarter, and working kinder.
Working harder effort is positively related to temporary ratio and task difference, and
working smarter effort is positively related to influence and task difference. The

210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2호

different relationships of HIWPs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with different
factors of discretionary work effort become more interesting when they are examined
with perceived quality of care. While working smarter effort is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quality of care, working harder effort is negatively related to perceived
quality of care. This means that the effects of HIWPs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ight go through different mechanisms from
the employees’ point of view. It seems like that HIWPs lead to higher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not working harder effort, even though this study doesn’t
provide causality. Furthermore, HIWPs, influence in particular, is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quality of care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mediation of working
smarter discretionary effort.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both temporary
ratio and task difference, are negatively related to perceived quality of care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mediation of working harder discretionary effort.
These findings have some practical implications. If a hospital wants to really take
advantage of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IWPs and quality of care, it has to try
to reduce the use of temporary nurses. However, even though quality of care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especially in the service sector,
using the measurement as performance has limitations. One is that quality of care
perceived by nurses is not a solid measurement for performance by itself. Other hard
data or perception data from others such as customers are needed to capture the whole
performance dimension. Another is that the single source bias might affect the results
on perceived quality of care. To see how much the perceived quality of care could
be a proxy for quality of care, the simple correlations between staffing ratios and the
perceived quality of care are examined. A previous study (Preuss 1998) reports that
quality of care is closely related to higher RN ratio. The perceived quality of care
in this study is negatively correlated to Aide to RN ratio (correlation coefficient –
0.1279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0.05 level). From this examination, it seems
that the perceived quality of care can be a proxy for quality of care, even though
it might not be a strong one. For future research, it will be a big challenge to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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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measurements for performance in the service sector,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
With measurement cautions, however, it is a big contribution of this study to show
that HIWPs make workers work smarter, not work harder, which in turn leads to high
perceived quality of care, and that more use of temporary workers, while making
worker work harder, is perceived negatively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
quality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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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성과(고참여)작업관행과 임시고용관행: 노동자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가, 더 현명하게 일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친절하게 일하게 만드는가?
김혜진
본 연구는 미국 뉴저지 주의 소재 병원들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고성과(고참여)작업관행과 임시고용관행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고찰했다. 이를 위해 임의적 노력이라는 개념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요
소 분석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기, 더 현명하게 일하기와 더 친절하게 일하기라
는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고성과(고참여)작업관행은 이 중 더 현명하게 일하기
로 부분적으로 매개되어 돌봄 서비스 질 인식과 긍정적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임시고용관행은 더 열심히 일하기로 부분적으로 매개되어 돌봄 서비스 질 인식
과 부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상이한 상관관계를 가진 고성
과(고참여)작업관행과 임시고용관행을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현재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이들 관행들의 사용을 재고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핵심용어 : 종업원참여, 고성과(고참여)작업관행, 임시고용관행, 임의적 노력, 돌
봄 서비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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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조 상 균*

본 연구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차별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검토한 것
이다. 이를 위해서 파견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
는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여 일정한 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 고용형태인 근로자파견 관계를 활성화시키
기 위해서나 또는 계속해서 용인하려는 목적으로 차별시정제도를 해석․운
용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
용사업주는 다소 비용의 부담을 지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이익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파견법에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첫째,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외형상 도급근로자라 할지라도 차
별시정 판단의 선결 문제로서 다른 기관에 독립적으로 선결 문제로서 이를
판단해야 하며, 둘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직
접 고용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인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인지를 구별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
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셋째, 단체협약에

논문접수일: 2010년 4월 23일, 심사의뢰일: 2010년 5월 4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9일
* 이 논문은 2009년도 전남대학교 특성화분야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skcho@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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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차별은 차별시정제도의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넷
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차별시
정명령 이행의무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책임 영역을 구분하지 않
고 양자를 시정명령 이행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용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차별금지,
노동위원회

Ⅰ. 들어가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차별적
인 근로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할 수 있는「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및「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째에 접
어들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기간제․단시간 또는 파견근로자의 기간 제
한을 통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다. 특히 후자의 차별시정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
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로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한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법의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시정제도는 그
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던 비정규직 근로
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기
된 차별시정제도는 예상과 달리 최근 그 효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 그 이유는 첫째, 예상과 달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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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근로조건의 차별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
고(표 1 참조1)), 둘째, 사업장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2) 예
상대로라면 차별시정 구제신청건수가 점차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건수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2 참조3)). 결국 차별시정제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법․제도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제도 이용 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차별시정제도가 근로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배경으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으나, 결국은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정명령이 내
려진 비율이 2008년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1,896건 신청에 단 22건에 불과하
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
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4). 따라서 학계 및 실무계가 나름대로 현 상황을
냉정히 평가해 보고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해석을 이끌수 있도록 ‘차
별판단’의 명확한 기준을 고민하고,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내오는 논의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근로조건의 대표적인 징표로서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가 2009년 1～3월 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3만 원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오히려 3.1만 원 감소한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표 1). 게다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는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여 2007년 1～3월에는 71.2만 원, 2008년
1～3월에는 83.2만 원, 2009년 1～3월에는 93.5만 원으로 격차가 더 벌이지고 있다. 특
히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파견근로자가 포함된 비전형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비정규직 근
로자 평균보다 더 많은 5.1만 원 감소하고 있어, 비전형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져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차별시정제도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 300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은 2007년 7
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9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기간제법 부칙 제1항 참조).
3) 차별시정제도 신청건수의 급감의 원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시정신청권자를
근로자에 한정하여 차별시정신청으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정명령이 내려진 비율
이 2008년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1,896건 신청에 단 22건에 불과하여 실제적으로 차별
시정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조상균,「비정규직 관련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산업관계연구』20(1), p.116; 서울지노위 편,『2008년도 차별
시정담당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자료』, 2008. 6 참조).
4) 물론 그 밖에 차별시정제도 신청건수의 급감의 원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시정신청
권자를 근로자에 한정하여 차별시정신청으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
안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조상균, 앞의 논문,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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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단위 : 만원, %, 전년 동기 대비)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
직
한시적
기간제

2009. 1～3월 평균 185.4
증감률
2.4
2008. 1～3월 평균 181.1
2007. 1～3월 평균 172.4

216.7
3.0
210.4
198.5

123.2
-3.1
127.2
127.3

140.3
-3.1
144.1
144.2

149.0
-2.2
152.4
142.9

비기간
제
104.6
-15.9
124.4
-

시간제 비전형

55.7
-0.2
55.8
54.2

113.0
-5.1
119.1
108.7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7.3, 2008.3, 2009.3

<표 2> 연도별 차별시정 처리 내역
(단위 : 건)

지노위
전체

2009
2008
2007

중노위

시정
시정
기각 각하 취하 조정 소계
기각 각하 취하 조정
명령
명령
95
80
10
5
6 48 11
15
8
4
3
1,947 1,896
22 557 74 768 475
51
18 20
7
4
2
156 156
64 15
3 73
1
소계

자료: 노동위원회,『조정과 심판』, 제39호, 2009.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논의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파
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계 및 실
무에서의 논의 과정에서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논의나 판정의 분석5)에만 주안점이 맞추
5) 지금까지 나온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는 연구 문헌으로 조임영,「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
용의 주요 쟁점 검토」,『법학논총』17(1) (2010); 박지순,「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
적 과제」,『산업관계연구』19(2009); 조용만,「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의 신청인 적격성과
비교대상 근로자」,『노동법연구』27(2009); 전윤구,「비정규직 관계법의 입법적 개선방
향」,『노동법학』28(2008. 12); 강성태,「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차별시정제도의 현
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법학논총』25(4)(2008); 박은정,「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노동법학』27(2008.9); 박주영,「비정규직 차
별사건의 쟁점과 과제-노동위원회의 차별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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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어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차별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6).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시정명령이 내려진 최초의 판정
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사건7) 및 금호타이어 사건8)이 파견근로자에 대
한 차별시정 연구의 최소한의 논의 단서는 제공해 주고 있다9).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둘러싼 단기간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
한 차별시정과 다른 독자적인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행 3년째를 맞는 차별시정제도 가운데 독자적
인 영역을 갖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에 주 관심을 두어, 위의 두
개의 사건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시정제도의 예상
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쟁점들을 도출해 보고, 파견근로자의 차별
시정제도의 독자성에 주안점을 두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독자적인
해석 지침 및 운영 지침을 연구하여, 결국 제도의 효율화 및 제도 취지와의 적

6)

7)
8)
9)

37(2008. 9); 고준기․서우석,「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
점과 개선방향」,『지역발전연구』7(2007.8); 박제성,「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의 법적 검
토」,『노동리뷰』(2007. 7); 조임영 등 4인,「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제도를 중심으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06. 12
등을 들 수 있다.
박종희,「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판단의 대상과 내용」,『월간 노동법률』227(2010.
4); 박은정,「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Ⅱ」,『노
동법학』32(2009. 12): 박수근,「최근 주요판례 쟁점 및 검토」,『심판담당 공익위원 워크
숍 자료집』(2008.12. 12); 박종희,「차별시정제도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정책적
논의 방향」,『노동리뷰』47(2008); 전윤구,「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을 둘러싼 해석론의 검
토」,『임금연구』15(1)(2007); 박종희․강성태․전윤구․강선희,「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노위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006. 11 등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해석론을 독자적으로 일부 제기하고 있으나 금호타이
어 사건의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박종희 교수의 판례평석을 제외하면, 이 문제에 관한 독
자성을 인정하면서 실제 사례를 통한 문제점 제기 및 해석론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충남지노위 2008.11.4. 2008차별 1; 중노위 2009.3.16. 2008차별 26 내지 28.
전남지노위 2009.2.9. 2008차별 3; 중노위 2009.4.27. 2009차별 2; 서울행법 2009.12.11.
선고 2009구합22164 판결.
2009년 6월 30일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은 중
복 신청을 제외하면 총 4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차별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본문
에서 열거한 2건에 한한다. 나머지 2건의 사건은 조은시스템 사건 경기지노위 2007. 8.
20. 2007차별 1, 대한석탄공사 사건 강원지노위 2009. 8. 17. 2009차별 1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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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개관

1. 의 의
현행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
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파
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참조). 또한 파견근로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자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특
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없게 했으며, 시정신청절차에 관해
서는 기간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
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되기 전
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1조 제3항). 그리고 기
간제법과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고10), 다만 사용사업
주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수를 파악하도록 하였다(제21조 제4항). 그 밖에 사용
자는 파견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제21조 제3항),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
는 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구파견법 제21
조의 균등대우원리가 실효성이 없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했다는 사정을 고려하
여11)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와 더불어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의 금지
10) 각주 2)를 참조
11) 구파견법 제21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균등대우원리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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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시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여 실효성 높은 구제를 예상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판단 구조
지금까지 나온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서를 검토해 본 결과,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해서, 거의 동일
한 판단 구조를 띠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인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①),
둘째, 신청인이 선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②), 셋째,
파견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고(③), 넷째, 신청인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항목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④), 다섯째, 불리한 처우에 대
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⑤), 여섯째, 차별시정 대상 사업주 여부
및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⑥). 이러한 판단 구조는 일
반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시정 판단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서는 파견근로자의 특성상 미
묘한 특징과 해석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하에서 파견근로자의 특성에 기인하
여 다른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와 해석론상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쟁점과 그 해석에 관해서 논한다.

Ⅲ. 파견근로자 차별시정에 관한 문제점

1.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적격성

가. 문제 제기
파견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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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단 이 법에 의해 신청권자의
적격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
기에서 말하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란 파견법 제2조 제5호에서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적법하게
등록된 파견사업주에 의해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 적격성의 문제
는 없겠지만, 외형상 도급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
령 하에 놓여 있는 이른바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파견
근로로 인정하여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적격성을 갖는가에 있다. 둘째, 또한 이
경우에 선결 문제로서 노동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불법파견임을 조사하여 판단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노동부나 검찰에 의뢰하여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셋째, 더 나아가 실질적 파견계약이 성립하
여 2년이 경과한 경우 200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성립의제(구파견법 제6조 제3항) 및 고용의무(파견법 제6조의2)와 당해 근
로자의 적격성과의 관계에서 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신청
을 각하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나. 불법파견인 경우의 신청인 적격성 문제
파견법상 노동위원회의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파견근로자에 한한다
(파견법 제21조 제2항). 즉 파견법상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사용사
업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신청인
적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파견법 제2조 제5호, 제21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사외근로 형태인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수
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
접 지휘․명령하여 해당 업무에 투입하는 관계를 말하므로, 파견법상 파견근로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소위 불
법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절차를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종래의 학설은 파견법은 적법파견에만 적용되고, 위장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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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도급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정규직은 아니며 노무도급 계약기간이 자
신의 근로계약 기간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의 목적에서는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장도급의 경우 도급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12). 이 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수급업체가 사업체로서 실체가 있는
지 여부, 사업체로서 실체가 있다면 업무 지시․감독권, 근태관리권 등 지휘․
명령권을 행사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형식이
파견계약이 아니라도 실질이 파견근로자이면 신청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13), 법원에서도 앞의 금호타이어 사건에서 외형상 도급근로자의 근로관
계가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상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질상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가 있는 경우에도 차별구제의 신청인 적격
이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결국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정의에 합치하는 한 합법․불법 파견을 불문하
고 사외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실질적 지위에 있다고 한다
면 구제신청의 적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그 근거는 파견법의 목적 및 파
견근로자의 정의 규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14)

다. 노동위원회의 선결 문제에 대한 판단 권한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근로에 대한 차별시정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는 자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정의에 합치되는 ‘적법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
라, ‘실질상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가 차별시정 판정의 선결 문제로서 이 문
제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근로자의 법률관계를 노동청이
나 검찰에서 판단한 후 그 결정을 인용해야 하는지에 있다15).
12) 박종희․강성태․전윤구․강선희, 앞의 보고서, p.100 참조.
13) 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업무 매뉴얼』, 2009. 4. p.13; 충남지노위 2008. 11. 4. 2008
차별 1; 전남지노위 2009. 2. 9. 2008차별 3; 중노위 2009. 4. 27. 2009차별 2.
14) 왜냐하면 파견법 제2조의 근로자 파견의 정의 규정에는 합법파견과 불법파견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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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대자동차 사건이나 금호타이어 사건 모두 법률적 근거나 명확한 해
석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상황을 우선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대자동차 사건의 경우16)
이 사건 근로자들이 최초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차별구제를 신청한 것은
2008년 3월 20일이었다. 처음 이 사건을 접수받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는 독자적으로 구제신청의 적격성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2008년 4월 3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파견(근
로자)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
청은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 법위반 사실이
없어 내사 종결하였음을 같은 해 8월 2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충남지노위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차별시정위원회 공익위원과 담당
조사관이 2008년 8월 26일 불법파견 여부 및 비교대상 근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국 2008년 11월 4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의 결론과 반대로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차별시정구제명령을 내리게 된다.
2) 금호타이어 사건의 경우17)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8년 7월 2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
라 한다.)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금호타이어 직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남
지노위에 차별시정과는 별도로 2008년 7월 24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동 진정 사건에 대하여 2008년 12월 1일
파견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을 입건 수사하게 된다. 전남지노위는 노동
청의 판단을 기다려 심리를 연기해 오다가 2009년 1월 9일 차별 사건 현장조사
15) 만약 차별구제신청인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선결 문제를 노
동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신청인은 자신의 법률관계의 실질에 대한 판
단을 다른 곳에서 확인받은 후에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하게 된다.
16) 충남지노위 2008. 11. 4. 2008차별1.
17) 전남지노위 2009. 2. 9. 2008차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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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고 2009년 2월 9일 광주지방노동청의 결론대로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차별시정구제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의 ‘기소’ 의견으로 입
건해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초심판정이 난 이후, 2009년 5월 1일
‘금호타이어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노무관리상 사용종속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된다18).
3) 소 결
위의 두 사건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사건 모두 신청인이 적법
파견근로자가 아닌 상황에서 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인지의 여부를 선결 문
제로서 판단해야 했으며, 다만 이 문제를 차별시정위원회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이나 검찰에서 판단한 것을 인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논
란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한 대응으로 충남지노위는 우
선 노동청에 불법파견(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전
남지노위는 이 사건과 별건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 사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결국 차별시정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두 사건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동
청이나 검찰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고, 선결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금호타이어 사건
의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노동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19), 일단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신청인 적격의 문제를 선결
문제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설령 노동청이나 검찰의 결론과 다르
다 하더라도 이에 기속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근로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지 여부가 문제로 된 사안에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건20)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노동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다만, 과연 차별시정위원회가 근로자의 실체적 근로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18) 광주지방검찰청 2009.5.1. 형제6473.
19) 서울행법 2009.12.11. 선고 2009구합22164 판결.
20) 중노위 2008.6.25. 2008차별20; 경기지노위 2007.12.28. 2007차별11,14병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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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21)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도 충남지노위와 대전지방노동청의
판단이 서로 달랐고, 전남지방노동청과 전남지방검찰청의 판단이 서로 달리 나
왔음에도 중앙노동위와 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한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첫째
노동위원회가 노동청이나 검찰청의 판단에 기속되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둘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한 작
업이 아니기 때문에22) 어느 기관(법무부, 노동부, 검찰)의 판단이 제일 권위가
있는 판단인지 확정할 수 없고, 어떤 경우이든 최종해석 권한은 사법부가 가지
고 있다는 점, 셋째, 노동위원회의 존립 목적상 반드시 사법부의 판단과 일치하
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이를 판단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서 차별시정위원의 위촉시 전문성을 어떻
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영원한 숙제임에는 틀림없다.
라.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 및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와 신청인 적격성 문제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신청인이 파견근로자임을 스스로 주장하여 제기
한 차별시정구제 사건에서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200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이미 불법파견이 2년간 지속되어 직접고용으로 의제된 근로자가 신청
한 경우(1유형) 또는 2007년 7월 1일 이후 불법파견으로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유형)에 과연 파견근로자의 적격성을 인
정할 것인가에 있다. 이 문제는 두 유형을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1유형의 경우 대법원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의 고용성립 의제는 불법파견의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
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23), 파견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
전 이미 불법파견 상태가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미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
었다고 할 수 있고, 게다가 이 경우 그 근로관계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
21) 박종희, 앞의 논문(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판단의 대상과 내용), p.65 참조.
22) 법무부, 노동부, 검찰은 2007년 4월 불법파견 여부의 판단을 위한 공동 기준인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으나, 실제로는 앞의 사례에서
도 알 수 있듯이 통일된 결론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
23)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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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24), 결국 스스로 파견근로자임을 자처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앞에
서 언급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
하한 사건25)과 해석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유형의 경우 현행 파견법 제6조의226)에서는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
여 사용하거나, 절대적 파견금지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
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7월 1일 이후 파견법 제6조의2에서 열거한 사유로 인한 불법파견의 경
우에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무는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
므로 만약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파견법 제46조
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인
의 적격성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27) 또한 그 이후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경우라도 그 이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28)
다만, 이러한 결론이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에 과연 유의미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파견근로자가 이후 직접고용되었다 하더라도 당
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소급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근로자와 같게 된
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근로자 파견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직접
고용된 시점까지의 사이의 공백을 어느 정도 보존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금호타이어 사건에 적용해 생각해 보면, 우선 금호타이어 사
건 근로자 2인은 각각 2005년 7월 25일, 2006년 5월 21일 금호타이어의 하도급
업체에 입사한 자들로 200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아
1유형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구제신청일인 2008년 7월 21일은 이
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또한 즉시 고용의
24)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25) 중노위 2008.6.25. 2008차별20; 경기지노위 2007. 12. 28. 2007차별11,14병합 등.
26) 구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법이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제
6조의2로 신설된 ‘직접고용의무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27) 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업무 매뉴얼』, 2009. 4. p.13.
28) 조용만, 앞의 논문,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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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효과가 발생하는 절대적 파견금지 업종에도 해당되지 않아 2유형에도 포함
되지 않는다.29) 따라서 파견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30)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영역으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
건 등’의 범위

가. 문제 제기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
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
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견
법 제2조 제7호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법상 차별금지 대상은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 대상은 법문만 살펴보면 직접고용 비
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금지 대상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파견근로자의 특
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따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가? 둘째, 확정할 필요가 있
다면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 필요성 여부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 학설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대상에 대해서
29) 같은 결론으로 박은정, 앞의 논문(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례 검토 Ⅱ) pp.466~468 참조: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사
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개정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고용의무 규정
이 시행된 2007. 7. 1. 이후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
므로 이 사건 사용자 1(금호타이어)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을 부
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남지노위 2009. 7. 13. 2009부해165.
30) 설령 200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2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금호타이어
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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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31). 그 근거로 파견의 경우는 입법정책적으로 차별금지법리를 끌
어들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 대상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파견 제도의 합법성을 다른 쪽에서는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가 된
다는 점32)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파견사업의 앞으로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33)을 들고 있다. 결국 파견 제도
를 기왕에 합법적으로 인정하였다면 시장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간
제법과 동일하게 해석․운용한다면 파견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견해는 파견법의 목적을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및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견법 제1조의 취지 및 파견
기간, 파견업무를 제한하고 파견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결국 ‘인력수급을 원
활하게 함’이란 미명 하에 파견근로자의 착취를 용인하는 지나친 시장친화적
견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불법파견의 경우에까지 이러한 논리를 강조한다면
불법적으로 사용사업주가 누리는 이익을 법이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
어 법의 정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 영역을 기간제법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과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 등 파견법의
2가지 목적의 조화로운 해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는 이후의 논의에
서도 관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 파견금지 대상의 구체적 판단기준
1) 학설의 개관
파견법의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파견근로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파견금지의 대상을 확정한다면 그 구체적 판단기준

31) 박종희, 앞의 논문(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판단의 대상과 내용), p.67; 전윤구, 앞의
논문, p.31.
32) 박종희, 앞의 논문(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판단의 대상과 내용), p.67.
33) 전윤구, 앞의 논문,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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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한 학설로는 우선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엄
격하게 해석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의 동종 내지 유사한 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
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 및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및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무환경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다34).
2)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 : 금호타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이들 견해에 대해서 노동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각각 판단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35), “이때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파견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의 편입에 따라 형성되는 근
로조건만을 의미한다36)”고 하여 위에서 언급한 학설 가운데 후자의 견해를 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로서 근로제공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차별금지 대상 영역에
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하에 노동위원회는 금호타이어 초심 사건에서 기본급, 시간외근
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매월 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라서 지급
되는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임금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작업 수행의 위험도를 반영해서 현장 작업자들에
게 지급되는 안전수당, 작업 공정별로 업무 난이도를 고려해서 지급되는 공정
지원금은 그 성격상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파견근

34)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견해의 소개에 대해서는 전윤구, 앞의 논문, pp.31~32 참조: 이
들 견해 이외에도 파견법 제34조에 의해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조
건에 대해서만 차별금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동법 제2조
제7호가 차별금지 대상으로 ‘임금’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
가 있어 이 견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35)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매뉴얼, pp.31~32: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급끼리, 상여금은 상여금
끼리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36)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35, 200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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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로서 근로제공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으로 보아 ‘임금 그 밖의 근로조
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직접 고용한 신분에 기하여 비교대
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적용을 시키고 있는 정년규정, 가족수당, 근
속수당, 정기승호, 유급일, 유급휴가 및 경조금, 교육비 보조, 체력단련비, 교통
비, 임금협약에 의한 성과배분 및 생산장려금은 그 성격상 파견근로자로서 근
로제공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37).
즉 초심판정에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판단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금호타이어 재심판정38)에서는 정년,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
경조휴가 및 경조금, 교육비 보조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시정 신청
기간 내에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고,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월차휴가 미사용 수
당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조휴가 및 경조금, 교육비 보조는 발생하지 않아 불
리한 처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처우 자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로 파견법 제2조 제7호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
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이 신청한 나머지 항목에 관해서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해 우선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수당, 근
속수당, 정기승호, 회사 창립기념 유급휴가, 체력단련비, 교통비, 2008년도 성
과배분 및 생산장려금은 그 성격상 사용사업주와의 직접 고용관계에 따라 형성
되는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근
로조건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초심에서는 근로자들이 신청한 차별금지 영역을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
로조건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지고 바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해당 여
부를 판단한 반면, 재심에서는 일단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처우가
있었다면 그 처우가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비교대상자와 비교해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 근로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의 경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판단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37) 전남지노위 2009. 2. 9. 2008차별3.
38) 중노위 2009. 4. 27. 2009차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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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접근방법 및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 견
금호타이어 사건 재심판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점은 차별적
처우의 판단 단계에서는 직접고용관계 하에서의 근로조건인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근로조건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파견법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금
지대상으로서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그 성격상 파견근로자로서 근로
제공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만을 가리키는 것
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여부’에서 판단하여 사용사
업주와의 직접 고용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
적 이유가 있어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 문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
어서,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고용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과
차별이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이유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는 구제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노동위원회는 ‘자의적이지 않아야 함’을 의
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39). 그렇다면 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
금 그 밖의 근로조건의 차별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자의적이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파
견 제도와 같은 비정상적 고용관계를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파견법 제1조
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 동종 유사업
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에도 파견근로자를 차별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자에 의견에 대해서 “파견사업주의 이익준비금 및 일반
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총체적인 노무공급 대가는
직접 고용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비용 이상으로 되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
는 이익이란 오로지 고용조정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도만이 남게 되어
39)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매뉴얼, pp.32~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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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이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40), 역으로 다소 높은 비용을 지불하
더라도 고용조정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사용사업주는 지휘명령에 따
른 이익을 고스란히 얻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견 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문제
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조사비, 자녀학자금 지원, 건강검진비 지
원 등 복리후생제도를 차별적 처우금지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되었지만, 노동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견근로자에
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논의는 생
략하는 것으로 한다.

3. 파견근로자 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범위
파견법 제2조 제7호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설령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
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해(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 발생하는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차별시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
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사업주(도급업체)에 속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단체협약
에 의해 차별 발생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파견사업주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존재하
여 파견업체 직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체결한 비정규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비정규직 노동조합 단체협
약에 의해 임금인상,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금호타이어 사건에서는 금호타이어 정규직 직원을 조직대
상으로 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서가 있고 금호타이어(주) 내 20여 개 도급업체
직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체결한 비정규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40) 전윤구, 앞의 논문, p.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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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신청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인상되고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는 강행규정
이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임금 등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비
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이 발생했다면 단체협약만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
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41)”고 판단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의 강행규정성을강
조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한다.

4.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게 된다. 그런데,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의 경우 쉽게 시정명령 대상을 찾을 수 있
겠지만,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차별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주체로 파견사업주와 사
용사업주 양자를 모두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시정명령의 이행의무자가 누
구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제21조에서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
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될 의무의 주체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양자로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영역별
로 차별시정 주체를 구분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 책임 영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 이 사건 차별적 처우는 모두 임금에서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 파견사업주(이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마도
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제34조에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책임 영역을 구분하
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은 파견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사업
주의 연대책임 사유를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
지한 경우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41) 전남지노위 2009. 2. 9. 2008차별3; 중노위 2009.4.27. 2009차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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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부정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법 제34조에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책임 영역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추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책
임 영역별로 차별시정 대상 사업주를 구분할 경우, 금호타이어 사건과 같이 임
금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므로 노동위원회는 파견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밖에 없
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될 경우,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에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임금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에 의해 결정되게 되고, 파견 금액 속에는 파견계약상 당연히 파견사
업의 적정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에
게 시정명령을 내린들 파견사업주가 자신의 수수료까지 포기하며 차별에 따른
임금 지급을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입장에서 차별시정의 경우에
는 연대책임을 강화시킨다든가42) 또는 파견법 제21조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
적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의 주체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시정명령 이행의무자로 판단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43). 결국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면서 법문에 충실한 근거
찾기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2)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책임
을 지는 사유로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
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그 요건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파견법 시행령 제5조에 하
나를 추가하여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3) 같은 논지로 박종희, 앞의 논문(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판단의 대상과 내용), p.69:
박종희 교수도 파견법의 입법 목적과 문언상으로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병렬적으
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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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공통의 문제44)

가. 차별시정신청의 주체
파견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별적 처
우를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차별시정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에 한정되며 노동조합의 신청인 자격은 제한된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신청인 자격의 제한은 결국 해당 근로
자가 계약기간 존속 중에는 차별시정제도를 신청할 수 없게 만드는 제약 요인
으로 작용하기 쉽고,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더더욱
신청을 할 수 없게끔 강요받을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차별적 처우를 당한 해당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의 실
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노동조합에 신청권을 인정하여 일괄적으로 해
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45)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 신청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46)과 차별구제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손해배상 내
지 보상청구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노동조합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별구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 현행 노동위원회 규칙상 노
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노동조합도 대리인의 지위에서 구제신청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47), 그리고 남소(濫訴)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노동조합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제기
되고 있다48). 그러나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꺼려하는 중요한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이루어
지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음
으로 조합원에 대한 차별시정 요구는 노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

44) 조상균, 앞의 논문, pp.125~128을 주로 참조하였다.
45) 김선수,「차별시정제도 활용과 외주화 남용금지를 위한 법률 대응 방향」,『노동사회』(2007.
12) p.57 참조.
46) 전윤구, 앞의 논문, pp.372~376; 강성태, 앞의 논문, p.180.
47) 노동위원회 규칙 제36조 제1항 제5호 참조.
48) 박종희, 앞의 논문, pp.4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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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각해 보면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입된 노동조
합이 신청권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대상 기간
현행 차별시정의 신청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계속되는 처우는 그 종료일)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기간제법 제9조, 파견법 제21조 참조)49). 여기서의 3월은 제척기간에 해
당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차별시정신청은 각하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50). 그런데 종래 노동위원회에서는신청기간
인 3개월을 법령에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으로서
의 기능뿐 아니라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대상 기간으로 해석하여51) 구제신청
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일 이후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날까지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시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의 결정을 받아왔다. 결국 차별신청 이후의 차별에 대해서는 다시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실제로 금호타이어 초심사
건52)에서는 차별시정신청이 있었던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차별이 시정
대상이고, 그 같은 기간 지급한 급여를 비교해서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만 시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행히 금호타이어 재심사건53)에서 초심을 일부 취
소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을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로
규정한 것은 단지 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정한 것에 불
가하다”고 판단하여,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차별시정신청 3개월 전부터 판정일
까지로 하는 판단이 내려져 차별시정 공백기간을 없애는 등 차별시정제도의 실
49) 노동부는 신청기간을 3개월로 한 이유에 대해서 “신청기간은 현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 기간에 맞추어 3개월로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비정규직 보호법
률 해설』, 2006. 12, p.39 참조.
50) 최근 노동부는 2009년 4월 1일 근로자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근로자
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 하에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51) 중앙노동위원회 편,『2008년도 차별시정담당 조사관워크숍자료』, 2008. 11. 27, p.99.
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9. 2. 9. 결정 전남2008차별3 사건.
53)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27. 결정, 중앙2009차별2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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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앞으로의 판단이 기대된다.

Ⅳ. 앞으로의 과제

본고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차별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는 전제 하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파견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몇 가
지 문제점을 도출하여 일정한 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차별시정신청권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문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금지 영역으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의 문제, 파견근로자 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범위의 문
제,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파견근로자
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과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 등 파견법의 두 가지 목
적을 염두에 두면서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도입
이 반드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 고용형태인 근로자 파견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계속해서 용인하려는 목적으로 차별시정
제도를 해석․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다소 비용의 부담을 지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이익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파견법에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첫째,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외형상 도급근로자라 할지라도 차별
시정 판단의 선결 문제로서 다른 기관에 독립적으로 선결 문제로서 이를 판단해
야 하며, 둘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고용관
계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인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형성되
는 근로조건’인지를 구별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셋째, 단체협약에 대한 차별은
차별시정제도의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넷째, 파견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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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책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시정명령 이행
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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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cting Discrimination for Temporary Agency
Workers
Sang Kyun Cho
This research reviews the correcting discrimination for temporary
agency workers, with the presumption that there is a need for a full
scale discussion on the possible independent corrective measures for the
discrimination against temporary agency workers.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identifies several issues surrounding the corrective measures
provided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the ‘Act’) and reviews possible alternatives.
Under the Act, it can hardly be deni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orrective measures is not solely intend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emporary agency workers. However,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we need to interpret such corrective measures to promote the temp
agency practice, an irregular type of employment relationship, or to
continue to allow such practice. Such an interpretation would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Accordingly, the secondary employer will be
permitted to enjoy only the benefits stemming from employing the temp
agency workers, even when it means he will be burdened in costs.
This should be the biggest goal behind the Act.
First, therefor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determine,
independently from other institutions, the status of the applicant as a
prerequisite, even when it appears that the applicant seems to be an
independent contractor. Second, when it determines the issue of possible
discrimination against temp workers, there is no need to determine whether
the working conditions are those formed through 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or the ones formed through the incorporation i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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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employer’s job site. Further this should not be a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the discriminative practice is reasonable.

Third, the

discrimination against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shall not be
allowed due to the nature of the corrective measures as an enforcement
measure. Finally, in order to secure the practical effect of the measures,
primary employers and secondary employers shall be both subject to the
orders of correction without separating their responsible areas.
Keywords :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temporary
agency workers, a system of the correcting discriminati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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