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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주성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변 양 규**

지난 10년 사이 고용창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하였다. 그러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
하는 연구는 일부 개별 자료에 국한된 분석, 또는 인위적 가중치를 사용한
가중평균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1998
년부터 2007년 사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2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중간 수준에 있지만 안정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으며 지난 10년간 유연성은 낮아지면서 안정성의 개선은 거의 없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적절한 노동시
장정책의 결합을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유연안정성
(flexicurity)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제한적인 분
석이지만 그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용어: 유연성, 안정성, 유연안정성, 주성분분석

논문접수일: 2010년 8월 30일, 심사의뢰일: 2010년 9월 14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12일
* 이 논문은 변양규(2008a) 및 2010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변양규(2010)에 최
근 자료 및 여러 제안을 반영한 수정본이다. 값진 제안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econbyun@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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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최근 크게 증대하였다. 이는 지
난 외환위기와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일자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항상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
정성이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양자를 모두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에 대한
연구 및 해외 사례 소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
의의 시작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수준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OECD 국가들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다수가 있다. 이런 개별
지표를 국제간에 비교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연구의 대상일 경우에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유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규직 노동시장 고용보호 수준의 국제비교
가 연구의 목적이라면 여기에 부합하는 OECD의 고용보호입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 EPL) 지수를 이용한 국제비교는 상당히 유익한 결론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여
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과 안정성의 전반적인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어떤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세부 지표들을 국제비교
할 경우 지표별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결론
을 내린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공통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방식에 근거하여 각국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과 안정성 수
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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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한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유연성 및 안정성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에 인위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즉, 본 연구는 통계적 이론에 근거하여 개별 항목
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출된 가중평균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한편 기존의 연구
는 특정 세부 항목이 유연성 혹은 안정성 하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특정 항목이 유
연성 및 안정성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의 강화는 통상 근로자의
실직 가능성을 낮추고 실업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 고용안정성에 기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개별 요
소 중 하나로 쓰인다. 그러나 직업훈련은 근로자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기술
을 개발토록 하여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또한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
훈련이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노동시장
의 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접근 방법과는 달리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에 사용된 모든 개별 변수들이 항상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
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II장에서는 본 연구에
서 의미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고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제III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시한
주성분분석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하고, 제IV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개별 변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V
장에서는 주성분분석에 의해 계산된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
성을 비교하고, 제VI장에는 본 연구를 정리하는 맺음말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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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연성 및 안정성의 개념과 기존의 연구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통상 노동시장의 환경이 변할 경우 고용, 임금, 근로시
간 등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유
연성은 단순히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적응
능력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European Commission(2007)에서 명시한
것처럼 유연성은 우선 기업을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으로 만들어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기술에 민첩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
든다는 개념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연성은 근로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 간에 이동을 하고, 실업과 고용 사이를 이동하고, 또한 노동시장
에서 은퇴하는 과정을 보다 성공적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유연성은
기업의 고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 노동시장이 경제여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개념
이라 하겠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안정적인 고용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새로
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서 소득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또한
실직기간 동안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안정성은 단순히 현재의 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보다는 더 포괄적
인 개념이다. 즉, 근로자로 하여금 일생 동안 자신의 근로조건을 안정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직할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안정성은 직업의 안정성을 넘어 고용
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 및 소득의 안정성(income security)을 포함한다
고 하겠다.

1) 이 부분은 변양규(2008a)를 축약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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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연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수반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덴마크, 네덜란드 및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계약
을 보급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실업보험을 통해 실직된
근로자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또한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실직자의 고
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시켜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유연
안정성(flexicurity) 정책, 즉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정책 역시 가
능하다.
이와 같은 유연안정성 개념은 네덜란드의 Hans Adriaansen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2) Adriaansen이 의미한 유연안정성이란 직업안정성(job security)에
서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직업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고용기회의 확대와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보전해 주
는 것을 포함한다. 비록 유연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Adriaansen의
유연안정성 개념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
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직업안정성의 저하를 고용안정성의 제고와 사회
안정망의 확충으로 보상해 주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연안정성은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상호 독립적인 두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
고 연관되어 있는 두 개념이란 인식에서 출발하며 Wilthagen(1998; 2002),
Wilthagen, Tros and Lieshout(2003) 및 Wilthagenn and Tros(2004) 등 많은 연
구들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 경제의 유연성과 안정
성은 상호 배제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요소에 의
해 결정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요소이다.3)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2) Wilthagenn and Tros(2004) 참조
3) 이와 같은 유연안정성의 개념은 1993년 유럽연합의 <성장, 경쟁력, 그리고 고용(Growth,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백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97년 유
럽연합의 녹서 <새로운 근로조직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 New Organization of
Work)>에서 보다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Wilthagen & Tros 2004 참조). 그 이후 유럽연
합의 고용과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유연안정성의 개념이 이용되었으며 특히
2005년 개정된 유럽연합의 리스본전략의 기본 정신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보다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delivering steady and persistent growth and
creating more and better jobs)”하려는 노력은 바로 유연안정성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그 외 Wilthagen and Rogowski(2002), Keller and Seifert(2004), Muffels and Luij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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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측정하는 시도도 이처럼 특정 요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양자 모두와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특정 요소의 변화는 유연성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상당수 존재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중에서 특정 측면에 관심이 있을
경우 개별 변수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부 수량적 유연성에
관심이 있을 경우 경제 전체 근로자 중에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
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상당히 용이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노
동시장 전체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노동
시장 전체의 유연성 및 안정성 비교에는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개별 변
수의 가중평균에 의한 비교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다. 이러한 방법은 노동시
장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위적 가중
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통계적 정당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비교한 대표적인 사례는 OECD
의 고용보호입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 EPL)지수이다. 이는 근로
자 해고과정의 복잡성이나 비용, 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제 등을 수치로 계량화
하여 가중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ⅰ)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보호,
(ⅱ) 임시직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규제, (ⅲ) 집단해고와 관련된 각종 규제 등
총 21개의 항목을 조사하여 이들의 가중평균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평가
한다. EPL 지수는 0에서 6까지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노동시장의 고용보호
가 엄격하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하지만 EPL 지수는 고용보호의 수준을 정하는 법률적인 조항의 유무 및 정
도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고용보호법제가 얼마나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가와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EPL 지수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
중에서 주로 외부수량적 유연성(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즉 고용과 해고
를 통한 노동력의 수량적 조절이 얼마나 용이한가 또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가만을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EPL 지
수의 경우 가중평균에 쓰인 가중치의 경제적․통계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2004), Eamets and Paas(2007), Tangian(2005) 등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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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부여된 가중치가 변하게 되면 한 경제의 유연성
역시 변하게 된다. 또한 EPL 지수에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외부수량적 유연성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
의 안정성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실업보험이 제공되거나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 수반되면 반드시 고용
의 안정성과 소득의 안정성이 낮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EPL 지수는 본 연구
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올바로 측정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지수 중의 하나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global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발표되는 국가경쟁력 지표
와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발표되는 성장경쟁력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 그리고 이를 보조하
는 기업경쟁력지수(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이다. IMD의 국가경쟁력지
표는 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 정부 행정의 효율성, 기업경영의 효율성 및 인프라 등 노동시장과 직접적
관련이 약한 요소가 대부분이며, 노동시장과 관련된 지표는 기업의 효율성과
관련된 소수의 노동시장 세부 평가지표에 국한되고 있다. 또한 고용의 안정성
에 관한 요소는 제외되어 있고, 기업의 관점에서 평가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의 성장경쟁력지수는
국가별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평가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관한 지
표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주로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항목이 노
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항목이며 노동시장의 형평성이나 안정성에 관한 항목
이 부족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양자 모두 인위적 가중치에 근거한 가중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통계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개별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Bonnet(2002) 및 Botero et al.(2003)은 고용의 안정
성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고용의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법을 조사하였으며 각국
의 차이를 정량화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측
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관계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항목은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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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Heckman and Pages(2003) 및 Kugler(2007)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존
재하는 각종 규제를 수량화하고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했던 안정성은 포괄적 개념의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 아니라 협의의 직업안정성(job security)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유연안정성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Nicoletti et al.(2001)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개혁이 직업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년 미만 근무자의 비율, 평균
근무연수, 임시직 비중, 장기실업률 등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측정
하였다. 하지만 Heckman and Pages(2003) 및 Kugler(2007)와 유사하게 고용의
안정성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Boeri et al.(2002)의 경우에는 경제적 변화에 대한 노동시장의 적응성
을 지수화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고용보호법제(EPL)지수, 실업보험, 직업
훈련, 노동의 이동성(mobility) 및 노동시장의 규모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적
응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적응성은 OECD의 EPL 지수가 의
미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관
련된 실업보험이나 직업훈련의 정도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
서 Boeri et al.(2002)에서 측정한 적응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모
두 반영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유연안정성 개념에 가장
근접한 연구라고 하겠다. 하지만 단순평균을 이용하여 개별 지수를 산출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응성이라고 정의한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과연 노동시장의 정책 결합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
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 대체(trade-off)를 일
으키는지를 살펴볼 수 없도록 하여 유연안정성 연구에 큰 제한으로 작용한다.
한편 Tangian(2004a; 2004b)4)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표하는 EPL 지수와 안
정성을 대표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유급휴가, 출산휴가 등의 자료를 이용하
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유연안정성정책을
4) 이 부분은 2008년 독일 뒤셀도르프 소재 Hans Böckler Stiftung을 방문하여 가진
Andranik Tangian 박사 및 Hartmut Seifert 박사와의 면담 내용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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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풀타임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사회보장을 제
고하는 전략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정규 상근직(permanent full-time)을 제외
한 고용형태만을 대상으로 각 변수의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유연안정성지수를
계산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노동시장선진
화기획단(2004)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
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구성하는 개
별 요소인 고용보호법제(EPL)지수, 해고의 비용, 고용조정의 속도,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등이 1인당 국민소득, 실
업률, 고용률,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
하였다. 하지만 유연성이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수의 개발
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본 연구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한편 김동원(2007)
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지수화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노동시장의 유
연성과 안정성을 대표하는 많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의 목적
인 노사관계의 국제비교를 위해 노동운동의 통제 정도, 노조 분권성, 노사관계의
생산성 및 협조성 등과 같은 노조 관련 변수들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측정과 유사한 연구 또한 다수가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한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을 평가한 작업이 그 예이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자유․평등․안전
의 관점에서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의
‘Decent Work’은 고용의 기회,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의 평등, 사회보장 등의
관점에서 고용의 질을 지수화한 작업이다. 또한 유럽연합 역시 유럽고용전략의
근거가 될 ‘Quality in Work’ 지수를 개발하였다. 그 외에도 Bonnet et al.(2003)
은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관점에서 고용의 질을 평가하
였고 Bescond et al.(2003)은 ILO의 ‘Decent Work’ 지표 구성요소 중 국제비교
가 용이한 Labor Forc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을 평가하였다. 또한
방하남 外(2007)는 국제노동기구 및 유럽연합의 지수를 보완하여 우리나라 고
용의 질을 평가하는 방대한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는 IMD 및 WEF의 연구와는 달리 노동시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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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또는 안정성 각각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와는 달
리 양자 모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평등의 개념 등을 포함하는 광
범위한 ‘고용의 질’ 지표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에만 초점을 두
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상이하다. 또한 다음 장에서 설명할 예정이지
만 인위적인 가중치를 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개별 자료의 상관관계를 이용
해 자료의 차원(dimensionality of data)을 줄이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상이하다.

Ⅲ. 주성분분석을 통한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여러 변수를 통합하여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을 이용
하고자 한다. 주성분분석과 상호 관련된 여러 변수가 하나의 자료를 구성할
때 이들 변수가 나타내는 변화(variation)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자료의 차
원(dimensionality of a data set)을 줄이는 방법이다(Jolliffe 2002; 변양규
2008a 참조). 예를 들어     ⋯  는  기에 관찰된  차원의 임의변수
(random variable)로 구성된  ×  벡터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자료  는
행렬로 표시될 수 있다. 주성분분석의 첫 번째 목표는
′   의
 ×  

분산을 극대화하는 벡터인   을 정형화조건(normalization condition)
 ×  

하에서 찾는 것이다. 즉, 다음의 극대화 문제를 만족하는  을 찾는 것이다.
 ′     ′  

 ′    

그 결과로 나온

이 바로 첫 번째 주성

분(first principal component : PC1)이 된다. 다음으로 첫 번째 주성분 ′ 와
상관관계가 없는(uncorrelated) ′ 중에서 ′ 의 분산을 극대화하는 벡터
 ×  

주성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변양규)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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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다. 즉, 다음 극대화 문제의 해(解)가 되는   를 찾으면 이때 ′ 

는 두 번째 주성분(second principal component : PC2)이 된다.
 ′     ′  

 ′    
′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개까지의 주성분을 찾을 수 있으나
PCA의 목적이 자료의 차원을 줄이는 것이므로 보통   개의 주성분을 찾
는 데서 그친다.5)


주성분분석의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   



 



  



 



  

⋯





   

으로부터 주성분분석의 기본이 되는 가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성분분석
은 우선 각각의 주성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일종의 잠재적 변수(underlying
variable)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런 주성분은 우리가 관찰하는 변수
    ⋯  의 선형결합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성분 간에는 정의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주성분이 서로
다른 통계적 차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상당히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성분분석이나 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요인분
석6)(factor analysis)은 경제학에서는 다소 생소한 분석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들은 최근 거시경제학 부분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여 그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정책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존의 벡터자기회귀
(VAR) 모형에서는 제한된 수의 변수를 이용해서 금융정책의 효과를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서는 사용된 변수의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변수 누락
에 따른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Bernanke et
al.(2005)나 Biovin et al.(2009)은 중앙은행이 고려하는 관찰 가능한 모든 변수
들에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금융정책을 대변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추
5) 몇 개의 주성분까지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Jolliffe(2002)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분석과는 반대로 관찰 가능한 개의 변수들이 관찰 불가능한 m
(<p)개의 잠재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관찰 가능한 
개의 변수들의 정보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자료의 차원을 줄인다는 목적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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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요소추가 벡터자기회귀
(FAVAR; Factor-augmented VAR)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주성분분석이나
요인분석은 많은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여러 변수들로부터 공통된 정보를 추출
하여 자료의 차원을 줄이거나 여러 변수들을 대표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데 아
주 유용한 통계적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8개의 변수들
로부터 두 개의 주성분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도출된 두
개의 주성분 중 하나가 유연성을 대표하고 다른 하나가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
우일 것이다. 이럴 경우 유연성을 대표하는 주성분은 당연히 유연성을 나타내
는 각종 노동시장 변수들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또한 다
른 주성분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상대적으로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의 국제비교 대상은 OECD 국가들이다. 하지만 OECD 30개 국가 중
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각종 개별 변수가 가용한 국가는 제한적이
다. 따라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변수의 수와 국가의 수 사이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유연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변수 중 하나인 고용보호법
제(EPL)지수가 가용하지 않은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제외한다. 또한 다
른 변수들의 장기시계열이 가용하지 못한 일부 동구권 국가들과 멕시코, 터키
등도 분석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2개국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의 고용보호법제
(EPL)지수 등 각종 개별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가용한 기간은 1998년부터 2007
년 사이로 제한된다.7)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OECD 22개국이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유연성 및 안정성과 관련된 많은 자료8)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자료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7) 고용보호법제(EPL)지수 자료는 본 연구가 진행될 당시 2007년까지 가용하였으나 현재에
는 2008년 자료도 가용하다.
8)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Eurostat의 labour force survey에 lifelong learning and training에 관한 자
료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의 경우 일관된 자료를 구하는 것이 불
가능하며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해서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성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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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변수의 수는 그리 크지 않다. 또한 관측치가 22개(국가의 수)라는
제약 하에서 유연성 및 안정성 지수의 통계적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 변
수의 수는 일반적으로 7~8개에 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변수 8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는 정규직, 임시직
및 집단해고에 관한 고용보호법제(EPL)지수, 총고용 중 파트타임의 비중, 장기
실업자의 비중, GDP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수동적 노동시장정책이 차지
하는 비중, 실업보험의 초기소득보장률(initial replacement rate)이 포함된다.9)
분석에서 제외된 자료 중에는 실업보험을 위한 사회적 지출의 비중,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출의 비중, 실업보험의 장기소득보장률(long-term replacement
rate)이 있다. 이들 변수는 일부 국가의 경우 미관측치가 존재하여 분석에서 제
외시켰다. 그러나 이들 변수는 분석에 포함된 GDP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수동적 노동시장정책이 차지하는 비중, 실업보험의 초기소득보장률과 유사
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와 해고비용지수도 대
부분 2002년 이후 자료만 가용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OECD의 고용보호법제(EPL)지수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두 종류의 변수 모두 노동시장의 같은 측면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유사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들 변수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
였으며 분석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개별 요소를 통한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별 요소를 통한 유연성 및 안정성 비교는 상당히 직관
적이며 용이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개별 요소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올
9) 청년실업률, 실업보험을 위한 사회적 지출의 비중,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출의
비중, 총 사회적 지출의 비중, 실업보험의 장기소득보장률(long-term replacement rate),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 및 해고비용지수, 노조가입률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미관측치, 가용기간 부족, 여타 자료와의 중복 등의 이유로 분석에
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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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장에서는 유연성 및 안정성 지수 산정에
사용된 OECD 22개국의 8개 개별 요소를 우선 비교하고자 한다.

1. 유연성 관련 변수의 비교
유연성을 측정한 변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OECD의 고용보호법제
(EPL)지수이다. EPL 지수에 의하면 터키(3.50), 포르투갈(3.36), 멕시코(3.23)
등의 고용보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미국(0.66), 캐나다(1.06), 영국
(1.11) 등은 고용보호 수준이 낮아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 기준 우리나라(2.01)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28개국 중 16위이며 OECD
평균(2.12)과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EPL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
연성은 OECD 평균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 1]에 의하면 국가 간
EPL 격차는 주로 임시직의 사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EPL이 평균 수준인 이유는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28
개국 중 26위)가 약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고용보호(28개국
중 10위)와 임시직 사용규제(28개국 중 12위)만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EPL
은 2.04로 OECD 평균 1.95를 상회하며 28개국 중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그림 2]에 의하면 지난 1998년 이후 임시직 사용에 관한 규제 변화가
주로 관찰된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정규직 고용보
[그림 1] 고용보호법제의 수준(2007년)

자료 : OECD Stat(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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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관찰되며 특히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그리스
의 규제완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
가 강화되었으나 이는 규제가 상당히 낮은 일부 국가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 EPL의 변화는 주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과 2007년 사이 정규직(2.37), 임시직(1.69)
및 집단해고(1.88)에 관한 고용보호 변화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세 가지 분야
에서 비교대상 22개국의 평균이 모두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용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고용보호법제의 변화(1998~2007년)
전체

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자료 : OECD Stat(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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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제공된다. 따라서 근로자
및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시간 근로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
러므로 전체 취업자 중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고용의 36.1%가 파트
타임으로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8.9%)
는 그리스(7.8%)에 이어 두 번째로 파트타임 비중이 적은 국가로 근로계약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
시간 근로의 비중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3]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2007년)
파트타임 비중

장기실업률

자료 : OECD Stat(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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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보호가 강해서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기존 취업자가 현재의 일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노동 흐름(labor flow)이 줄
어들고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실업을 벗어날 확률이 낮아지게 되어 실업자의 실
업기간이 늘어나고 장기실업률(전체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실업자의 비중)이 상승한다. 따라서 장기실업률 역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측
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실업률은 2007년 0.7%로 비교대상
22개국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실업급여 보장기간이 7개월인 상황에서 우
리나라 실업자는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구직활동을 지속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경향이 강해서 장기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장기실업률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한편 [그림 4]에 의하면 우리나라 파트타임 비중은 1998년 6.7%에서 2007년
8.9%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비교대상국 평균 18.0%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
며,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파트
타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실
업률은 같은 기간 1.5%에서 0.6%로 낮아졌고, 여전히 비교대상국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장기실업률은 상승한 반면 스웨덴, 뉴질
랜드,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장기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 변화(1998~2007년)
파트타임 비중

자료 : OECD Stat(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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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보면 개별 변수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측정할 경우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EPL 지수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단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장기실업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관찰된다.

2. 안정성 관련 변수의 비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여 노동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벨기에(1.08%), 덴마크(1.02%), 스웨덴(0.92%)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이 유연한 앵글로색슨형 국가(영국(0.05%), 미국(0.10%), 호주(0.14%), 캐나다
(0.15%))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출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GDP의 약 0.11%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지출하고 있으나 이는 비교대
상 22개국 중 19위로 평균 0.4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노동
시장이 유연한 국가일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유연성 수준이 평균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의 소득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득안정성
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GDP의 0.27%를 실업자의 소득
보전에 사용하였지만 비교대상국 평균 0.86%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
물러 있다. 한편 실업자의 소득안정성에 기여하는 실업보험 소득보장률(replacement
rate)은 덴마크(89%), 네덜란드(88%)로부터 뉴질랜드(52%), 미국(52%)까지 다
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소득보장률을 보이
고 있고 노동시장이 유연한 앵글로색슨형 국가들이 낮은 소득보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약 2/3 수준이며 두 자녀가
있고 가구 내 유일한 소득원인 근로자의 실업보험 소득보장률이 54%로 비교대
상국 평균 7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나 소득안정성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낮은 수준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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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정성 관련 자료의 비교(2007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보험 소득보장률

주 : 실업보험 소득보장률은 근로자 평균 소득의 2/3를 벌면서 두 자녀가 있고 가구 내
유일한 소득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자료 : OECD Stat(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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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시장 안정성과 관련된 자료의 변화를 살펴본 [그림 6]에 의하면 우
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1998년 GDP 대비
0.38%로 비교대상 22개국 중에서 15위 규모였으나 2007년에는 0.11%로 크게
축소하여 20위를 기록했다. 한편 비교대상국의 평균 역시 1998년 0.66%에서
2007년 0.45%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평균적
으로 노동시장 안정성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비교대상국 대부분에
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감소가 관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GDP 대비 0.08%에서 2007년 0.27%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비교대상 22
개국 중 20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1998년에서 2007년 사
[그림 6] 안정성 관련 자료의 변화(1998~2007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보험 소득보장률

자료 : OECD Stat(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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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시장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업보험 소득보장률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은
소득보장률을 낮추었으며 반대로 소득보장률이 낮은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안
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보장률을 높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보장률은 1998
년 이후 지속적으로 54%를 유지하였으며 1998년 비교대상 22개국 중 18위에
서 2007년 20위로 하락하였다.
개별 자료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별 자료별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비교대상국 중에서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안정성 역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규모는 크게 축소된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규모는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상당한 확대를 보였
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별 자료의 비교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
성을 측정할 경우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Ⅴ. 주성분분석을 통한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본 장에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기
로 한다. 우선 1998년~2007년 22개 국가의 8개 변수에 대해 각각 주성분분석
을 실시하여 처음 두 가지 주성분(first two principal components)을 계산해 낸
다. 이들 두 가지 주성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과 같은 잠재적 측면을
각각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은 주성분분석 결과로 계산된 두 개의 주
성분을 보여준다. 이들 주성분은 분석에 사용된 8개 변수의 선형결합으로 나타
나는데 두 개의 주성분 중 하나는 유연성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안정성을 나
타낸다.10) 안정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의 선형결합에는 안정성을 대표하는 것으
10) 어느 주성분이 유연성 혹은 안정성을 나타내는가는 주성분과 분석에 사용된 8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유연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은 고용보호법제, 파트타
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처럼 유연성과 연관이 깊은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반대로 안정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
보험 소득보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주성분과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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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성분 계산 결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1998
-0.142
-0.042
0.906
0.067
1.647
0.815
0.316
0.786
-1.574
0.147
-1.061
-0.616
-1.631
1.574
0.112
-0.266
-0.069
-0.153
1.565
0.438
-1.103
-1.717

1999
-0.169
0.031
0.940
-0.164
1.686
0.831
0.432
0.962
-1.489
-0.030
-0.956
-0.638
-1.578
1.559
-0.092
-0.321
-0.012
0.054
1.536
0.328
-1.189
-1.720

2000
-0.088
-0.004
0.945
-0.330
1.921
0.802
0.520
1.079
-1.378
-0.233
-0.784
-0.691
-1.567
1.642
-0.407
-0.284
0.034
0.102
1.347
0.139
-1.153
-1.613

주성분1(PC1)
2001 2002 2003
-0.030 -0.132 -0.243
0.005 0.028 -0.016
0.959 0.950 1.060
-0.460 -0.511 -0.591
1.960 1.901 1.905
0.727 0.711 0.606
0.534 0.562 0.454
1.257 1.321 1.292
-1.233 -1.268 -1.012
-0.210 -0.216 -0.290
-0.488 -0.452 -0.468
-0.817 -0.738 -0.858
-1.672 -1.644 -1.802
1.667 1.698 1.763
-0.903 -0.994 -1.167
-0.298 -0.182 -0.052
-0.008 0.017 0.232
0.129 0.135 -0.020
1.246 1.136 0.879
0.113 0.222 0.493
-1.107 -1.154 -0.633
-1.370 -1.393 -1.530

2004
-0.165
0.012
1.030
-0.661
1.815
0.557
0.426
1.269
-1.126
-0.248
-0.320
-0.806
-1.791
1.751
-1.301
-0.082
0.293
0.032
0.890
0.559
-0.542
-1.593

2005
-0.208
0.086
1.083
-0.723
1.666
0.473
0.369
1.241
-1.039
-0.253
-0.018
-0.799
-1.825
1.758
-1.428
-0.183
0.414
0.155
0.872
0.564
-0.556
-1.648

2006
-0.245
0.218
1.265
-0.674
1.330
0.455
0.402
1.336
-0.873
-0.145
0.034
-0.867
-1.813
1.746
-1.610
-0.305
0.434
0.221
0.864
0.502
-0.617
-1.656

2007
-0.390
0.256
1.415
-0.687
1.178
0.450
0.485
1.270
-0.815
0.060
0.086
-1.028
-1.827
1.787
-1.605
-0.307
0.241
0.358
0.612
0.640
-0.545
-1.634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1998
0.942
-0.267
-0.874
1.380
0.283
-0.088
-0.548
-0.712
-1.806
0.320
-1.740
1.107
0.150
-0.017
1.835
0.284
-1.189
-1.244
-0.396
0.691
0.878
1.012

1999
0.964
-0.298
-0.669
1.267
0.323
-0.138
-0.561
-0.638
-1.953
0.349
-1.796
1.110
0.022
0.496
1.705
0.191
-1.296
-1.279
-0.273
0.618
0.892
0.964

2000
1.039
-0.269
-0.639
1.217
0.508
-0.132
-0.726
-0.559
-2.188
0.523
-1.617
0.887
-0.020
0.727
1.146
0.250
-1.468
-1.306
-0.146
0.797
0.929
1.047

주성분2(PC2)
2001 2002 2003
1.110 1.034 1.105
-0.303 -0.213 -0.214
-0.579 -0.641 -0.421
1.124 1.112 1.122
0.525 0.527 0.613
-0.128 -0.156 -0.267
-0.786 -0.793 -1.208
-0.429 -0.319 -0.204
-2.307 -2.338 -1.998
0.688 0.716 0.568
-1.278 -1.312 -0.956
0.829 0.718 0.665
-0.194 -0.145 -0.389
0.972 1.023 1.104
0.984 0.980 0.821
0.132 0.150 0.013
-1.564 -1.536 -1.724
-1.425 -1.441 -1.573
-0.048 -0.100 -0.132
0.760 0.850 0.947
0.898 0.918 1.146
1.018 0.965 0.982

2004
1.148
-0.184
-0.483
1.117
0.647
-0.271
-1.253
-0.243
-2.011
0.583
-0.688
0.627
-0.440
1.087
0.738
-0.036
-1.777
-1.557
-0.103
0.911
1.254
0.936

2005
1.217
-0.133
-0.389
1.040
0.653
-0.387
-1.315
-0.067
-1.989
0.648
-0.533
0.662
-0.658
1.147
0.582
-0.191
-1.880
-1.368
-0.152
0.989
1.252
0.873

2006
1.226
-0.053
-0.280
1.022
0.714
-0.404
-1.322
0.018
-1.859
0.701
-0.443
0.579
-0.816
1.173
0.431
-0.402
-1.939
-1.361
-0.157
1.098
1.250
0.824

2007
1.117
-0.113
-0.398
1.061
0.605
-0.423
-1.303
-0.024
-1.707
0.805
-0.372
0.261
-0.825
1.294
0.492
-0.343
-1.947
-1.408
-0.150
1.215
1.324
0.838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표 2>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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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보험 소득보장
률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연관이 높은 변수도 포함된다. 다만 유연성을 대표하
는 변수들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주성분 계산에서 작은 가중치를 가질 것이다.
이처럼 8개 모든 변수가 주성분 계산에 이용되는 것은 Wilthagen(1998; 2002),
Wilthagen, Tros and Lieshout(2003) 및 Wilthagenn and Tros(2004) 등 많은 연
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정 변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연관이 크다는 이유로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 계산에서 배재될 필요는 없으며 특정 변수의 변화는
유연성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주성분과 개별 변수 간의 상관관계
EPL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PC1
PC2
PC1
PC2
PC1
PC2
PC1
PC2
PC1
PC2
PC1
PC2
PC1
PC2
PC1
PC2
PC1
PC2
PC1
PC2

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0.32*
0.59***
-0.37*
0.56***
-0.38**
0.56***
-0.36**
0.57***
-0.37**
0.55***
-0.37**
0.61***
-0.40**
0.62***
-0.42**
0.62***
-0.45**
0.62***
-0.40**
0.65***

0.06
0.86***
0.04
0.88***
-0.03
0.90***
-0.09
0.89***
-0.07
0.89***
-0.19
0.88***
-0.17
0.87***
-0.20
0.87***
-0.22
0.87***
-0.24
0.86***

-0.22
0.59***
-0.26
0.56***
-0.33*
0.42**
-0.44**
0.35**
-0.45**
0.34**
-0.51***
0.22
-0.53***
0.18
-0.58***
0.11
-0.57***
0.08
-0.58***
0.06

파트
타임

장기
실업률

0.31*
0.63***
0.26
0.67***
0.29*
0.70***
0.22
0.75***
0.24
0.76***
0.27
0.78***
0.31*
0.77***
0.31*
0.77***
0.30*
0.77***
0.37**
0.77***

0.26
-0.71***
0.25
-0.66***
0.24
-0.70***
0.28
-0.65***
0.24
-0.68***
0.26
-0.56***
0.38**
-0.55***
0.51***
-0.42**
0.57***
-0.36**
0.59***
-0.31*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
0.86***
-0.17
0.89***
-0.14
0.91***
-0.11
0.93***
-0.04
0.93***
-0.01
0.95***
0.02
0.95***
0.00
0.92***
0.02
0.88***
-0.02
0.87***
-0.04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0.89***
-0.14
0.90***
-0.09
0.89***
-0.09
0.86***
-0.08
0.86***
-0.09
0.89***
-0.12
0.90***
-0.16
0.88***
-0.17
0.87***
-0.17
0.84***
-0.25

실업보
험소득
보장률
0.81***
0.27
0.85***
0.19
0.87***
0.08
0.88***
-0.04
0.89***
-0.02
0.85***
-0.13
0.86***
-0.04
0.86***
-0.05
0.85***
-0.02
0.85***
0.08

누적
분산

0.62
0.63
0.64
0.63
0.64
0.64
0.66
0.66
0.64
0.64

주 : 1)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EPL 지수가 높아지도록 조정하였기 때문에 EPL 지수
와 유연성을 나타내는 주성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옴.
2) 상관관계의 신뢰도는 ***(1%), **(5%), *(1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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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두 가지 주성분이 각각의 개별 변수와 가지는 상관관계를 보여준
다. <표 2>에 의하면 첫 번째 주성분(PC1)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
동시장정책 및 실업보험 소득보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이라는 잠재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편, 두 번째 주성분(PC2)은 고용보호법제,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두 개의 주성분은 전체 자료의 변화 중 약 62~66%를 설명하고 있다. 설
명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세 번째 주성분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세 번째
주성분이 유연성 및 안정성 이외 노동시장의 어떤 측면을 나타내는지 해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주성분을 추가할 경우 설명력의 개선
이 약 10% 미만에 머물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주성분만을 산출하기
로 한다.
주성분분석에 의해 계산된 각국의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그림 7]에 횡축에는 안정성, 종축에는 유연성 수준을 표시하였다.11) 우선
1998년을 살펴보면 예상한 것처럼 분석대상 국가들 간에 유연성 및 안정성 수
준을 기준으로 일정한 그룹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앵글로색슨형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는 앵글로색슨형 그룹 국가에
서는 주로 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at-will)에 근거하여 유연성 제고 위주
의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된 결과일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흔히 일본 노동
시장의 안정성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高유
연성-低안정성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임시직의 고용보호가 낮고, 파트타임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노
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이 낮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규모가 작아 안정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가 포함된 유럽대륙형 그룹은 앵글로색슨형에 비해 낮은 유연성과 높은 안정성
11) 이 부분은 변양규(2008a)의 분석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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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연성 및 안정성
1998년

2007년

자료 : OECD Stat(http://stats.oecd.org) 자료에 기초한 저자의 계산 결과

을 보이고 있다. 즉, 두 그룹 간에는 일종의 유연성 및 안정성 간 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하는 남유럽형
그룹은 전체와 비교하여 유연성 및 안정성에 있어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및 스웨덴을 포함하는 북유럽형 그
룹은 유럽대륙형 그룹과 유사한 유연성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8년 기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유럽대륙형이나 북
유럽형과 유사하지만 안정성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8년 우
리나라는 외환위기의 타개를 위해 이미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으
며 이에 따라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도입 범위의 확대 그리고 근로자파견제도의
합법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관련법 및 제도의 상당 부분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를 이미 반영한 이유에서 1998년 우리나라 노동시
장의 유연성이 22개국 중에서 중간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안전
망은 여전히 미흡하였고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이 고용의 안정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
어 안정성 수준은 최하위 그룹에 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유의할 점
은 안정성이 낮다는 점이 반드시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이 낮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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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보호는 OECD 평균 수준이므로 직업의 안정성
(job security)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비해 근
로자의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 및 소득안정성(income security)을 제
고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규모나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이 다른 국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
인다.
한편, 2007년에도 국가 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
부 국가들의 변화가 상당히 특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유럽형에 속하
던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유연성 향상이 특징적이다. 덴마크의 경우 안정성이
약간 하락하였지만 유연성이 상승하였고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유럽대륙형에 속하던 스위스
역시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가 향상되어 2007년에는 북유럽형에 접근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까지 안정성의 향상 없이 유연
성마저 평균 이하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은 지난 1998년 이후 10년간 유연성 및 안정성의 변화를 보다 자세
히 나타내고 있다. 우선 1998년에서 2007년 사이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그림 8] 유연성 및 안정성의 변화(1998~2007년)
비교대상국 전체

유연안정성 달성 국가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자료에 기초한 저자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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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안정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가 향상된 국가가
있는 반면 양자 모두 하락한 국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유연성-안정성 변화
가 관찰된다.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오스
트리아,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유연성 및 안정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유연
안정성(flexicurity) 현상이 관찰된다. 특히 남유럽형에 속하던 이탈리아의 경우
유연성 및 안정성의 동시 향상이 두드러진다. 1998년 이후 이탈리아의 변화를
살펴보면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
하는 데 주력한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임시직에 관한 EPL 지수는 1998년
3.625에서 2007년 1.875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총고용 중 파트타임의 비중
이 높아지고 동시에 장기실업률은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반면,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 역시 상향 조정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동반 제고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하여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핀란드 및 노르웨이에서 유
연성 및 안정성 모두가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
장의 유연성은 1998년 비교대상 OECD 22개국 중 11위로 평균 수준에 있었으
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에는 18위를 기록하여 전통적으로 경
직적인 노동시장을 보유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및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
인 4개국은 지난 10년간 안정성의 향상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유연성의 하
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의 개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유연성 및 안정성 하
락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자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상대적 고용보호 수준의 상승이 유
연성 하락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의 축소 역시 노동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 변수를 사용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
내는 각각의 한 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경제 전체에 대한 고용보호법제를 자
주 사용하고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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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단일 변수를 사용한 경우와의 비교(I)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2007년)
(단일 변수를 사용한 경우)
(주성분을 사용한 경우)

주 : ‘단일 변수를 사용한 경우’란 고용보호법제로 유연성을 측정하고 실업보험 소득
보장률로 안정성을 측정한 경우임.
자료 : OECD Stat(http://stats.oecd.org) 자료 및 저자의 주성분분석 결과

경우이다. 아래에서는 이들 두 변수만을 사용할 경우와 주성분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본 연구가 기존 연구 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성분분석
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호법제 및 실업보험 소득보장률을 각 연도별로 표준화한
수치를 사용하여 각국의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을 평가하면 [그림 9]와 같다.
우선 두 그림을 통해 2007년 각국의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을 비교하면 주성
분분석의 경우와 유사하게 분석대상 국가들 간에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을 기
준으로 일정한 그룹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룹 내 국가들의 구
성도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주성
분분석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결과가 관찰된다. 예를 들어, 단일 변수를 사용할
경우 네덜란드의 유연성 및 안정성은 모두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는 단일 변수
만을 사용할 경우 네덜란드의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파트타임 비중과 상
당한 수준에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이 과소평가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단일 변수를 쓸 경우 우리나라나 미국의 유연성을 살펴보면 파트타임 비중이
낮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아서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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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단일 변수를 사용한 경우와의 비교(II)
유연성 및 안정성 변화(1998년~2007년)
(단일 변수를 사용한 경우)

(주성분을 사용한 경우)

주 : ‘단일 변수를 사용한 경우’란 고용보호법제로 유연성을 측정하고 실업보험 소득
보장률로 안정성을 측정한 경우임.
자료 : OECD Stat(http://stats.oecd.org) 자료 및 저자의 주성분분석 결과

단일 변수만을 사용하여 각국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평가할 경우 일정 수준의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유연성과 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 10]은
이러한 영향을 보여준다.12)
단일 변수를 사용할 경우 영국,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가 유연성 및 안
정성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유연성을 고용보호법제만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호법제
는 법률적 조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장기간 변화하지 않는 성격이 있다.
따라서 단일 변수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연성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고용보호법제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고용보호법제만으로 평가할 경우 유연성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
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국의 장기실업률이 32.7%에서 24.7%로
하락하여 고용보호법제 이외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향상되었을 가
12) 선명한 비교를 위해 유연안정성 달성 국가의 경우만 그림으로 나타냈다. 22개국 모두를
나타낸 경우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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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크다. 이처럼 단일 변수만을 사용하여 유연성과 안정성을 측정할 경우
선택된 변수에 따라 각국의 유연성과 안정성 평가가 달라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주성분분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변수가 사용되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최소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본 연
구가 기존의 연구와 가지는 차이점이라 하겠다.
[그림 8]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1998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안정성
은 소폭 하락했으며 동시에 유연성은 크게 하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가시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계
량적 분석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또 다른 연구 대상
으로 간주하고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래 <표 3>은 본 연구에서 계산한 유연성 및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성과를 나
타내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우선 고
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변화 중에서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
기 위해 각 변수들의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평균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유연성 및 안정성도 같은 기간 평균을 사용하였다.
<표 3> 유연성 및 안정성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상관관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유연성
0.667 ***
0.653 ***
0.717 ***
0.668 ***
0.552 ***
0.646 ***
-0.438 ***
-0.760 ***
-0.675 ***

주 : 1)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평균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2)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은 15~64세 기준임.
3) 상관관계의 신뢰도는 ***(1%), **(5%), *(10%)임.
자료 : OECD Stat(http://stats.oecd.org) 자료에 기초한 저자의 계산 결과

안정성
-0.038
0.308 *
0.215
-0.020
0.374 **
0.281
0.084
0.032
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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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로 측정한 노동
시장의 성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유연성이
높을수록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며 실업률은 낮다. 또한 이러한 관
계는 남․녀 및 전체 근로자 모든 경우에 성립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Blanchard
and Landier(2002), Di Tella and MacCulloch(2005), Autor et al.(2006), Boeri
and Garibaldi(2007) 등 많은 연구에서 밝힌 바처럼 지나친 고용보호는 노동시
장의 유연성을 저하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
다.13) 반면, 안정성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경우를 제외하
고 노동시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의 경우 고용보호를 낮추거나 단시간 근로와 같은 유연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
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
도 보다 많은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로 측정한 노동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Ⅵ. 맺음말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여러 변수로부터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
13) 고용보호의 수준으로 측정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이론
적․실증적 연구들은 모두 고용보호가 높을수록 근로자 및 일자리의 흐름(worker and
job flow)이 떨어지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고용의 규모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답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연구들은 부정적 관계를 밝혔지만 Kugler and SaintPaul(2004), Nunziata and Staffolani(2007) 등은 확실한 관계가 없을을 보였다. 고용보
호와 고용 간의 이론적 관계에 대해서는 Lazear(1990), Bertola(1990) 등을 참조하고,
실증적 관계에 관해서는 Dolado et al.(2002), Kugler(2007), Kan and Lin(2010), Kahn
(2010)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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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겠
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중간 수준에 있
지만 안정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낮아지면서 안정성의 개선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비록 제한적인 분석이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낮은 이유는 직업
의 안정성(job security)이 낮은 것보다는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
이나 소득의 안정성(income security)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
생직장을 중시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단순히 직업의 안정성으로 파악하던
시대는 지났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격변하는 세계경제 여
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하여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즉,
노동시장의 적응성을 높여야 할 시기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러한 정책적 결합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우
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비교대상인 OECD 22개국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노동시장정책
의 결합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상이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적절한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
고하는 유연안정성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 일
부 국가에서 관찰되는 정책적 성공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유연성과 안정성 평가에 국한되어 있
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책적 결합이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었으며, 어떤 결합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시킨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결합은 과
연 어떤 것이며, 우리나라도 유연안정성 정책의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바
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위
해 어떤 사회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시도도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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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본다.
지난 1998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를 제고하는 정책적 결
합이 일부 국가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
대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난 1998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책
적 결합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제고하는 일부 정책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과 상호 보완적으
로 시행되었어야 하는가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한 정책적 결합이 불가
능하였는가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고용률, 경제활
동참가율 및 실업률로 측정한 노동시장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나
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보급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법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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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ecurity
based on Principal Components
Yanggyu Byun
Previous researches on measur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ecurity
have focused on a limited number of labor market variables, or have been
based on artificially weighted average of several labor market variables. In
an effort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this paper applie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n as many labor market variables as available. This
approach also enables us to set aside the use of artificially weighted
averages. The analysis applied on 22 OECD countries reveals that flexibility
of Korean labor market locates, as expected, in middle ranks among
OECD countries, while the security in low ranks. What concerns more is
that the flexibility of Korean labor market has been deteriorating for the
last 10 years without any improvement in security. This contrasts sharply
with simultaneous improvement of flexibility and security found in som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Germany and Switzerland.
This also calls for an in-depth research on the combination of labor
market policies in Korea.
Keywords : flexibility, security, flexicurit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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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이론적인 성공조건을 어느 정도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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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 실업자에 대한 능동화 조치를 강화하며, 위탁훈련의 거래비용을 최
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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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정부가 직접 수행해 오던 공공서비스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199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 집행업무의 민간위탁은 고용서비
스와 직업훈련 분야가 대표적이다. 고용서비스는 1980년대까지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199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었으며,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민간위탁은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Mosley & Sol 2005).
정부가 직접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고 민간훈련기관에 훈련 실시를 위탁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부 실패의 가능성’과 ‘민간훈련기관의 역량’ 수준에 달려 있다. 정부
실패의 가능성과 민간훈련기관의 역량 수준이 낮으면 전자(前者)를,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후자(後者)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유경준 외 2009). 한
국의 경우 경제발전 초기에는 민간훈련기관의 역량이 낮았기 때문에 정부 주도
의 직업훈련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민간훈련기관의 역량이 성숙함에 따라 1980
년대 후반부터 직업훈련의 민간위탁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기술진보가 가속화되면서 직업훈련시장에서의 정부
실패의 가능성은 증가한 반면 민간훈련기관의 역량은 점차 향상된 것과 그 맥
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자 민간훈련기관을 통한
실업자훈련을 대폭 확대하였다. 실업자훈련은 오랫동안 정부가 민간훈련기관
에 훈련인원을 배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직접 지
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하여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래 이를 단계적으로 확
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선정직종훈련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위탁훈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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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훈련비용을 민간훈련기관에 직접 지원하
거나 간접적으로 훈련생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 모두 이론적으로는 민간위탁훈
련에 해당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제외한 실업자훈련은 훈련기관을 대상
으로 훈련과정 승인과 훈련인원을 배정하는 방식(contracting-out)의 민간위탁
인 데 반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에게 직접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바
우처(voucher) 방식의 민간위탁이다(이병희 외 2009).
실업자훈련의 대부분이 민간위탁 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민간위탁훈련
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실업자훈련
의 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성공조건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한
국의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간위탁훈련의 발전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한국의 직업훈련 민간위탁 현황

1. 민간직업훈련 역할의 변천
한국은 1973년 3월에 직업훈련법을 개정하여 공공훈련기관이나 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가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 이외에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민간기
관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인정직업훈련기관’으로 분류하여 직업훈련의
실시 주체로 인정하였다. 1983년까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의하
여 운영되는 인정직업훈련기관만 허용하였으나 기능인력 양성에 있어서 민간
의 직업훈련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84년부터는 일반인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
정직업훈련기관이 1984년에는 47개소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109개소로
증가하였다(정택수 2008).
1995년 7월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1999년부터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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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폐지되면서 사업내훈련은 향상훈련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인정훈련
기관은 실업자훈련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자 1998년부터 정부는 실업자훈련을 대폭 확대하였다.
1997년에 4만여 명에 불과했던 실업자직업훈련이 1998년에 33만여 명으로 증
가하면서 실업자훈련 실시 주체로서의 민간직업훈련기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다.1)
외환위기가 극복된 이후 실업률은 3%대로 안정이 되었으나 여전히 실업자직
업훈련의 실시 주체로서의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은 지속되었다. 2008년부
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시행으로 학원도 계좌제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서 민
간직업훈련 실시기관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8월 말 현재 6,296개소의 훈
련기관 중 공공훈련기관 44개소, 민간훈련기관 6,252개소2)로서(고용노동부 직
업능력정책관실, 2010) 민간훈련기관의 비중이 매우 높다.

2. 실업자훈련 민간위탁 실시 현황
현행 실업자훈련은 훈련 대상자에 따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실
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지역실업자훈련, 자활직업훈련, 새터민직업훈련, 우
선선정직종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이하 ‘계좌제훈
련’이라 칭한다) 등으로 구분된다(노동부 2009).
대부분의 실업자훈련은 민간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9
년 하반기부터 계좌제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계좌제훈련을 중심으
로 한 민간위탁훈련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실업자훈련체제에서
는 정부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데 반하여 계좌제훈련은 정부가 훈
련 희망자에게 계좌제 카드를 발급하여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
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1) 민간훈련기관이 1998년의 178개소에서 1999년에는 훈련법인 77개소, 노동부 지정시설
501개소, 지정시설 외 훈련기관 2,504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44개소 등 3,126개소로 급
증하였다(정택수, 2008).
2) 민간훈련기관은 노동부 지정시설 866개소, 훈련법인 62개소, 학원 2,174개소, 사업주 자
체훈련시설 1,346개소, 평생교육시설 735개소, 기타 1,069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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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업자훈련 현황
구분

훈련대상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훈련을
훈련
희망하는 실업자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실직
전직
한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실업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훈련
하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
지역
급권자(자활훈련 참여자 제외),
실업자
취업보호대상자 및 농어민 등
훈련
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가족
자활
직업
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중 직업
훈련 훈련 희망자

우선
선정
직종
훈련
영세자
영업자
훈련
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 학교 비진학 예정자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사
업자
구직자 중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
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훈련기간 및 훈련생
수강 횟수 위탁방법

지원 내용

1 개월∼1 년, 훈 련 기 관 원칙적으로 훈련비 전액;
취업 전 3회까 이 훈련생 매월 식비 6만원, 교통비 5
만원
지 수강 가능 모집
1 개월∼1 년, 훈 련 기 관 원칙적으로 훈련비 전액;
취업 전 3회까 이 훈련생 매월 식비 6만원, 교통비 5
만원
지 수강 가능 모집
주소지 관할
시· 군 · 구
1 개월∼1 년,
원칙적으로 훈련비 전액;
청장이 훈련
취업 전 3회까
매월 식비 6만원, 교통비 5
생 희망직종
만원
지 수강 가능
의 훈련기관
에 위탁
훈련비 전액; 매월 식비 7만
1 개월∼1 년, 훈 련 기 관
원, 교통비 7만원, 자활수당
취업 전 3회까 이 훈련생
10만원, 우선선정직종 수
지 수강 가능 모집
강 시 20만원
원칙적으로 훈련비 전액;
매월 식비 10만원(주간) 또
1 개월∼1 년, 훈 련 기 관 는 5만원(야간), 교통비 5만
취업 전 3회까 이 훈련생 원; 기숙사비 월 17.5만원;
취업 후 90일 이상 동일직장
지 수강 가능 모집
근무 시 20만원의 취업촉진
수당
6개월 또는 12
개월 과정(대
훈 련 기 관 훈련비 전액 매월 식비 6만
한상공회의소
이 훈련생 원, 교통비 5만원, 훈련수당
는 2년 과정),
20만원
모집
취업 전 3회까
지 수강 가능
1 개월∼1 년, 훈 련 기 관 원칙적으로 훈련비 전액;
취업 전 3회까 이 훈련생 매월 식비 6만원, 교통비 5
만원
지 수강 가능 모집
1인당 200만원까지 실훈련
훈련기관
1년 이내(계좌
비 지원(본인 부담 20∼
이 훈련생
40%); 매월 식비 6만원, 교
유효기간이 1년)
모집
통비 5만원

자료 : 노동부(2009)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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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훈련에서는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부담(단, 이․미용, 주방 및 조리,
식당서비스, 제과․제빵 및 떡 제조, 식품 가공 관련 기능직종의 경우 2010년
7월 26일부터 40%를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
여자 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중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다(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32조).
고용노동부(2010b)에 의하면 2010년에는 계좌제훈련의 비중이 실업자훈련의
약 70%를 점할 전망이며, 2011년부터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제외한 모든 실업
자훈련을 계좌제훈련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있어 2011년부터는 계좌제훈련을
중심으로 실업자훈련의 민간위탁훈련의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Ⅲ.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의 4가지 유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표 2>와 같이 관료모델, 목표관리모델, 준시
장모델, 우선공급자모델 등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Mosley & Sol 2005).
관료모델(bureaucratic model)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
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료모델에서도 취약계층 등 특정정책 대상
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핵심적인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한다.
<표 2>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의 4가지 유형
공공서비스의 역할
관료모델
목표관리모델
준시장모델

시장
모델 우선공급자
모델

서비스를
주도하는 계약

민간위탁의 정도

강함

없음

강함

내부적인 성과목표 전문서비스의 제한적인
계약
민간위탁

약함

있음

다수의 민간기관에
위탁

약함

있음

역량있는 민간기관에게
만 위탁

자료 : Mosley and Sol(2005), p.7을 참조하여 재작성하였음.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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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모델(management by objectives model)은 관료모델과 같이 정부 또
는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만 정부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에,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본부와 일선기관 간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는 각 기관별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성과목표(objective)를 설정하고 성과계
약을 체결한 후 각 기관이 성과목표를 어느 정도나 달성하였는가를 관리해 나
감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식이다. 목표관리모델에서도
직업훈련 등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대한 위탁이 활발하다.
준시장모델(quasi-market model)과 우선공급자모델(preferred-supplier model)
에서는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기관의 역할은 대폭 축소되고,
그 대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장원리를 공공서비
스에도 도입하여 정부가 영리 및 비영리 민간기관과 서비스 위탁계약을 맺고
이들 민간기관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재화와 서
비스를 구매한다. 그러나 ‘준시장(quasi-market)’에서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
객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3), 서비스 공급자(민간수탁기관)가
고객(구인․구직자, 직업훈련 수강자 등)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면 정부나 공공
기관이 서비스 구매자로서 서비스 비용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준시장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구매자가 아니다. 준시장에
서는 고객, 구매자(주인), 공급자(대리인)라는 세 가지 주체들의 삼각구조가 시
장의 중심에 자리잡게 된다(Mosley & Sol 2005).
준시장모델과 우선공급자모델은 다 같이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지
만 준시장모델에서는 입찰 과정을 통해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
생하며 영세기관에게도 공공서비스를 위탁하는 반면에, 우선공급자모델에서는
시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민간기관만을 선별
하여 우선공급자로 인정하여 이들 우선공급자에 대해서만 공공서비스를 위탁
하는 점이 다르다.
3) 준시장의 고객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경제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며, 준시장에서의 공공
서비스 대상자의 상당수는 실업급여, 실업부조, 기타 공적부조의 수혜자인 경우가 많아 공
공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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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시장모델에서는 다수의 영세 민간기관에게도 서비스를 위탁하기 때문에
정부는 매우 많은 기관과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원하고, 이들 기관을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여야 하므로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우선
공급자모델에서는 시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관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은 영세기관에게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므로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선공급자모델은
우선공급자와의 계약을 상당 기간 지속함으로써 주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빈번
한 입찰과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우선공급자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혁신을 하기 위
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osley & Sol 2005).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이상과 같이 4가지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으나 실제
각국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은 이러한 이론적 모형이 혼합되어 시행되는 경우
가 많다.

Ⅳ.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성공조건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직업훈련 민간위탁시장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훈련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민간기관을 통해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준시장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훈련서비스 구매자인 정부나 공공기관이 훈련
서비스 공급자인 민간훈련기관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통제를 통해 정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훈련기관이 정부의 의도대로 고객에게 최고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메커니즘, 정보 메커니
즘, 통제 메커니즘을 잘 발전시켜야 한다(Mosley & Sol 2005; Bruttel 2005;
Bartlett & Le Grand 1993). 이하에서는 Bruttel(2005)와 Bartlett and Le
Grand(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공조건을 직업훈련
의 민간위탁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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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
직업훈련을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하는 정부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양질의 직
업훈련서비스를 실업자에게 제공하여 실업자의 조기취업과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incentive
mechanism)을 갖추어야 한다(Bruttel 2005; Bartlett & Le Grand 1993).
첫째, 민간훈련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
되 훈련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갖추어
야 한다. 훈련시장에 대한 진입 조건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아
무런 규제가 없이 민간위탁시장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 훈련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영세 훈련기관이 민간위탁시장에 참여하였다가 위탁받은 훈련 물량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중도에 폐업하거나 훈련의 질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
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직업능
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훈련수강 희망자를 배정받기 위해서 각 훈련기관별로
갖추어야 할 훈련시설과 장비, 훈련과정, 훈련교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경쟁력이 없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난립으로 인한 훈련의 질 저
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위탁비용이 적정하여 정부의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할만한 동
기가 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탁훈련비용 지원 단가가 시장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으면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은 지원받는 비용에 맞추어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훈련의 질이 저하되고 양질의 훈련기관은 민간위탁시장
을 외면하고 영세 훈련기관들이 난립할 위험성이 있다. 위탁비용이 시장가격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면 민간위탁사업에 경쟁력 있는 다수의 민간훈련기관들이
참여하게 되고 신규 훈련기관의 진입이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민간위탁시장이 과열되어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기 위하여 온갖 편법이 난무하
고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위탁비용은 시장가
격을 기준으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민간훈련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훈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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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위탁비용 지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탁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불은 훈련 성과와 관계없이 훈련생 1인당 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고정비용(fixed cost)과 훈련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
보너스’(outcome-related bonus)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경
우에는 성과보너스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으나(유길상,
2010) 직업훈련과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훈련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투자
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성과보너스 비중이 높
지 않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민간위탁훈련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Mosley & Sol
2005). 직업훈련 민간위탁 시 훈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정 수준
의 시설과 장비 및 훈련교사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도록 요구하게 된다. 민간위
탁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이러한 투자를 거래특수적 투자(transaction-specific
investment)라고 하는데, 거래특수적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간훈련기관이
정부의 민간위탁훈련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위탁훈
련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Barney & Hesterly 1996).
일반적으로 고용서비스에 비하여 직업훈련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
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핵심서비스와 집중서비스에 비
하여 직업훈련 단계에서의 1인당 서비스 비용이 5∼10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4) 이러한 사실은 직업훈련의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고용서비스 민
간위탁에 비하여 위탁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춰주기 위한 노력이 추가되어야 함
4) 미국은 인력투자법에 의해 1998년부터 실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핵심서비스(core services),
집중서비스(intensive services), 직업훈련(skill training)의 3단계로 나누어 제공하도록 하
고 있다. 핵심서비스 단계에서는 실업자에게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을 평가하
여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탐색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이력서 작성 방법, 구직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집중서비스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핵심서비스 제공만으로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취업 장애요인을 파악한 후 전담 사례
관리자(case manager)가 중심이 되어 향후 직업생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계획
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직기법의 교육과 취업알선,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에의 참여 등 개
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훈련 단계에서는 핵심서비스와 집중서비스만으로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에게 개인별 취업가능 분야의 직업능력을 개발해 주기 위하여 맞춤
형 훈련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단계에서 개인훈련계좌(individual training account)
를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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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인력투자법 하에서의 서비스 종류별 1인당 평균 서비스 비용

자료 : Eberts, O'Leary, and DeRango(2002), p.342.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민간위탁훈련기관에 배정되는 훈련생수를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을 보장해 주고, 위탁계약기간
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하면서 훈련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위탁을 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민간훈련기관이 양질의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훈련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여
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되면 훈련기관이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훈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
으로 훈련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위탁훈련기관과 위탁훈련과정이 수시로 변
경되고 위탁인원이 불안정해지면 직업훈련 민간위탁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훈련기관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많은 직업훈련기관이 정부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수시로 위탁훈련기관과 위탁훈련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제Ⅲ장의 준시장모델
에 비하여 시장에서 훈련 성과가 인정된 양질의 훈련기관을 우선공급자로 인정
하여 이들 훈련기관과 안정적인 위탁훈련계약을 유지해 가는 우선공급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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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다(Mosley & Sol, 2005).

2.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거래의 한 당사자인 주인(principal: 정부)
과 주인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의뢰받은 대리인(agent: 민간훈련기관)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information
mechanism)을 갖추어야 한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첫째, 훈련대상자에 대한 ‘크리밍’(creaming)과 ‘파킹’(parking) 현상5)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직업훈련 민간위탁시장
에서 ‘크리밍’과 ‘파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훈련기관이
직접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공
공고용서비스기관에서 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도 취업하지 못
한 실업자 등을 선별하여 위탁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둘째,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훈련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지를 먼저 모색하고, 실업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을
진단하며,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강의 동기를 부여한 후 훈련을 위탁하여
야 한다. 실업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실업자 스스로 직업훈련 수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훈련을 받아 취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도록 동
기부여가 되어야 훈련의 성과가 높다.
셋째, 직업훈련의 수강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을 수강하도록 유도
하는 능동화 조치(activation measures)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수
강자가 성실히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의
지급이나 훈련비용의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
5) 민간훈련기관이 손쉽게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실업자만을 골라서 훈련을 실시
하는 현상을 ‘크리밍’ 또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이라고 하고, 훈련을 실시해도 취
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실업자는 훈련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기
피하여 훈련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현상을 ‘파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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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개혁은 실업자와 국가가 상호의무적인 관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을 위한 실업자 스스로의 노력이 수
반되지 않으면 사회보장급여와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지원을 중단하는 능동화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정부의 훈련비 지원을 받는 민간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통
제가 따르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control mechanism)
을 갖추어야 한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첫째, 직업훈련 민간위탁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야 한다. 직업훈련 민간위탁시장에서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훈련기관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각종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정부는 위탁훈련기관의 모니터링과 관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위탁훈련기관의 공모, 심사, 선정, 계약체결, 계약체
결 이후 훈련실시 과정과 훈련 성과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하는 과정에
서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평가지표의 과다 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통제는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이어서 훈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Bruttel 2005). 직업훈련은 지역별 산업수요에 맞춰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훈련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식으로 실시되어야 효과
적이다. 그런데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나 규제가 너무 경직적일
경우 민간훈련기관이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하기 곤란하여 양질의 훈련서비
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민간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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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의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성공조건 충족 정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1.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측면
첫째, 경쟁적인 민간훈련시장을 형성하는 측면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훈
련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측면은 크게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수원 외(2009)에 의하면 민간직업훈련시장에서의 진
입과 탈퇴에 대한 규제 정도는 매우 낮으나 민간훈련기관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질을 일정 수준 이
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Ⅲ장의 준시장모델처럼 너무 많은 훈련기관에게 직업
훈련을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선공급자모델과 같이 정부가 훈련시설과 장비, 훈
련교사, 훈련과정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쟁력 있는 훈련기관에 한해 훈련을 위탁하여 민간위탁훈련기관의 훈련의 질
과 성과를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Mosley & Sol 2005).6)
둘째, 위탁훈련비용의 적정화를 통한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에의 참여 동기
를 유발하는 측면의 조건은 부분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민간위탁훈련의 비용 지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훈련비는 훈련직종별 단가에 따
른 일률적인 지원방식으로 인해 저품질의 훈련은 초과 공급되는 반면에 고품질

6) 인구 약 1천만 명인 미국 미시간 주는 시장에서 훈련 성과를 인정받은 100여개 훈련기관
에 대해서만 민간위탁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훈련생을 배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구직
자가 3개월 이상 실업이 지속되면 구직자는 정부로부터 구직계좌를 발급받아 민간고용서
비스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너무 많은 영세 고용서비스기관의 난립
을 가져와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성과는 미약하였다(Bernhard & Wolff 2008). 반면에 호
주는 대형 고용서비스기관만을 우선공급자로 인정하여 고용서비스 위탁을 실시한 결과
취업률을 약 2배로 높이고, 1인당 취업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분의 1로 감소시키
는 비용 절감 성과를 가져왔다(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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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훈련은 과소 공급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장홍근, 2007).
계좌제훈련의 경우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가 아닌 훈련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훈련비용 측면에서는 참여 동기가 매우
강하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이 없었던 학원은 계좌제훈련에의 참여 동기가
더욱 높다.7)
셋째, 민간훈련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갖도
록 위탁비용지불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의 조건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훈련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직업훈련의 민간위탁
의 경우에는 성과보너스 비중이 높지 않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훈련성과보너스 9.1%의 수준8)이 낮다고만 평
가할 수는 없으나 현행 비용지불체계가 일선훈련기관에서의 훈련 성과 제고를
실질적으로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훈련 성과 향
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훈련을 받은 직종으로의 취업률
이 매우 낮고 취업 후 고용유지기간을 3월 또는 6월의 단기간으로 한정하여 성
과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 성과의 평가기준으로
‘훈련을 받은 직종’으로의 취업률, 취업 후의 임금수준, 6월 및 1년 후의 고용유
지율을 기준으로 훈련성과보너스의 비중을 20∼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
요가 있다. 계좌제훈련의 경우 훈련생에게 실훈련비를 지급하므로 훈련생을 많
이 모집할수록 훈련기관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장기적으로 훈련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
7) 이․미용, 주방 및 조리, 식당서비스, 제과․제빵 및 떡 제조, 식품 가공 관련 기능직종의
경우 200만원1)의 계좌제 지원금 중 4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2010년 7월 26일부터 인
상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훈련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왔던 학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60%
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셈이 되어 계좌제훈련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8)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에 의하면 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
이 부여한 취업률, 순중도탈락률, 자격취득률 등 훈련 목표를 달성하고, 수료생 중 훈련종
료 후 6월 이내에 취업한 훈련생이 60% 이상이며, 수료생 중 취업자가 취업 후 고용보
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3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당해 훈련과정
에 지급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보너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선정직종
훈련의 경우 훈련과정별로 훈련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확정훈련생의 취업률이 70% 이상
이고, 취업한 자의 50% 이상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6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된 훈련비 총액의 10%를 훈련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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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있다.
넷째, 민간위탁훈련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민간위탁훈련시장을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민간위탁훈련시장은 많은 문
제점을 보이고 있다. 민간위탁훈련기관에 배정되는 훈련생 수와 위탁받는 훈련
과정이 불안정하다. 실업자훈련의 훈련기간이 매우 단기간이고, 다음해의 훈련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받는다면 훈련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과 시설장비 및 훈련과정 개발에 대한 투자
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9)
민간위탁훈련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민간훈련기관은 훈련교사를 안정
적으로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으면 당해 과정
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과정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과정도 훈련
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훈련과정을 폐지하고 훈련교사를 해고해야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10)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질의 민간훈련기관의 출현과
민간위탁을 통한 훈련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계좌제훈련의 경우 훈련인원을 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훈련생 모집이 되지
않아 50∼60명을 인정받은 과정이 각 훈련기관별로 1∼2명만 모집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훈련인원의 부족으로 같은 지역의 모든 훈련기
관에서의 훈련과정이 개설되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하여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11)
9) 이병희 외(2009)에 의하면 2009.1.1∼2009.7.20의 기간 중 일반실업자훈련에서는 노동부
로부터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실제 훈련생을 모집한 훈련과정의 비율이 79.3%였는
데 반하여 계좌제훈련에서는 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실제 훈련생을 모집
한 훈련과정의 비율이 39.3%에 불과하여 계좌제 훈련시장에서는 훈련생 모집의 불확실
성과 불안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민간위탁기관별 훈련인원
배정의 변동 폭이 심하여 어느 해에는 수용가능 인원을 100% 충원하기도 하고, 어느 해
에는 20∼30%밖에 충원하지 못하는 훈련기관이 많다. 또한 동일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한 해는 전기․전자과정을 승인했다가 다음해는 디자인과 사무관리 분야 훈련과정을 승
인하고, 그 다음해에는 기계 분야를 승인하거나 아무런 훈련과정도 승인해 주지 않는 사
례가 빈번하여 민간훈련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10) 필자가 방문한 한 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수용 인원은 300명인데 2010년에는 60명만 배
정받아 훈련 중이고, 나머지 시설은 직업훈련에 활용되지 못한 채 일부는 실내골프연습
장으로 전환한 상태였고, 나머지 시설은 유휴시설로 방치되어 있었다.
11) A지역의 경우 사무자동화과정의 훈련수요는 약 100명뿐이어서 1∼2군데 정도만 승인해
주면 충분한데 실제로는 50여 훈련기관에 동일한 과정이 승인되어 산발적으로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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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훈련기관에 배정되는 훈련생 수와 위탁받는 훈련과정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10년 8월 말 현재 2,561개소에
달하는 너무 많은 훈련기관에 계좌제훈련을 위탁하는 것보다는 제Ⅲ장에서 살
펴본 우선공급자모형에서와 같이 훈련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을
위탁훈련기관으로 선정하여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방향
으로 단계적인 정책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래적 투자가 많이 필요한
직업훈련시장의 특성상 위탁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정부가
제시하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킨 훈련기관에 안정된 훈련인원을 배정하여 훈
련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훈련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12) 위탁훈련
기간을 최소 3∼4년 정도로 하여야 훈련기관이 안정적으로 훈련시설과 장비,
훈련과정 개발, 우수 훈련교사 확보 등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시각에
서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 측면
첫째, 훈련대상자에 대한 ‘크리밍’과 ‘파킹’ 현상의 예방 측면에서 보면 한국
의 민간위탁훈련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훈련 민간위탁시장
에서 ‘크리밍’과 ‘파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도 취업하지 못한 취약실업자 등을 선별하여 계좌를
발급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지역실업자훈련은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장이
훈련생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나머지 실업자훈련은
모두 기본적으로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도록 하고 모집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
는 방식은 ‘크리밍’과 ‘파킹’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능력개발계좌제
하에서는 취약계층도 훈련비의 20∼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취약계층
에게는 40만∼80만 원의 훈련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할 능력도 없어 계좌제가
정도씩 모집이 되어 각 훈련기관 모두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12) 현행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3조 내지 제16조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선정된 훈련과정에 대한 산업계와 훈련기관
의 이견도 많으며,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안정성에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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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밍’과 ‘파킹’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유경준 외(2007)는 우선선정
직종훈련의 경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훈련에서 배제되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직업훈련 민간위탁시장에서 ‘크리밍’과 ‘파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재와 같이 훈련 희망자가 신청만 하면 계좌를 발급해 주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업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진단하여 가장
취약한 실업자부터 우선적으로 계좌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민간위탁비용의 지
급에 있어서도 민간위탁 대상자의 취약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은 훈련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이 훈련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기관이 심사하여
취약계층으로 판단될 경우 고용센터에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훈련
비용을 지원받거나 다른 지원 방법을 모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13) 물론 현행
훈련생 모집 방식에서 일시에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훈련시장에 큰 혼
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범 시행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및 실업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한 훈련 필요
성 진단 및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강 동기부여 측면이 매우 미흡하다. 실업
자훈련은 모두 고용센터 등에서 훈련상담을 받아 적합한 훈련과정이나 훈련기
관을 안내 받아서 훈련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5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18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
이 일선 고용센터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8년에 실시된 ‘훈련이수자
실태조사’ 결과 2008년 실업자훈련 이수자 중 훈련 이수 전에 훈련상담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21.0%에 불과하였고, 훈련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평균 상담시간
이 19.2분에 불과하여 심층상담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나영선 외,
2008).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고용센터의 담당자는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매우 낮고 상담능력도 부족한 비정규직이다. 이에 따라 훈련
의 필요성과 직업능력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신청만 하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결과적으로 취업할 의욕도 없는 사람에게 계좌
를 발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14) 또한 훈련상
13) 이는 미국 미시간 주의 개인훈련계좌제 하에서의 훈련생 위탁 및 훈련비 지원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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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상담에 기초한 훈련과정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요자 중
심의 훈련을 지향한다고 하는 계좌제가 훈련 수요자의 중요한 축인 산업계의
훈련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고 훈련생의 훈련 수요만 반영하고 있어 인력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
해서는 훈련을 기피하여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축소되어 인력
난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이․미용, 제과․제빵, 피부마사지 등 가정주부들
이 취미삼아 하는 직종에는 과다하게 훈련 수요가 집중되어 산업계의 수요 및
인력 수요가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15)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와 훈련계좌의 발급이 긴밀
히 연계되어 훈련생의 훈련 필요성에 대한 진단과 훈련 후 진로 설계와 연계되
어 일반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와 취약실업자를 선별하여 직
업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먼저 한 후에 계좌를 발급하고 훈련 설계에 맞는 훈
련기관과 과정을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나영선 외 2008; 최영섭 외 2008; 채
창균 외 2008; 이병희 외 2009; 고혜원 외 2010).16) OECD(2004), CEDEFOP
(2004) 등도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 대상자에 대한 심층삼담
과 진로지도가 긴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실업자훈련의 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해
상담인력의 보강과 전문화, 훈련과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인프
라 투자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좌제훈련에서 훈련비 자부담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면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의 사각지
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나영선 외 2008).
셋째, 훈련에 참여한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열심히 수강하도록 유도하고 훈련
14) 이병희 외(2009)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계좌 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1.1%에 그칠 만
큼 거의 대부분의 계좌 신청자에게 계좌가 발급되고 있어 훈련상담을 통한 훈련 필요성
여부의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2010년 7월까지 계좌제를 통한 직종별 훈련 참여자의 분포를 보면 인력난이 심한 제조
업과 건설업의 훈련 수강자는 9.2%에 불과하다(고혜원 외 2010).
16) 유경준 외(2007), 나영선 외(2008), 채창균 외(2008) 등은 한국의 실업자훈련 효과가 낮
은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나영선 외(2008)는 실업자훈련의 효과가 낮은 원인을 실업자훈
련이 실업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고용서비스를 통해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훈련에
참여하려는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본인의 적성과 미래 희망직업에 맞는 적합한 훈련기
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아서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미래 직업이
나 직업훈련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기 때
문인 것으로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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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취업을 촉진하게 하는 능동화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실업자훈련은 매우
미흡하다.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
하지 않으면 계좌의 사용을 중지하고 있으나(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
23조), 훈련생에 대한 훈련 태도 등을 규제할 다른 조치는 없다. 훈련생이 훈련
에 소홀하거나 훈련장비를 고의로 파손하여도 훈련기관은 이러한 훈련생을 제
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 훈련생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다.
실업자가 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 수강자가 성실
히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과 훈련비 지원을 제한하도
록 하여야 한다. 훈련생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훈련비 지원과 훈련수당 지원을
훈련생의 능동적인 훈련 참여 정도, 자격증 취득 여부 등과 연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실업자훈련의 경우 훈련기간 중 시간제근로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훈련 수강자의 자립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
고 있으므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용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날에 훈련
을 수강하도록 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용근로자가 훈련을 받아 기술이
향상되고 임금이 향상되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측면
첫째, 직업훈련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최소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민간위탁훈련의 각 단계에서의 서류 제출이 많고 평가 및 모니터링
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거래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훈련강사,
강의실, 교재 등의 사소한 변경도 일일이 고용노동부에 변경 승인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쉽게 승인도 나지 않을 만큼 경직적이
며, 관련 서류도 아주 많아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노동부 2010a). 이
처럼 민간위탁훈련기관에 대한 통제가 경직적이어서 민간위탁훈련에 대한 거
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수많은 영세기관이 민간위탁훈
련에 참여하면서 정부는 민간위탁훈련기관을 신뢰하지 못하여 민간위탁훈련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비리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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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훈련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통제는 불가피하지만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각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필요한 서
류를 최소화하면서도 잘 정비된 평가지표에 의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다. 민간위탁 훈련기관이 계약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여 고객에 대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보고의 진실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료 관리와 훈련의 질 관
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평가 결과가 부실한
훈련기관을 퇴출하고 양질의 훈련기관만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실질적인 기제로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매년 10% 내외의 훈련기
관이 퇴출 대상인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훈련기관명을 변경하거나
훈련기관을 이전하면서 다시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어 실제 훈련시장에서
퇴출되는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김수원 2010). 따라서 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실 훈련기관의 퇴출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훈련기관 종사자의 인별 관리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훈련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기관의 훈련서비스 제공 ‘과정’을
중시할 것인지, 훈련서비스의 ‘성과’를 중시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는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하여야 한다(Mosley & Sol 2005). 그런데 훈련기
관의 평가 시 성과를 중시할 경우에도 가급적 객관화된 계량지표를 활용하여
훈련의 양과 질을 측정함으로써 훈련 성과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훈련기관이 훈련의 성과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둘째,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통제를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하여 훈련 성과
를 극대화하는 측면에도 미흡한 편이다. 훈련기관에 대한 통제가 매우 경직적
이라는 민간훈련기관들의 불만이 많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훈련기관장의
44.1%가 정부의 훈련기준과 민간위탁 지침대로 훈련을 실시하면 산업계의 훈
련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맞춤식 훈련과정을 개설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
였다.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항목도 너무 많고 경직적이라는 비판이 훈련 현장
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기관의 하소연을 경청하여 훈련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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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등에 대한 통제를 훈련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유연화할 필요
가 있다.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우수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각 훈련기관이 훈
련과정을 개설하여 신고만 하면 정부의 승인 없이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
록 하여야 기술 변화와 신업계 수요에 대응하여 훈련과정을 신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Ⅵ. 맺음말

Bruttel(2005)과 Bartlett and Le Grand(1993) 모형에 근거한 직업훈련 민간위
탁의 성공조건을 한국의 실업자훈련 민간위탁이 어느 정도나 충족하고 있는가
를 요약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성공조건을 대
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좌제훈련은 정부가 국
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지만 일반실업자훈련에 비
하여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성공조건을 더 적게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민간위탁훈련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양질의 민간위탁훈련시장이 조성되
기 어려운 여건에 있고, 훈련 대상자에 대한 ‘크리밍’과 ‘파킹’ 현상이 광범위하
게 발생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넓다. 고용서비스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실업자
에 대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강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이 이루어져 훈련 성과가 미흡하며, 훈련참여
실업자에 대한 능동화 조치가 미흡하고, 위탁훈련의 거래비용도 매우 높게 발
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의 실업자훈련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이 없이는 민간위
탁훈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성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실업자훈련에 대한 평가 연구는 실업자훈련의 성과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민간위탁훈련의 성공조건 미충족
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실업자훈련의 효과성과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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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된다.
<표 3> 한국의 실업자훈련 민간위탁의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성공조건 충족 정도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성공조건
경쟁적 민간위탁훈련시장의 형성과 훈
련기관과 훈련과정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효과적인 적정한 위탁비용 지급으로 민간위탁
‘인센티브 훈련사업에 참여할 만한 동기부여
메커니즘’의 위탁훈련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훈
련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가질 수
구축
있도록 위탁비용 지불체계 구축
민간위탁훈련시장의 불확실성 최소화
훈련 대상자에 대한 ‘크리밍’과 ‘파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효율적인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및 실업자에 대
‘정보
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훈련의 필요
메커니즘’의
성 진단 및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구축
수강 동기부여
직업훈련 수강 실업자에 대한 능동화
조치의 효율적 실시
훈련기관 공모, 심사, 선정, 계약체결,
합리적인 계약체결 이후 훈련실시 과정과 훈련
‘통제
성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서
메커니즘’의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최소화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유연하고 효율적
구축
인 통제를 통해 훈련 성과 극대화

성공조건 충족 정도
경쟁적 민간위탁훈련시장 형성
측면은 충족; 훈련의 질 관리 측
면은 미흡
대체로 충족
다소 미흡
일반실업자훈련은 미흡; 계좌
제훈련은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미흡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실.『직업능력개발 주요통계』. 2010.
고혜원․박천수․정재호.「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하여』. 2010 직업능력개발 세

62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4호

미나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
나영선․채창균․최영섭․정재호.『미래전략적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성 및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 노동부, 2008.
노동부.『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2009.
노동부.「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개선 관련 워크숍」. 2010a.
노동부.「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시행 계획」. 2010b.
유경준․최바울․이철인․나영선․김주섭․조인호.『2007년도 재정지원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실업자직업훈련사업』
. 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07.
유경준․이종훈․이인재․강창희․최바울․권태구.『직업훈련의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및 정부지원사업 개편방향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2009.
유길상.「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
.『노동정책연구』10 (1) (2010):
89-128.
이병희․류장수․안태현․이기재․장홍근․최형재.『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실태조사』. 노동부, 2009.
정택수.『직업능력개발제도의 변천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채창균․이영현․최영섭․김미숙․김안국․김철희․정재호․노용진.『훈련이
수자 실태조사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최영섭․오영훈․나영선.『일-학습 연계를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2008.
Barney, J. B. and W. Hesterly. “Organizational Economic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sations and Economic Analysis.” In S. R.
Clegg, C. Hardy, and W. R. Nord (Eds.). Handbook of Organisational
Studies. London: Sage, 1996, pp.115-147.
Bartlett, Will and Le Grand, Julian. “The Theory of Quasi-markets.” In L. Le
Grand and W. Barlett (Eds.). Quasi-Markets and Social Policy. Macmillan
Press, UK: Basingstoke, 1993, pp.13-34.
Bernhard, Sarah and Joachim Wolff. Nur Wenige Profitieren von der Privaten
Arbetisvermittlung. IAB-Kurzbericht. Nr. 5, 2008.
Bruttel, Oliver. Contracting-out and Governance Mechanisms in the Public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유길상)

 63

Employment Service. Discussion Paper,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WZB), 2005.
CEDEFOP. PANORAMA: Guidqance Policies in the Knowledge Society. 2004.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Australia’s Job Network.” Paper for an International Policy Forum on
Visions and Strategies for more Effective Policy for Korea. 4∼5 October,
2007, Seoul, Korea.
Eberts, Randall W., Christopher J. O'Leary, and Kelly J. DeRango. “A Frontlin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One-Stop Centers.” In Eberts, Randall W.,
Christopher J. O'Leary, and Stephen A. Wandner (Eds.). Targeting
Employment Service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Kalamazoo, Michigan, USA. 2002, pp.337-379.
Mosley, Hugh, and Els Sol. “Contractualism in Employment Services: A
Socio-Economic Perspective.” In Els Sol and Mies Westerveld (Eds.).
Contractualism in Employment Services: A New Form of Welfare State
Governance. The Hague, The Nether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p.1-20.
OECD.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2004.

64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4호

abstract

The Success Conditions of Contracting-out Vocational
Training Services
Kil-Sang Yoo
Considering the increase of contracting-out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o private training institutions since late 1990s, this study
analyzes

contracting-out

conditions

of

Korea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the unemployed, and evaluate if Korean contracting-out
mechanism satisfies the success conditions of contracting-out government
services based on previous theoretical models.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vocational training contracting-out system satisfies only few
success

conditions

of

contracting-out.

Especially

current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does not satisfy the success conditions well.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are lots of things to be reformed in
contracting-out conditions in Korea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the
unemployed.
Keywords : vocational training, contracting-out, a quasi-market, individual training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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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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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7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를 분석한다. 고용
보호법제 도입의 순 고용효과는 이론적으로 분명치 않으므로 실증분석을 통
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규직법이 55세 이상 연령층
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이를 비교집단으로 사용하는 한
편, 이중차분법과 회귀불연속 모형을 결합한 실증모형을 분석에 사용하고 있
다. 회귀 결과는 회귀불연속 모형에서 할당변수(assignment variable)인 연
령의 범위를 임계값(cutoff value)에 얼마나 근접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 민
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민감성을 염두에 두면서, 가급적 임계값에 근접
한 자료들을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면, 비정규직법의 고용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자인 (준)기간제의
고용뿐 아니라, 특히 정규직 고용에 매우 부정적이며, 임금근로 전체의 고용
에도 부정적이다. 반면 비정규직 고용은 초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시
간 경과에 따라 풍선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행 비정규직
법의 부작용이 매우 크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할 뿐
아니라, 시장과 괴리되지 않는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함축한다.
핵심용어: 비정규직법, 고용효과, 법 적용제외 근로자, 55세 이상 연령집단, 이중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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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정규직법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남용 방지를 목적
으로 하며, 공식적인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비정규직 가운
데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기간제, 단시
간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법은 이를 무기계약 근로, 즉 정규근로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많은 논란을 거쳐 입법이 되었으
며, 2007년 7월 1일 법 시행 이후에도 그 효과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
졌다. 논의의 초점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주로 맞추어졌다. 비정규직법과
같은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 EPL)는 고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이 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고용보호법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EPL의
순 고용효과는 이론적으로 분명치 않으며, 따라서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법 시행의 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남재량․이인재․이기재 2005). 그리고 법
이 시행된 지 오래지 않아 분석에 필요한 자료(data)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려는 여러 시도들
이 있었다(남재량․박기성 2008; 이병희․정성미 2008; 이인재 2008; 유경준
2008; 남재량 2009a; 남재량 2009b; 남재량․김영문․오계택 2009; 유경준․강
창희 2009 등)
한편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자 법 적용대상 및 관련 근로자들의 규모
와 구성에 있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2008년 8월의 기간제 및 준기간제 근로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64만 명이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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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 반면 한시적 근로(contingent work)1) 가운데 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자2)의 규모는 25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남재량․박기성(2008)은 이에 주목하고 이러한 급격한 변
화가 법 시행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인재(2008)도 그러한
가능성을 강조한다. 반면 이병희․정성미(2008)와 유경준(2008)은 이러한 변화
가 경기에 의해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분석에 충분할 정도의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
들은 주로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 머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
태적인 측면에서 법 시행 효과에 대한 단서나 증거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었다. 남재량
(2009b)은 비정규직법이 예외를 두어 55세 이상 고령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에 착안하
여 이중차분법을 회귀불연속 모형과 결합한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실
증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3)
본 연구는 현재까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가용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법
시행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 법
이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뿐 아니라 비정규직, 정
규직, 나아가 임금근로 전체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에 사
용할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 부가조사와 경상조사 자료 가운데
법 시행을 전후한 시기의 자료이다. 보다 장기간에 걸친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
은 자료들이 보다 오랫동안 축적된 이후에 실시하기로 한다.

1) ‘한시적 근로’란 ‘근로계약 기간과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비정규 근로의 한
형태로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를 기간제 근로자라 한
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이 없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리라고 기대
하는 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는 고용의 지속성으로 구분
한 한시적 근로자이다. 본 연구는 전자를 ‘준기간제’(또는 ‘반복갱신’), 후자를 ‘계속근무
불가’ 근로자라고 부른다. 비정규 근로의 분류에 대해서는 남재량․이인재․이기재(2005)
의 p.4〜5를 참조하면 된다.
2) ‘계속근무불가’ 근로자를 말한다.
3) 유경준․강창희(2009.12)도 남재량(2009b, 2009.2)의 아이디어와 동일하게 55세 이상 연
령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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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고용보호법제가 고용에 미
치는 효과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EPL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고
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Ⅲ장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
증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법 시행의 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위한 적절한 비교집단 선정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현행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적절한 실증분석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나서 논의된 방법에 근거하여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실
증분석을 실시한다. 제Ⅳ장은 이상의 분석을 정리하고 연구를 마무리한다.

Ⅱ. 이론적인 고찰

비정규직법의 핵심 내용은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과 기간
제, 단시간, 그리고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라는 두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특히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4) 이와 같은 고용보호법
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이론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
데, 이들은 주로 매칭 모형(matching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5) 이론
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은 해고비용을 증가시켜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
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보험분담 증가는 조세격차를 높여 고용
량에 변화를 주게 된다. 나아가 정규직 전환은 다른 형태의 준고정적 노동비용
을 증가시켜 고용에 영향을 준다.

4) 남재량(2009c)은 차별적 처우 대상 근로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므로 비정규직법 효
과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
5) 매칭 모형은 불완전 경쟁적 노동시장의 동태적 기능을 잘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은 이 모형이 노동시장 경직성의 근원이 되는 요인들,
예컨대 고용보호, 강제분담금, 그리고 최저임금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에 충
분할 정도로 경제 주체들의 행위를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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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비용
고용보호법제는 피용자의 해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일련의 조처들이다.
이의 목적은 고용의 양과 안정성 제고에 있으나, 실제 효과는 목적과 달리 분명
치 않다. EPL 도입에 따른 해고비용의 존재 또는 증가는 실제로 일자리 소멸을
감소시켜 고용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해고비용의 증가는 또한 일
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므로, 고용에 미치는 순 효과는 분명치 않
다. 게다가 해고비용의 존재나 증가에 의해 직접 보호받는 일자리들에서 고용
안정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임시직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의 불안정성
은 오히려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동태 모형을 사용하여 고용보호 조처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
도 많이 등장하였다. 이 경우 고용보호는 근로자들과 일자리의 유출입(flows)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모형들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임금결정
과정이어서, 임금이 외생적인 단순한 경우뿐 아니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보
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업에 미치는 효과
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결국 EPL 도입에 따른 해고비용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
불분명하므로,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많은 실증연구들
이 이루어졌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있다. Ehrenberg and Smith(2002)6)는 고용보호를 위해
고안된 정책들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경우들을 소개하면서 근
로자들의 해고에 보다 많은 비용이 들 때 고용감소라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 조세격차
조세격차(tax wedge)란 노동비용과 임금 구매력 간의 차이를 말한다. 여기서
조세란 강제분담금(mandatory contributions)으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사
6) 이들의 저서는 국내외 주요 대학의 노동경제학 교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성이 높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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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분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강제분담금은
고용주들이 치러야 하는 노동비용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구매력 간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매칭 모형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조세격
차의 증가는, 실업급여가 근로자의 순 임금(net wage), 즉 임금 구매력에 완전
하게 연동되어 있지 않다면, [부도 1]에서 보듯이 LD곡선 자체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으나 임금곡선(WC)을 수축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타이트
한 정도(tightness;  )가 감소하여 실업을 늘리는 한편, 개인들의 근로시간을 줄
여 총근로시간  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EPL 도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함으로 인해 증가되는 조세격차가 고용을 줄이는 힘으
로 작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결과들은 참가율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얻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는 참가율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강제분담금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줄여, 참가율을 낮추고 방금 보았던 효과들을 증폭하는 경향을 가진다.7)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은 이론적인 결과를 지지한다. Daveri and Tabellini
(2000)는 1965~1995년 기간 동안 14개 OECD 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여 조세가
노동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은 임금 설정이 분권화된 경우에서
조세부담의 증가는 실업률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이론 모형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 다른 경험 연구들도 강제분담금과 전체적인 실업수준 간에는 정(+)이
긴 하지만 제한적인 연계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Layard and Nickell(1999)은
영국에 대한 연구에서 모든 강제분담금의 10% 감축은 평균적으로 실업률을 25%
가량 줄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Nickell(1997)은 조세격차 구성에서의 변화,
예를 들면 사회보장분담금의 감소와 부가가치세의 증가는 고용에 장기적인 효과
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에 따르면, 노동비용의 장기 균형 값은 강제
분담금의 구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격차의 전체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표 1>은 법 적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듯이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근로에 크게 미치지 못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가입률은 비정규근로 전체에 비해 상당히 높으나, 여전
7) Cahuc and Zylberber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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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단위 : %)

정규근로
비정규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무 불가
파견

국민연금
2007. 8
2008. 8
76.3
77.3
39.0
59.3
62.6
83.5
78.6
13.5
72.0
70.5

건강보험
2007. 8
2008. 8
76.7
78.0
41.5
62.7
66.5
84.6
79.6
15.8
67.0
71.9

고용보험
2007. 8
2008. 8
64.3
65.8
39.2
57.6
62.3
81.2
77.3
12.7
68.6
72.2

히 정규근로의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파견 근로자의 가입률은 기간제근
로의 경우보다는 높으나 정규 근로자보다는 - 고용보험의 경우를 제외하면 - 여
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반복갱신 근로자의 경우 세 가지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정규근로보다 높아 예외적이다. 결국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간제근로를 정
규근로로 전환할 경우 사용자들의 사회보험 분담금 증가로 조세격차가 커지게
되므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3. 기업의 준고정적 비용
비정규직법 시행은 해고비용과 사회보험분담금 외에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또 다른 준고정적 노동비용(quaxi-fixed labor cost)을 증가시켜 노동수요
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복지와 관련한 비임금 노동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복지 수혜율을 근로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정규 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은 2008년 8월에 74.5%이나,
비정규 근로자의 수혜율은 35.6%에 불과하다. 이 외에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및 유급휴가 등에서도 비정규 근로자의 수혜율은 정규 근로자에 비해 크게 낮
다.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이들의 수혜율은 정규
근로자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인다.
법 적용 대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들의 구체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기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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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근로형태별 기업복지 수혜율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 수당
2007. 8 2008. 8 2007. 8 2008. 8 2007. 8 2008. 8 2007. 8 2008. 8
정규근로
70.3
74.5
69.8
71.2
61.7
65.4
54.2
53.8
비정규근로
34.8
35.6
31.1
27.9
28.7
28.0
23.8
20.7
기간제
52.9
57.9
46.0
45.3
44.7
46.1
35.1
33.6
반복갱신
75.7
76.3
72.4
66.7
61.2
65.6
55.9
47.2
계속근무 불가
3.9
8.1
5.0
5.6
3.2
5.4
3.9
3.6
파견
58.6
66.1
48.3
48.4
45.3
49.9
42.2
43.1

지 수혜율은 크게 다르다. 법 적용 대상의 핵심이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수혜율은 정규 근로자의 경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파견 근로자의
수혜율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보다 다소 높다. 반면 계속근무 불가 근로자의
수혜율은 매우 낮다. 다만,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는 반복갱신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수혜율은 정규근로의 경우보다 다소 더 높고, 나머지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정규근로의 경우와 유사하다.

Ⅲ. 실증분석

1. 이중차분법과 비교집단 선정
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포함하여 어떤 프로그램 실시의 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이중차분법(method of difference in difference)
이다. 모든 점에서 매우 유사한 두 집단이 있으며, 처리집단(treatment group)으
로 불리는 한 집단에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나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으로
불리는 다른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프로그램
실시 효과는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 각 집단의 성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구분이 프로그램 적용 여
부를 포함한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외생성
(exogeneity)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통제된 실험실이 아닌 현실 경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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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은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특
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법을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적합한 다른 집단 구분 기준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과 부칙 및 시행령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55세 이상의 고령자
가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제4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대통령령)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 연령이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비정규직법의 기
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8)9) 법은 55세 이상 고
령자 외에도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령자 외에 다른 적용 제외 집단들을 비교집
단으로 선정하여 법 시행 효과를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생성과
자료의 가용성 및 분석에 충분할 정도의 관측 수 확보 등을 고려하면 연령이
법 시행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가장 좋은 집단 구분 기준인 것 같다. 본 연구는
연령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55세 이상과 미만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기로 한다.

2. 자 료
법 시행의 고용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 시행 전과 후의 고용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data)가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중차분
법을 활용한 평가가 가능하려면 연령을 사용하여 55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할
8) 관련 법규들의 해당 부분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9)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파견근로의 규모가 미미하므로 이를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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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 법은 기간제, 나아가 비정규직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근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주요 인적 특성들에 따라 법 시행에 대
해 상이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면
분석에 더욱 좋겠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
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의 근로형태 부가조사 자료이며, 다른 하나
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경활은 개별 경제 주
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로서 만 15세 이상의 개인
들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이 조사는 2001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8월에 개인
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더하여 이들의 근로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
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사용할 경우 법 시행 전후의 고용 여부
파악이 가능할 뿐 아니라, 55세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집단 구분도 가능하다. 뿐
만 아니라 이 자료는 개인들의 인적 특성을 포함한 여러 변수들도 조사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나아가 경활은 2007년부터
매년 3월에도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경활의 경상조
사를 3월 및 8월의 근로형태 부가조사와 결합할 경우 분석을 위한 보다 풍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2007〜2009년 3월과 8월의 자료를 모두 분석에 활
용할 수 있어 시간 경과에 따른 법 시행 효과의 크기 변화도 관찰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한 분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KLIPS
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시하는 근로형태 부가조사와 거의 동일한 항목들
을 2002년 이후 매년 조사하고 있다. 게다가 KLIPS는 경활에서 조사하는 다른
대부분의 내용도 조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외에도 방대한 항목들에 대해 패
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KLIPS는 1년에 한 번만 조
사를 실시하며, 자료를 정제(cleaning)하는 과정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는 관
계로, 아직 법 시행 이후의 자료가 분석에 충분할 정도로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
다. 아울러 KLIPS는 경활에 비해 표본의 수가 작아, 연령집단 구분을 포함한
여러 기준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할 경우, 해당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
는 집단의 분석에 충분할 정도의 관측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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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활의 근로형태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2007~2009년까지 매년 3월과 8월의 근로형태 부
가조사 자료를 경상조사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KLIPS를 사용한
분석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3. 실증분석 모형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생각해 보자.
                           ,
         ⋯  .

(1)

여기서    는 이산변수로서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취업상태에
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우리는    를 어떤 근로형태로의 취업 여부
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집단들의 고용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간제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뿐 아니라, 비정규근로,
정규근로, 그리고 임금근로에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로    를 구체화함으로써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기로 한다.
  는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로서, 연령이 54세 이하이면

1, 55세 이상이면 0의 값을 값을 갖는다.  는 법 적용 시기 여부를 나타내는
데, 2007년 6월 30일 이전이면 0, 7월 이후이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본 연구는 법 시행 이전 시기로 2007년 3월의 경활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는 2007년 3월 자료이면 0의 값을 가진다. 법 시행 이후인 2007년 8월, 2008

년 3월, 2008년 8월, 2009년 3월, 그리고 2009년 8월이면  는 1의 값을 갖는
다.  는 개인들 간에 관측되는 차이들을 바로잡기 위한 변수들의 벡터이다.
구체적으로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비농가 여부 등이 개인들의 관
측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성(sex)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가 남
성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는   와   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의 계수로서 이의 추정량이 곧

회귀불연속 모형에서 이중차분추정량이며, 법 시행의 고용효과를 반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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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를 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지도록 선택함으로써 법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볼 수도 있다.   는 오차항이다.
위의 회귀식을 추정함에 있어 선형확률 모형(LPM)이나 비선형 모형(logit,
probit)을 사용할 수 있고 이들은 모두 이중차분에 대한 불편 추정량을 제공한
다. 우리는 흔히 프로빗 모형을 선형확률 모형보다 선호하는데, 이는 두 모형이
모두 불편 추정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확률예측치들이 1보다 크거
나 0보다 작지 않게 되고 한계효과도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선형 모
형에서 이중차분(DD) 추정치의 계산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에 대해서는 Ai and Norton(2003)이 잘 지적하고 있다.10)
DeLeire(2004) 역시 프로빗 모형에서 상호작용항 계수 추정치의 부호와 크기
및 유의성은 DD 추정치의 부호와 크기 및 유의성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지 못함을 실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그는 많은 연구자들이 DD 추정치
가 아닌 상호작용항 계수 추정치를 검토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연구자들이 한계효과를 계산함에 있어 상호작용항이 마
치 더미변수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으며, 그러한 한계효과가
반드시 DD 추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님도 지적하고 있다.
Blundell and Dias(2008) 역시 비선형 분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Blundell et al.(2004)이 사용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Blundell
et al.(2004)은 영국 청년 뉴딜정책의 효과 분석에서 비선형 모형을 사용한 이중
차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인덱스 모형(index
model)을 사용하면서 인덱스의 선형성을 가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단순한 비선형 모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형에서 DD 분석은 그 장점인
단순함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고는 DeLeire(2004)의 제안을 따라 LPM 방정식을 사용하여 DD를 계산하
도록 하고, Blundell et al.(2004)이 실증분석을 위해 설정하였던 모형과 유사한
10) 이들은 1980~2000년까지 JSTORE의 명부에 올라 있는 13개의 경제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비선형 모형의 상호작용항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가 72편인데, 이들 가운
데 단 한 편의 연구도 상호작용항의 계수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다. 이들은 DeLeire(2000)의 연구가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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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을 실증모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모형은 최근 다양한
경제학적 실증분석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회귀불연속(Regression Discontinuity :
RD) 모형11)을 이중차분 모형과 결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불연속회귀는
어떤 관측된 할당변수(‘assignment’ variable)12)가 어떤 알려진 임계값(cutoff
value)의 초과 여부에 의한 처리(treatment)에서 급격한 불연속성, 즉 점프를 발
생시키는 비실험적 설정(non-experimental setting)에서 처리효과를 추정하기 위
한 방법이다. 달리 말하면 처리의 효과가 할당변수가 아닌 다른 요인들의 불연
속함수이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할당변수의 임계값에서 처리의
결과가 불연속적인 점프를 보인다면, 이는 할당변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RD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근저함수(underlying function)의 형태이다. 근저함
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처리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함수를 비선형으로 파악할 경우 치러야 하는
복잡성 문제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는 한편, 근저함수를 비선형으로 설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선형함수로 상정하기로 한다.
한 가지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할당변수의 범위 선택 문제이다. 할당변
수의 임계값에 가까운 관측들로 회귀분석을 한정해 나갈수록 인과관계를 보다
잘 반영하는 RD 추정치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가급적 임계
치 근방의 관측들만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임계값
에 가까운 관측들로 제한할수록 우리는 보다 많은 관측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 이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
제를 야기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령을 1세 단위로 변화시키면서
추정치들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13)

11) Tristlethwaite and Campbell(1960)이 이 모형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12) “forcing” variable 또는 “running”variable이라고도 한다.
13) 본 연구는 초고에서 연령을 5세로 구분하여 처리집단을 50〜54세로 하고 비교집단을 55〜
59세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5세를 단위로 한 연령집단 구분은 각종 분석들에
서 흔히 사용되는 연령 구분 방법이다. 그러나 불연속회귀 모형을 사용할 경우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집단을 보다 임계값에 가깝도록 구분하는 것이 좋다. 이인재 교수
(인천대)는 제10회 KLIPS 학술대회(2009.2)에서 본 연구의 초고에 대한 논평자로 참여
하여 연령 구분을 보다 세분할 것을 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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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통계
<표 3>은 회귀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의 기술통계들로서 54〜55세 남성에 대
한 것이다. 먼저 54〜55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보면 2007년 3월부터 2009
년 8월 사이에 많게는 1,127명(2009년 8월)에서 적게는 973명(2008년 8월)에
이르며, 전체 기간14)에서는 6,187명이다. 여기에 표본 추출률의 역수를 곱한 가
중된(weighted) 관측수는 분석기간 동안 558,054명에서 630,813명에 걸쳐 분포
하고 있으며, 분석기간 전체로는 3,494,475명이다.
취업자의 비율을 보면, 기간제15)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2007년
3월에 10.8%이다.16) 이러한 기간제 취업 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
으로 하락하여 2009년 8월에 이르면 7.4%에 불과하며, 기간 전체로는 7.9%이
다.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은 2007년 3월의 18.6%에서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8월에 이르면 15.2%에 머문다. 정규직 취업
비율은 2007년 3월에 27.4%이며 이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09년 8월
에 32.7%로 높아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임금근로로 취업하고 있
는 비율은 2007년 3월에 46.0%이다. 이후 임금근로 취업 비율은 등락을 거듭
하다 2009년 3월에 49.2%까지 상승하며 2009년 8월에 다시 47.8%로 하락하고
있다. 다른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들도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참고로 50〜59
세 연령집단에 대한 기초통계들도 <부표 1>에 제시하였다.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변수는 ‘연령’이다. 연령은 할당변수일 뿐 아니라 인
적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
는 할당변수의 임계치에 인접한 표본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함에 따라 연령을
세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법상의 만 나이가 아니라 통계청의
경활조사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측정방법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연령계산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다만 1세를 단위로 하는 통계청의 만 나이와 달
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연령을 구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14) 표에서 ‘전체 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월과 8월의 자료 모두를 말한다.
15) 기간제 및 준기간제(반복갱신)를 말한다.
16) 우리는 이를 취업확률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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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초통계 : 54〜55세
2007.3 2007.8 2008.3 2008.8 2009.3 2009.8
기간제

취
업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근로

55세연령
더미(Di)
법시행 시기
더미(Tt)
상호작용항
(DiTt)
연령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가구주 여부
미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비농가 여부
관측수
가중된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108 0.082 0.060 0.073 0.079 0.074
0.311 0.274 0.238 0.261 0.269 0.262
0.186 0.164 0.147 0.156 0.164 0.152
0.389 0.370 0.354 0.363 0.371 0.359
0.274 0.303 0.307 0.323 0.328 0.327
0.446 0.460 0.461 0.468 0.469 0.469
0.460 0.467 0.454 0.479 0.492 0.478
0.498 0.499 0.498 0.500 0.500 0.500
0.546 0.490 0.463 0.504 0.568 0.557
0.498 0.500 0.499 0.500 0.495 0.497
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490 0.463 0.504 0.568 0.557
0.000 0.500 0.499 0.500 0.495 0.497
54.94 55.02 55.02 55.01 54.91 54.94
0.526 0.535 0.601 0.603 0.585 0.545
0.425 0.377 0.377 0.369 0.371 0.358
0.494 0.485 0.485 0.482 0.483 0.479
0.391 0.415 0.399 0.396 0.414 0.405
0.488 0.493 0.490 0.489 0.493 0.491
0.028 0.034 0.030 0.026 0.023 0.031
0.164 0.181 0.172 0.159 0.149 0.174
0.120 0.139 0.151 0.166 0.144 0.157
0.324 0.346 0.358 0.372 0.351 0.364
0.932 0.928 0.929 0.921 0.935 0.931
0.252 0.258 0.257 0.270 0.247 0.254
0.014 0.018 0.016 0.011 0.015 0.019
0.118 0.134 0.125 0.102 0.121 0.136
0.894 0.882 0.880 0.886 0.906 0.906
0.308 0.323 0.325 0.318 0.292 0.292
0.092 0.100 0.104 0.104 0.079 0.076
0.288 0.299 0.306 0.305 0.270 0.265
0.932 0.918 0.928 0.922 0.918 0.917
0.252 0.274 0.259 0.268 0.274 0.275
1,046 1,034
977
973 1,030 1,127
565,247 585,884 573,721 558,054 580,756 630,813

전체
기간
0.079
0.270
0.161
0.368
0.311
0.463
0.472
0.499
0.522
0.500
0.838
0.368
0.434
0.496
54.94
0.724
0.379
0.485
0.404
0.491
0.029
0.167
0.146
0.353
0.929
0.256
0.016
0.124
0.892
0.310
0.092
0.289
0.923
0.267
6,187
3,49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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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귀분석 결과
식 (1)의 실증분석 모형에 입각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부표 2>부터 <부표
6>에 자세히 나타내었다.17)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의 고용효과를 나
타내는 상호작용항  에 대한 추정치와 표준오차, 그리고 유의성을 정리하여
<표 4>부터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기간제근로의 경우를 보면, <표 4>에
서 보듯이 54〜55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추정된 회귀계수는 모두 음(-)의 값
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법이
기간제근로로 취업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령을 1세씩 늘려 가면 추정치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부호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진다. 즉 53〜56세의 경우 2008년 3월과
2009년 8월에 음(-)의 추정치를 보이지만, 나머지 세 기간에서 추정치는 양(+)
의 값을 보인다. 연령을 다시 1세씩 더 늘린 52〜57세의 경우, 처음 두 경우만
음(-)의 추정치를 보이고 마지막 세 경우의 추정치는 양(+)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연령을 51〜58세로 늘려 잡으면 모든 추정치들이 양의 값을 갖는다. 연령을
더욱 넓혀 50〜59세로 할 경우에도 추정치들이 모두 양이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취업확률에 대한 효과가 할당변수인 연령의
<표 4> 기간제에 대한 추정결과
2007.8

2008.3

2008.8

2009.3

2009.8

전체 기간

54〜55세

-0.0264

-0.0686

-0.0142

-0.0470

-0.0292

-0.0199

53〜56세

0.0019*3

-0.0018*5

0.0125

0.0111

-0.0060

0.0026

52〜57세

-0.0089

-0.0027

0.0120

0.0070

0.0063

0.0026

*3

51〜58세

0.0012

0.0066

0.0107

0.0184

0.0085

0.0093

50〜59세

0.0073

0.0051

0.0122

0.0192

0.0031

0.0095

주 :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에서 유의함, *3= 3% 수준에서 유의함, *5= 5% 수준에
서 유의함,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에서 유의함.
17) 지면 제약으로 인해 통제변수들 가운데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비농가 여부, 그리고 절
편에 대한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다. 요청이 있을 경우 생략된 변수들에 대한 추정 결과
들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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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범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근저함수의 형태가 복잡한 모습을 가지
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이러한 경우 RD 추정치는 가급적 임계값
에 근접한 것일수록 좋다. 따라서 우리는 연령층에 따른 여러 추정치들 가운데
55.0세에 가장 근접한 54〜55세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를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비정규직법 시행은 기간제근로로의 취업을 낮추는 대신 이들을 또 다른 형태
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하는 풍선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전체의 취업확률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표 5>는 <부표 3>과 <부표 6>의 해당 부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에 대한 추정치는 양(+)의 값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54〜55세에서 음(-)의 추정치는 세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나머지 두 기간에서는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진다. 분석기
간 전체로 보면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된다. 53〜56세의 경우 모든 기간의
추정치가 양의 값을 가지며, 2009년 3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52〜57세에서는 2007년 8월과 2009년 3월에서 음의 추정치가 나타나지만,
2009년 3월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나머지 세 기간에서 추정치
들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데, 분석기간 전체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1
〜58세와 50〜59세의 경우 모든 추정치들이 양의 값을 가지며 51〜58세의
2008년 8월 추정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고용에 있어서도 기간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정 결과
가 연령집단 구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가급적 55.0세에 근접한 연령
<표 5> 비정규직에 대한 추정 결과
54〜55세

2007.8

2008.3

-0.0667

-0.0175

2008.8
0.0549

2009.3
-0.0429

2009.8

전체 기간

0.0405

0.0136

#
#

53〜56세

0.0122

0.0056

0.0085

0.0016

0.0173

0.0089

52〜57세

-0.0023

0.0145

0.0041

-0.0001

0.0118

0.0057

0.0078

0.0044

51〜58세
50〜59세

0.0125
0.0097

0.0169
0.0110

0.0010

#

0.0058

0.0130

0.0014

0.0089
*3

0.0083

주 :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에서 유의함, *3= 3%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
서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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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8)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직법이 시
행 초기에 비정규직 고용에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경
우들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법 시행이 정규직 취업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6>은 이를 보기 위한 것으로 <부표 4>와 <부표 6>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
이다. 표에서 보듯이 추정치의 대부분은 음(-)의 값을 가지며, 이들 중 단 한 경
우19)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다. 양(+)의 추정치는 2009년 8월의
세 경우와 2009년 3월 및 2007년 8월의 52~57세가 전부이다. 이에 따라 추정
치들은 할당변수가 임계값에 근접한 54〜55세뿐 아니라, 연령 폭을 넓혀 나가
더라도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진다. 즉 54〜55세의 경우 2009년 8월을 제외하
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치를 보이며, 53〜56세에서는 모든 추
정치들이 음의 값을 보인다. 52〜57세에서 양의 추정치를 보이는 경우가 두 군
데 있기는 하나, 연령을 더욱 넓힌 51〜58세와 50〜59세에서도 2009년 8월의
51~58세를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
다. 분석기간 전체로 보더라도 추정치는 모두 음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규근로의 경우 추정치의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표 6> 정규직에 대한 추정 결과
2007.8

2008.3

2008.8

2009.3

2009.8

전체 기간

54〜55세

-0.0802

-0.0319

-0.1137

-0.0829

0.0325

-0.0613

53〜56세

-0.0214

-0.0187

-0.0435

-0.0051

-0.0109

-0.0193

-0.0170

0.0064

-0.0050

-0.0013

-0.0151

-0.0066

0.0027

-0.0112

#

52〜57세

0.0090

-0.0020

51〜58세

-0.0172

-0.0229

50〜59세

-0.0058

-0.0143

-0.0076

-0.0045

0.0018

*3

#

-0.0055

주 :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에서 유의함, *3= 3%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
서 유의하지 않음.

18) 그러나 비정규직 취업확률에서 연령이 54〜55세를 벗어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
의 추정치를 보이는 경우는 단 하나뿐이라는 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 2008년 3월 52〜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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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기간제나 비정규근로와 달리 추정치가 연령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고용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
대와는 달리 오히려 정규직 취업에 매우 분명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법이 임금근로의 취업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
자. <표 7>에서 보듯이 54〜55세 연령집단에서 비정규직법은 2009년 8월을 제
외하고는 임금근로로 취업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춘다. 즉 2007년 8월
부터 2009년 3월까지 추정치가 각각 -0.1469, -0.0494, -0.0588, 그리고 -0.1259
의 값을 가진다. 이는 비정규직법이 임금근로로 취업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효
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층의 폭을 넓혀 나감에 따른 추정치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 즉 53~56
세에서 추정치의 부호들은 54〜55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9년 8월을 제외
하고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진다. 다만 연령을 52〜57세로 확대할 경우 음의
추정치는 2008년 8월뿐이며, 나머지 모든 기간의 추정치들은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연령 폭을 더욱 넓혀나감에 따라 음의 추정치가 다시 더 많아
진다. 51〜58세의 경우 음의 추정치가 세 기간에서 나타나며, 50〜59세의 경우
두 기간에서 음의 부호를 보인다. 즉 임금근로의 경우 기간제에서와 유사하게
연령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음의 추정치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앞의 기간제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55.0세에 가장 가까운
54〜55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비정규직법이 임금근
로로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임금근로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2009년 8월의 추정치가 연령에 무
관하게 모두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간제나 비정규근로
및 정규근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던 사실로서, 다른 시기에 비해, 그리고 54〜
55세의 경우에도 2009년 8월의 추정치가 음인 경우들이 줄어들고 있다. 보다
장기간에 걸친 실증분석 결과가 있어야 보다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겠으나,
2009년 8월 들어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20)

20) Kang and Yoo(2010)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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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임금근로에 대한 추정 결과
54〜55세

2007.8

2008.3

2008.8

2009.3

2009.8

전체기간

-0.1469

-0.0494

-0.0588

-0.1259

0.0730

-0.0477

*3

53〜56세

-0.0092

-0.0130

-0.0350

-0.0035

52〜57세

0.0067

0.0125

-0.0129

0.0063

51〜58세
50〜59세

-0.0047
0.0040

-0.0060
-0.0033

-0.0141
-0.0018

0.0012
*5

0.0085

#

0.0064

-0.0104

0.0067

0.0044

0.0071

-0.0023

0.0032

0.0028

주 :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에서 유의함, *3= 3% 수준에서 유의함, *5= 5% 수준에
서 유의함.

Ⅳ. 결 론

본 연구는 2007년 7월 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이 고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먼저 동법의 시행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비정규직법은
해고를 제한하는 고용보호법제이므로, 이에 따른 해고비용 상승을 들 수 있다.
해고비용의 상승은 일자리 소멸을 억제하여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한
편,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여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므로, 고용에 미치는
순 효과는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
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세격차를 증가시켜 고용을 줄이는 힘으로
작용한다. 나머지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업이 추가적
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준고정적 노동비용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이다. 이처럼 고용호보법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순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밖
에 없다. 그 동안의 경험적인 연구들을 보면 서로 대립하는 결과들이 병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체로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법이나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자연적인 실험이나 준실험적인 평가
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법, 구체적으로 기
간제법상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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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55세 이상 연령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회귀불연속 모형을 이중차
분법과 결합하는 실증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경우 할당변수의 임계값
근방 설정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할당변수인 연령을 임계값인 55.0세에서 어
느 정도의 범위로 포괄할 것인가에 따라 회귀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본
연구는 연령을 1세 단위로 넓혀가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처리집단과 비
교집단의 연령이 각각 50〜54세와 55〜59세에 이를 때까지 분석을 계속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 단순함을 취하기 위
한 것일 뿐 아니라, 근저함수가 선형이 아니라고 간주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비정규직법이 전반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법의 직접 적용대상인 기간제 근
로자의 고용 뿐 아니라, 비정규근로, 정규근로, 그리고 임금근로 각각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할당변수의 임계값인 55.0세에 가장
가깝도록 연령 범위를 택한 54〜55세에 대한 분석에서 근로의 형태를 막론하
고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 폭을 보
다 넓게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할수록 특히 기간제와 임금근로의 고용에 부정적
인 경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 결과가 연령에 매우 민감하
므로 회귀불연속 모형에 대한 추정치는 가급적 임계값인 55.0세에 가장 근접한
54~55세의 추정치에 가장 비중을 두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정규직 고용은 연령집단 선정과 별 관계없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석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연령과 무관하게 모두 음(-)의 추정치
를 보였다. 한편 법 시행이 비정규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초기에는 부정
적이나,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들이 등장하고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비정규직법은 전반적으로 볼 때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기간제 자체의 고용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법 시행 초기에
는 비정규직 고용에도 부정적이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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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경우들이 나타나 풍선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정규직 고용을 매우 분명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여
입법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도 부작용을
우려한 많은 논쟁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그리 놀라운 것이 아
닐 수도 있다.
한편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가까워오면서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가 매우 높았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09년 7월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제로 비정규직법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정
규직 전환이 36.8%, 계약 종료가 37.0%, 그리고 ‘기타’가 26.1%로 나타났다.21)
그런데 남재량(2008)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과 무관하게 평소에도 비정규
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34〜37%로 높으므로, 기업들이 응답한
36.8%의 정규직 전환은 법 시행에 따른 효과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남재량
(2009d)은 2007년 3월에서 2008년 3월 사이의 기간 동안 기간제에서 정규직으
로 옮겨간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길 뿐 아니라, 이들의 근로조건도 정규직에
못지않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근로조건도
우수하여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정규직으로 전
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6.8%의 정규직 전환에 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타’이다. 법을 준수하려면 해당 기업들은 기간
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즉 계약을 종료하지도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도 않으면서 상황을 관망하거나 법 시행 이전과 마찬
가지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등을 ‘기타’로 파악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는 법과 시장이 괴리되어 있어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실과 괴리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여야 하겠으나, 일단
21) 2009년 6월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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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정규직법의 고용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
력도 필요하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더욱 확대하여 고
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집단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을 지속
적으로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강화하고 비
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 하겠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비정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비정규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학계에서 널
리 받아들여지고 있듯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양
산하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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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의 비정규근로 관련 고용보호법제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기간제 근로자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
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
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
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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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
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
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
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
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4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7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행
위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
용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3.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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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29>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7.6.29>
② 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한
다.<개정 2007.6.29>
[부도 1] 조세격차 상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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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50~59세 연령층 기초통계
2007.3
기간제
비정
취 규직
업
정규직
임금
근로
55세 연령
더미(Di)
법시행 시기
더미(Tt)
상호작용항
(DiTt)
연령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가구주 여부
미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비농가 여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관측수
가중된 관측수

2007.8

2008.3

2008.8

2009.3

2009.8

0.091
0.086
0.075
0.069
0.071
0.070
0.288
0.281
0.264
0.254
0.256
0.255
0.174
0.171
0.165
0.157
0.152
0.154
0.379
0.377
0.372
0.364
0.359
0.361
0.286
0.300
0.309
0.317
0.324
0.320
0.452
0.458
0.462
0.465
0.468
0.467
0.459
0.471
0.475
0.474
0.475
0.474
0.498
0.499
0.499
0.499
0.499
0.499
0.577
0.583
0.586
0.587
0.588
0.587
0.494
0.493
0.493
0.492
0.492
0.492
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583
0.586
0.587
0.588
0.587
0.000
0.493
0.493
0.492
0.492
0.492
54.47
54.46
54.42
54.44
54.44
54.47
2.892
2.866
2.857
2.871
2.873
2.860
0.375
0.365
0.363
0.349
0.339
0.324
0.484
0.481
0.481
0.477
0.473
0.468
0.412
0.419
0.409
0.416
0.419
0.426
0.492
0.493
0.492
0.493
0.493
0.494
0.030
0.031
0.033
0.035
0.035
0.041
0.170
0.174
0.177
0.184
0.185
0.197
0.143
0.145
0.150
0.154
0.161
0.165
0.350
0.352
0.357
0.361
0.368
0.371
0.924
0.925
0.925
0.923
0.928
0.927
0.265
0.263
0.263
0.266
0.258
0.259
0.018
0.019
0.019
0.020
0.018
0.019
0.134
0.135
0.136
0.139
0.133
0.136
0.895
0.894
0.893
0.896
0.906
0.907
0.306
0.308
0.309
0.305
0.291
0.290
0.087
0.087
0.088
0.084
0.076
0.074
0.281
0.282
0.283
0.277
0.264
0.262
0.923
0.922
0.922
0.923
0.920
0.921
0.267
0.268
0.269
0.266
0.271
0.270
5,419
5,267
5,184
5,309
5,496
5,587
2,887,829 2,955,258 3,008,679 3,060,815 3,144,747 3,222,055

전체
기간
0.077
0.266
0.162
0.368
0.310
0.462
0.472
0.499
0.585
0.493
0.842
0.365
0.494
0.500
54.42
2.904
0.352
0.478
0.417
0.493
0.034
0.182
0.153
0.360
0.926
0.262
0.019
0.136
0.899
0.302
0.082
0.275
0.922
0.269
32,262
18,2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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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추정 결과 : 기간제

2007.8
54 2008.3
〜
2008.8
55
세 2009.3
2009.8
2007.8
53 2008.3
〜
2008.8
56
세 2009.3
2009.8
2007.8
52 2008.3
〜
2008.8
57
세 2009.3
2009.8
2007.8
51 2008.3
〜
2008.8
58
세 2009.3
2009.8
2007.8
50 2008.3
〜
2008.8
59
세 2009.3
2009.8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55세
더미
(D i)
0.0257
0.0016
0.0421
0.0015
0.0373
0.0016
0.0362
0.0016
0.0360
0.0015
-0.0010#
0.0008
-0.0111
0.0007
-0.0063
0.0008
-0.0125
0.0008
-0.0085
0.0007
-0.0093
0.0007
-0.0144
0.0006
-0.0077
0.0006
-0.0117
0.0007
-0.0234
0.0006
-0.0049
0.0006
-0.0148
0.0006
-0.0037
0.0006
-0.0062
0.0006
-0.0073
0.0005
-0.0073
0.0005
-0.0067
0.0005
-0.0020
0.0005
-0.0060
0.0005
-0.0029
0.0005

법적용
시기더미
(Tt)
-0.0076
0.0023
0.0090
0.0020
-0.0384
0.0021
0.0173
0.0022
-0.0220
0.0021
-0.0139
0.0007
-0.0309
0.0007
-0.0328
0.0007
-0.0262
0.0007
-0.0190
0.0007
0.0009#
0.0005
-0.0233
0.0005
-0.0358
0.0005
-0.0209
0.0005
-0.0273
0.0005
-0.0074
0.0004
-0.0248
0.0004
-0.0274
0.0004
-0.0345
0.0004
-0.0297
0.0004
-0.0092
0.0004
-0.0191
0.0004
-0.0246
0.0004
-0.0293
0.0004
-0.0182
0.0004

상호
교차항
(DiTt)
-0.0264
0.0024
-0.0686
0.0021
-0.0142
0.0023
-0.0470
0.0023
-0.0292
0.0023
0.0019*3
0.0009
-0.0018*5
0.0008
0.0125
0.0009
0.0111
0.0009
-0.0060
0.0009
-0.0089
0.0007
-0.0027
0.0006
0.0120
0.0006
0.0070
0.0007
0.0063
0.0006
0.0012*3
0.0006
0.0066
0.0005
0.0107
0.0005
0.0184
0.0005
0.0085
0.0005
0.0073
0.0005
0.0051
0.0005
0.0122
0.0005
0.0192
0.0005
0.0031
0.0005

연령

-0.0009#
0.0008
-0.0507
0.0009
-0.0398
0.0009
-0.0123
0.0009
-0.0269
0.0008
0.0097
0.0003
0.0016
0.0003
0.0059
0.0003
0.0009
0.0003
0.0033
0.0003
0.0019
0.0002
-0.0001#
0.0002
0.0027
0.0002
0.0010
0.0002
-0.0039
0.0002
0.0050
0.0001
0.0022
0.0001
0.0053
0.0001
0.0046
0.0001
0.0042
0.0001
0.0049
0.0001
0.0050
0.0001
0.0060
0.0001
0.0052
0.0001
0.0057
0.0001

중졸
이하
0.0624
0.0008
0.0242
0.0008
0.0150
0.0008
0.0088
0.0008
0.0429
0.0007
0.0231
0.0005
0.0094
0.0004
0.0109
0.0005
0.0068
0.0005
0.0264
0.0005
0.0183
0.0004
0.0120
0.0004
0.0149
0.0003
0.0140
0.0004
0.0217
0.0004
0.0215
0.0003
0.0147
0.0003
0.0155
0.0003
0.0156
0.0003
0.0212
0.0003
0.0231
0.0003
0.0175
0.0003
0.0210
0.0003
0.0216
0.0003
0.0209
0.0003

학력집단
전문대
졸업
0.0347
0.0019
0.0219
0.0020
-0.0419
0.0021
0.0269
0.0020
-0.0011#
0.0017
0.0429
0.0013
0.0026*5
0.0012
0.0295
0.0013
0.0119
0.0014
-0.0068
0.0012
0.0338
0.0010
0.0053
0.0009
0.0200
0.0009
0.0062
0.0010
0.0182
0.0009
0.0275
0.0008
0.0148
0.0008
0.0069
0.0008
0.0124
0.0007
0.0183
0.0007
0.0312
0.0007
0.0099
0.0007
0.0096
0.0006
0.0432
0.0006
0.0184
0.0006

대졸
이상
-0.0007#
0.0011
-0.0087
0.0011
-0.0010#
0.0011
-0.0263
0.0011
0.0015#
0.0010
-0.0292
0.0007
-0.0317
0.0006
-0.0204
0.0006
-0.0271
0.0006
-0.0231
0.0006
-0.0321
0.0005
-0.0274
0.0005
-0.0215
0.0005
-0.0233
0.0005
-0.0268
0.0005
-0.0220
0.0004
-0.0203
0.0004
-0.0182
0.0004
-0.0130
0.0004
-0.0179
0.0004
-0.0196
0.0004
-0.0154
0.0003
-0.0139
0.0003
-0.0150
0.0003
-0.0179
0.0003

R2
0.0346
0.0298
0.0228
0.0190
0.0430
0.0162
0.0136
0.0114
0.0093
0.0151
0.0141
0.0123
0.0124
0.0099
0.0122
0.0142
0.0120
0.0121
0.0111
0.0126
0.0130
0.0114
0.0118
0.0116
0.0119

주 :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에서 유의함, *3= 3% 수준에서 유의함, *5= 5% 수준에
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남재량․박기성)

 95

<부표 3> 추정 결과 : 비정규직

2007.8
54 2008.3
〜
2008.8
55
세 2009.3
2009.8
2007.8
53 2008.3
〜
2008.8
56
세 2009.3
2009.8
2007.8
52 2008.3
〜
2008.8
57
세 2009.3
2009.8
2007.8
51 2008.3
〜
2008.8
58
세 2009.3
2009.8
2007.8
50 2008.3
〜
2008.8
59
세 2009.3
2009.8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55세
더미
(D i)
-0.0216
0.0021
0.0047*3
0.0020
-0.0057
0.0020
-0.0089
0.0021
-0.0111
0.0020
-0.0311
0.0010
-0.0339
0.0010
-0.0256
0.0010
-0.0442
0.0010
-0.0383
0.0010
-0.0285
0.0009
-0.0462
0.0009
-0.0332
0.0009
-0.0358
0.0008
-0.0363
0.0008
-0.0344
0.0008
-0.0457
0.0008
-0.0282
0.0008
-0.0294
0.0007
-0.0160
0.0007
-0.0264
0.0007
-0.0247
0.0007
-0.0245
0.0007
-0.0336
0.0007
-0.0150
0.0007

법적용
시기더미
(Tt)
0.0597
0.0029
-0.0192
0.0026
-0.0943
0.0027
0.0254
0.0027
-0.0677
0.0028
-0.0121
0.0009
-0.0205
0.0009
-0.0136
0.0009
-0.0046
0.0010
-0.0188
0.0009
0.0051
0.0007
-0.0168
0.0007
-0.0091
0.0007
-0.0049
0.0007
-0.0108
0.0007
-0.0086
0.0006
-0.0081
0.0006
-0.0034
0.0006
-0.0175
0.0006
-0.0097
0.0006
-0.0073
0.0005
-0.0104
0.0005
-0.0132
0.0005
-0.0197
0.0005
-0.0061
0.0005

상호
교차항
(D iTt)
-0.0667
0.0031
-0.0175
0.0028
0.0549
0.0029
-0.0429
0.0029
0.0405
0.0030
0.0122
0.0012
0.0056
0.0011
0.0085
0.0012
0.0016#
0.0012
0.0173
0.0011
0.0023
0.0009
0.0145
0.0009
0.0041
0.0009
-0.0001#
0.0009
0.0118
0.0009
0.0125
0.0007
0.0169
0.0007
0.0010#
0.0007
0.0078
0.0007
0.0044
0.0007
0.0097
0.0006
0.0110
0.0006
0.0058
0.0006
0.0130
0.0006
0.0014*3
0.0006

연령

0.0327
0.0011
-0.0452
0.0011
-0.0328
0.0011
-0.0087
0.0011
-0.0063
0.0010
-0.0017
0.0004
-0.0047
0.0004
0.0026
0.0004
-0.0117
0.0004
-0.0077
0.0004
-0.0017
0.0002
-0.0088
0.0002
-0.0036
0.0002
-0.0046
0.0002
-0.0047
0.0002
-0.0020
0.0002
-0.0051
0.0002
-0.0002#
0.0002
-0.0005
0.0002
0.0033
0.0001
0.0016
0.0001
0.0021
0.0001
0.0021
0.0001
0.0003*3
0.0001
0.0042
0.0001

중졸
이하
0.0954
0.0010
0.1009
0.0010
0.0771
0.0010
0.0524
0.0010
0.0842
0.0010
0.1028
0.0006
0.0814
0.0006
0.0906
0.0006
0.0770
0.0006
0.0944
0.0006
0.0901
0.0005
0.0765
0.0005
0.0814
0.0005
0.0792
0.0005
0.0808
0.0005
0.0979
0.0004
0.0844
0.0004
0.0830
0.0004
0.0829
0.0004
0.0903
0.0004
0.0989
0.0004
0.0910
0.0004
0.0906
0.0004
0.0882
0.0003
0.0935
0.0004

학력집단
전문대
졸업
0.0247
0.0024
0.0327
0.0026
-0.0427
0.0026
0.0450
0.0026
0.0866
0.0023
0.0316
0.0017
-0.0347
0.0017
0.0140
0.0017
0.0105
0.0018
0.0294
0.0015
0.0254
0.0013
-0.0182
0.0013
-0.0104
0.0012
-0.0074
0.0013
0.0282
0.0011
0.0121
0.0011
-0.0203
0.0010
-0.0233
0.0010
0.0022*3
0.0010
0.0247
0.0010
0.0056
0.0009
-0.0214
0.0009
-0.0216
0.0009
0.0257
0.0009
0.0155
0.0008

대졸
이상
-0.0289
0.0014
-0.0185
0.0014
-0.0307
0.0014
-0.0683
0.0014
-0.0352
0.0013
-0.0453
0.0009
-0.0526
0.0008
-0.0410
0.0008
-0.0653
0.0008
-0.0711
0.0008
-0.0515
0.0006
-0.0552
0.0006
-0.0568
0.0006
-0.0566
0.0006
-0.0662
0.0006
-0.0434
0.0005
-0.0497
0.0005
-0.0543
0.0005
-0.0513
0.0005
-0.0575
0.0005
-0.0433
0.0005
-0.0427
0.0005
-0.0502
0.0005
-0.0466
0.0004
-0.0537
0.0004

R2
0.0446
0.0560
0.0331
0.0353
0.0435
0.0384
0.0357
0.0320
0.0312
0.0402
0.0380
0.0374
0.0370
0.0367
0.0373
0.0396
0.0416
0.0394
0.0373
0.0388
0.0373
0.0396
0.0377
0.0339
0.0377

주 :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에서 유의함, *3= 3%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
서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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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추정 결과 : 정규직

2007.8
54 2008.3
〜
2008.8
55
세 2009.3
2009.8
2007.8
53 2008.3
〜
2008.8
56
세 2009.3
2009.8
2007.8
52 2008.3
〜
2008.8
57
세 2009.3
2009.8
2007.8
51 2008.3
〜
2008.8
58
세 2009.3
2009.8
2007.8
50 2008.3
〜
2008.8
59
세 2009.3
2009.8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55세 법적용
상호
더미 시기더미 교차항
(D i)
(Tt)
(DiTt)
0.0400 0.1152 -0.0802
0.0024 0.0034 0.0037
0.0461 0.0432 -0.0319
0.0024 0.0031 0.0033
0.0539 0.1343 -0.1137
0.0024 0.0032 0.0035
0.0421 0.1224 -0.0829
0.0024 0.0033 0.0034
0.0500 0.0045# 0.0325
0.0024 0.0034 0.0036
0.0463 0.0301 -0.0214
0.0012 0.0011 0.0014
0.0301 0.0360 -0.0187
0.0012 0.0011 0.0014
0.0139 0.0518 -0.0435
0.0012 0.0011 0.0014
0.0433 0.0271 -0.0051
0.0012 0.0011 0.0014
0.0539 0.0321 -0.0109
0.0012 0.0011 0.0014
0.0170 0.0043 0.0090
0.0010 0.0008 0.0011
0.0282 0.0130 -0.0020#
0.0010 0.0008 0.0011
0.0198 0.0226 -0.0170
0.0010 0.0008 0.0010
0.0257 0.0153 0.0064
0.0010 0.0008 0.0010
0.0399 0.0162 -0.0050
0.0010 0.0008 0.0010
0.0432 0.0212 -0.0172
0.0009 0.0007 0.0009
0.0417 0.0266 -0.0229
0.0009 0.0007 0.0009
0.0161 0.0237 -0.0151
0.0009 0.0007 0.0009
0.0333 0.0310 -0.0066
0.0009 0.0007 0.0009
0.0253 0.0161 0.0027
0.0009 0.0007 0.0009
0.0385 0.0117 -0.0058
0.0008 0.0006 0.0008
0.0317 0.0271 -0.0143
0.0008 0.0006 0.0008
0.0180 0.0267 -0.0076
0.0008 0.0006 0.0008
0.0367 0.0305 -0.0045
0.0008 0.0006 0.0008
0.0327 0.0156 0.0018*3
0.0008 0.0006 0.0008

연령

0.0025#
0.0013
0.0004#
0.0013
-0.0236
0.0013
0.0133
0.0013
-0.0202
0.0012
0.0021
0.0005
-0.0101
0.0005
-0.0223
0.0005
-0.0020
0.0005
0.0063
0.0005
-0.0087
0.0003
-0.0038
0.0003
-0.0072
0.0003
-0.0049
0.0003
0.0009
0.0003
-0.0057
0.0002
-0.0058
0.0002
-0.0130
0.0002
-0.0083
0.0002
-0.0107
0.0002
-0.0076
0.0001
-0.0088
0.0001
-0.0118
0.0001
-0.0079
0.0001
-0.0089
0.0001

중졸
이하
-0.1029
0.0012
-0.0983
0.0012
-0.1436
0.0012
-0.1674
0.0012
-0.1332
0.0012
-0.1097
0.0007
-0.1204
0.0007
-0.1431
0.0007
-0.1468
0.0007
-0.1312
0.0007
-0.1056
0.0006
-0.1186
0.0006
-0.1268
0.0006
-0.1259
0.0006
-0.1231
0.0006
-0.1105
0.0005
-0.1157
0.0005
-0.1175
0.0005
-0.1191
0.0005
-0.1142
0.0005
-0.1100
0.0004
-0.1156
0.0004
-0.1158
0.0004
-0.1125
0.0004
-0.1081
0.0004

학력집단
전문대
졸업
0.2671
0.0028
0.2295
0.0032
0.2315
0.0032
0.0889
0.0031
0.1294
0.0028
0.1684
0.0020
0.1921
0.0020
0.1856
0.0020
0.0457
0.0021
0.0611
0.0019
0.0764
0.0015
0.0966
0.0015
0.0637
0.0015
0.0592
0.0015
0.0632
0.0014
0.0472
0.0013
0.0852
0.0013
0.0804
0.0012
0.0440
0.0012
0.0554
0.0012
0.0567
0.0011
0.0897
0.0011
0.0825
0.0011
0.0489
0.0011
0.0482
0.0010

대졸
이상
0.2357
0.0017
0.1681
0.0017
0.1792
0.0017
0.1837
0.0016
0.1919
0.0016
0.1584
0.0010
0.1712
0.0010
0.1568
0.0010
0.1320
0.0010
0.1343
0.0010
0.1484
0.0008
0.1428
0.0008
0.1366
0.0008
0.1335
0.0008
0.1433
0.0008
0.1329
0.0007
0.1361
0.0006
0.1331
0.0006
0.1336
0.0006
0.1259
0.0006
0.1185
0.0006
0.1199
0.0006
0.1127
0.0006
0.1179
0.0006
0.1136
0.0005

R2
0.1190
0.0980
0.1266
0.1337
0.1190
0.0818
0.0990
0.1068
0.0980
0.0901
0.0805
0.0847
0.0880
0.0909
0.0893
0.0803
0.0832
0.0867
0.0899
0.0861
0.0817
0.0868
0.0884
0.0856
0.0846

주 :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에서 유의함, *3= 3%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
서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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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추정 결과 : 임금근로

2007.8
54 2008.3
〜
2008.8
55
세 2009.3
2009.8
2007.8
53 2008.3
〜
2008.8
56
세 2009.3
2009.8
2007.8
52 2008.3
〜
2008.8
57
세 2009.3
2009.8
2007.8
51 2008.3
〜
2008.8
58
세 2009.3
2009.8
2007.8
50 2008.3
〜
2008.8
59
세 2009.3
2009.8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55세
법적용
더미 시기더미
(D i)
(Tt)
0.0184
0.1749
0.0027
0.0038
0.0508
0.0240
0.0027
0.0034
0.0482
0.0401
0.0027
0.0035
0.0331
0.1478
0.0027
0.0036
0.0389 -0.0633
0.0027
0.0037
0.0153
0.0180
0.0013
0.0012
-0.0039
0.0155
0.0013
0.0012
-0.0117
0.0382
0.0013
0.0012
-0.0009# 0.0225
0.0013
0.0013
0.0156
0.0133
0.0013
0.0012
-0.0115
0.0094
0.0011
0.0009
-0.0180 -0.0038
0.0011
0.0009
-0.0134
0.0135
0.0011
0.0009
-0.0102
0.0104
0.0011
0.0009
0.0036
0.0055
0.0011
0.0009
0.0089
0.0125
0.0010
0.0008
-0.0039
0.0186
0.0010
0.0008
-0.0121
0.0203
0.0010
0.0008
0.0038
0.0135
0.0010
0.0008
0.0093
0.0064
0.0010
0.0008
0.0121
0.0043
0.0009
0.0007
0.0070
0.0167
0.0009
0.0007
-0.0064
0.0135
0.0009
0.0007
0.0031
0.0108
0.0009
0.0007
0.0177
0.0095
0.0009
0.0007

상호
교차항
(DiTt)
-0.1469
0.0040
-0.0494
0.0036
-0.0588
0.0038
-0.1259
0.0038
0.0730
0.0040
-0.0092
0.0015
-0.0130
0.0015
-0.0350
0.0015
-0.0035*3
0.0015
0.0064
0.0015
0.0067
0.0011
0.0125
0.0011
-0.0129
0.0011
0.0063
0.0011
0.0067
0.0011
-0.0047
0.0010
-0.0060
0.0010
-0.0141
0.0010
0.0012#
0.0010
0.0071
0.0010
0.0040
0.0009
-0.0033
0.0008
-0.0018*5
0.0008
0.0085
0.0008
0.0032
0.0008

연령

0.0352
0.0014
-0.0448
0.0015
-0.0564
0.0014
0.0046
0.0015
-0.0265
0.0014
0.0004#
0.0006
-0.0147
0.0006
-0.0197
0.0006
-0.0138
0.0006
-0.0014
0.0006
-0.0104
0.0003
-0.0126
0.0003
-0.0108
0.0003
-0.0095
0.0003
-0.0038
0.0003
-0.0077
0.0002
-0.0109
0.0002
-0.0133
0.0002
-0.0088
0.0002
-0.0074
0.0002
-0.0060
0.0001
-0.0067
0.0001
-0.0097
0.0001
-0.0077
0.0001
-0.0048
0.0001

중졸
이하
-0.0075
0.0013
0.0026*5
0.0013
-0.0666
0.0013
-0.1150
0.0013
-0.0490
0.0013
-0.0069
0.0008
-0.0390
0.0008
-0.0525
0.0008
-0.0698
0.0008
-0.0368
0.0008
-0.0156
0.0006
-0.0421
0.0006
-0.0455
0.0006
-0.0467
0.0006
-0.0423
0.0006
-0.0126
0.0005
-0.0313
0.0005
-0.0345
0.0005
-0.0362
0.0005
-0.0239
0.0005
-0.0111
0.0005
-0.0246
0.0005
-0.0252
0.0005
-0.0243
0.0005
-0.0146
0.0005

학력집단
전문대
졸업
0.2917
0.0031
0.2622
0.0035
0.1888
0.0035
0.1339
0.0034
0.2160
0.0030
0.2000
0.0022
0.1573
0.0022
0.1996
0.0022
0.0562
0.0023
0.0905
0.0020
0.1018
0.0017
0.0784
0.0017
0.0533
0.0016
0.0518
0.0017
0.0914
0.0015
0.0593
0.0014
0.0649
0.0014
0.0571
0.0013
0.0462
0.0013
0.0802
0.0013
0.0622
0.0012
0.0683
0.0012
0.0609
0.0012
0.0746
0.0012
0.0636
0.0011

대졸
이상
0.2068
0.0019
0.1496
0.0019
0.1484
0.0019
0.1154
0.0018
0.1567
0.0018
0.1131
0.0011
0.1186
0.0011
0.1158
0.0011
0.0668
0.0011
0.0632
0.0011
0.0969
0.0009
0.0875
0.0009
0.0798
0.0008
0.0769
0.0008
0.0772
0.0008
0.0895
0.0007
0.0864
0.0007
0.0789
0.0007
0.0823
0.0007
0.0684
0.0007
0.0752
0.0006
0.0772
0.0006
0.0625
0.0006
0.0713
0.0006
0.0599
0.0006

R2
0.0899
0.0861
0.0963
0.0789
0.0836
0.0626
0.0777
0.0842
0.0672
0.0721
0.0676
0.0733
0.0720
0.0722
0.0738
0.0688
0.0733
0.0724
0.0732
0.0708
0.0669
0.0724
0.0716
0.0673
0.0684

주 :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에서 유의함, *3= 3% 수준에서 유의함, *5= 5% 수준에
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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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추정 결과 : 전체 기간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53〜56세
표준오차
추정치
52〜57세
표준오차
추정치
51〜58세
표준오차
추정치
50〜59세
표준오차
추정치
54〜55세
표준오차
추정치
53〜56세
표준오차
추정치
52〜57세
표준오차
추정치
51〜58세
표준오차
추정치
50〜59세
표준오차
추정치
54〜55세
표준오차
추정치
53〜56세
표준오차
추정치
52〜57세
표준오차
추정치
51〜58세
표준오차
추정치
50〜59세
표준오차
추정치
54〜55세
표준오차
추정치
53〜56세
표준오차
추정치
52〜57세
표준오차
추정치
51〜58세
표준오차
추정치
50〜59세
표준오차

54〜55세
기
간
제

비
정
규
직

정
규
직

임
금
근
로

55세
더미
(D i)
0.0245
0.0015
-0.0118
0.0006
-0.0171
0.0005
-0.0161
0.0004
-0.0137
0.0004
-0.0220
0.0020
-0.0355
0.0009
-0.0370
0.0007
-0.0325
0.0006
-0.0256
0.0005
0.0530
0.0025
0.0417
0.0011
0.0271
0.0009
0.0343
0.0007
0.0289
0.0007
0.0310
0.0027
0.0062
0.0012
-0.0099
0.0009
0.0017*5
0.0008
0.0033
0.0007

법적용
시기더미
(Tt)
-0.0176
0.0015
-0.0251
0.0005
-0.0213
0.0004
-0.0254
0.0003
-0.0206
0.0003
-0.0331
0.0020
-0.0144
0.0007
-0.0073
0.0005
-0.0098
0.0004
-0.0115
0.0004
0.0890
0.0025
0.0361
0.0009
0.0143
0.0007
0.0237
0.0005
0.0220
0.0005
0.0559
0.0028
0.0218
0.0010
0.0070
0.0007
0.0139
0.0006
0.0105
0.0005

상호
교차항
(DiTt)
-0.0199
0.0016
0.0026
0.0007
0.0026
0.0005
0.0093
0.0004
0.0095
0.0004
0.0136
0.0022
0.0089
0.0009
0.0057
0.0007
0.0089
0.0006
0.0083
0.0005
-0.0613
0.0027
-0.0193
0.0011
-0.0013#
0.0008
-0.0112
0.0007
-0.0055
0.0006
-0.0477
0.0029
-0.0104
0.0012
0.0044
0.0009
-0.0023
0.0008
0.0028
0.0007

연령

-0.0001#
0.0004
0.0011
0.0002
-0.0014
0.0001
0.0016
0.0001
0.0034
0.0000
0.0094
0.0006
-0.0055
0.0002
-0.0052
0.0001
-0.0016
0.0001
0.0018
0.0001
-0.0229
0.0007
-0.0025
0.0003
-0.0043
0.0002
-0.0080
0.0001
-0.0096
0.0001
-0.0136
0.0008
-0.0080
0.0003
-0.0096
0.0002
-0.0095
0.0001
-0.0078
0.0001

학력집단
2
중졸
전문대 대졸
R
이하
졸업
이상
0.0276 0.0342 -0.0130
0.0128
0.0004 0.0011 0.0006
0.0210 0.0179 -0.0253
0.0098
0.0003 0.0007 0.0003
0.0221 0.0071 -0.0260
0.0108
0.0002 0.0005 0.0003
0.0213 0.0050 -0.0233
0.0104
0.0002 0.0004 0.0002
0.0209 0.0177 -0.0202
0.0101
0.0001 0.0004 0.0002
0.0777 0.0531 -0.0539
0.0298
0.0006 0.0015 0.0008
0.0853 0.0074 -0.0669
0.0330
0.0003 0.0009 0.0005
0.0811 -0.0188 -0.0663
0.0360
0.0003 0.0007 0.0003
0.0850 -0.0210 -0.0617
0.0372
0.0002 0.0006 0.0003
0.0865 -0.0106 -0.0555
0.0353
0.0002 0.0005 0.0003
-0.1201 0.1511 0.1758
0.1057
0.0007 0.0019 0.0010
-0.1233 0.1078 0.1523
0.0948
0.0004 0.0011 0.0006
-0.1158 0.0920 0.1408
0.0885
0.0003 0.0008 0.0004
-0.1145 0.0827 0.1295
0.0878
0.0003 0.0007 0.0004
-0.1073 0.0819 0.1152
0.0865
0.0002 0.0006 0.0003
-0.0424 0.2042 0.1219
0.0770
0.0008 0.0020 0.0010
-0.0379 0.1153 0.0854
0.0726
0.0005 0.0012 0.0006
-0.0347 0.0732 0.0744
0.0702
0.0004 0.0009 0.0005
-0.0295 0.0618 0.0678
0.0716
0.0003 0.0007 0.0004
-0.0208 0.0712 0.0598
0.0707
0.0003 0.0006 0.0003

주 :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에서 유의함, *5= 5%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
서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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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Acts Protecting Nonstandard Workers
on Employment in Korea
Jaeryang Nam․Ki Seong Park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Acts protecting nonstandard workers
on employment, which have been enforced since July 1st, 2007. Taking
notice of that workers aged over 55 are not subject to the Acts, we use
this group as a control one and do the regression analysis combining
the method of difference in difference with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We find that the Acts affect negatively workers' employment
although the results are sensitive on ranges around the cutoff age. The
Acts decrease the employment of fixed-term workers, nonstandard workers,
standard workers, and whole employees.
Keywords : acts protecting nonstandard workers, employment effect, workers not
subject to the Acts, workers aged over 55, method of difference in
differenc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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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사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
과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와 지각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경영진의 지원과 인사부서의 역량은 몰입형 인
사제도(HR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몰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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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대한 지원과 인사담당 부서의 역량은 몰입형 인사제도의 선행요인으로
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몰입형 인사제도는 지
각된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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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인적자원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자원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
적자원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기업의 목표가 된다(박우성․유규창
2001).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제도는 기업이 추구하는 경쟁전략의 방향성과 적합
해야 하며, 그 내면에는 인적자원의 몰입과 헌신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
을 담고 있어야 한다(Verburg, Den Hartog, & Koopman 2007).
최근의 연구는 종업원의 몰입과 헌신을 유도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인사제
도로 몰입형 인사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이 몰입형 인사제도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선발체계, 성과에 근거한 평가와 보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경영정보의 공개와 소통, 해고를 최소화하는 고용안정성 유지 등
의 속성을 갖는다(Pfeffer 1998; 배종석․사정혜 2003).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몰입형 인사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사제도를 구성하고 시행하는 인사부서도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행동에 적
합한 인사제도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Ulrich 1997). 한국의 기업들 역시 경영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인사
제도의 변화와 인사부서의 역할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김재원․김성수․류
성민 2004), 인사부서의 전략적 참여와 역량에 따른 조직 효과성의 관계에 대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류성민․김성수 2007; 차성호․양동훈 2008).
본 연구는 몰입형 인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인사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과 인사부서의 역량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종업원 수 101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업체를 대상
으로 하였다. 종업원 수 100인 이하의 기업들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갖춰지
기 힘들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Huselid 1995), 101
∼300인 미만 규모의 업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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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인사부서의 역할과 인
사제도의 체계화 정도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들 역시 시
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 모색과 그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고 몰입형 인사제도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김상표 2006;
김종관․김진욱 2006; 신진교 2008)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의
의가 있을 것이다.

2. 몰입형 인사제도의 선행요인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몰입형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몰입형 인사제도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밝히는 데에 주로 초점을 두어왔다(Allen, Shore,
& Griffeth 2003; Katou, & Budhwar 2006; Whitener 2001). 그리고 인사제도의
선행요인 혹은 상황적 요인으로 경쟁전략이나 산업특성과의 관계를 가정하기
도 하였다. 예컨대, Rowe and Wright(1997)의 연구는 기업의 전략을 관련 다각
화와 비관련 다각화로 구분하고, 관련 다각화는 재무적 통제형(비용절감) 인사
관리제도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비관련 다각화 전략은 전략적
통제형(혁신적) 인사관리제도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Batt(2002)의 연구는 서비스 부문에서 고객 세분화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Datta, Guthrie, and Wright(2005)의 경우에는 산업의 자본
집약도, 산업 성장성, 제품 차별화, 산업 역동성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노동
생산성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몰입형 인사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인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
치는 내부적인 과정을 규명해 왔고, 몰입형 인사제도를 활성화하거나 유지하도
록 하는 선행요인을 경쟁전략, 산업특성에서 찾아 이들 유형과의 적합성 관계
를 분석해 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몰입형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이 무엇
인지, 그리고 이들 요인과 몰입형 인사제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
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몰입형 인사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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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경영진의 지원과 인사부서의 역량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Wright and
Boswell(2002)은 몰입형 인사제도가 종업원들의 몰입과 성장을 향상시키는 좋
은 인사제도이지만 이 몰입형 인사제도는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며
그 성과와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
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사제도가 조직의 전략적 맥락을 담은 활동을 정당화하고 조정
(intervention)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를 구성하고 시행하는 인사담당 부서의
역량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박우성․유규창 2001; Ulrich 1997). 즉 지금까지
소극적인 기능에 머물러 왔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업의 목표를 수립
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몰입형 인사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선행요인으로 인사제도의 운영과 유지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 인사
제도를 구성하고 시행하는 인사부서의 역량을 설정하였다.

Ⅱ.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본 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설관계를 논의하였다. 본 연
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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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진의 지원과 몰입형 인사제도(HRM)
몰입형 인사제도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엄격한 채용선발체계, 성과
에 근거한 평가와 보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해고를 최소화하는 특
징을 갖는다(배종석․사정혜 2003; Bae, Chen, Wan, Lawler, & Walumbwa
2003; Collins & Smith 2006). 이러한 맥락의 인사제도가 시행되면 종업원은
조직에 대한 몰입과 헌신이 높아지고, 중요한 경쟁적 자원인 인적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McMahan, Virick, & Wright
1999).
몰입형 인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반
면, 그 가시적인 성과는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몰입형 인사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Wright & Boswell 2002). 특히 최고경영진이 인사관리 업무에 부여하는 비중
과 관심이 많은 기업일수록 몰입형 인사제도가 잘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Pfeffer 1998).
기업의 경영진에서 관심을 표명하거나 지원한다는 의미는 예산 수립 시 인적
자원관리 부문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고 인사부서의 운영계획 수립에 적극적
인 관심을 보이고 내부적으로 전략적 업무를 장려하는 것이다(차성호․양동훈,
2008). 도입되는 인사제도의 속성이 혁신적이고 비용이 들수록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몰입형 인사제도의 시행과 유지에
는 경영진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차성호․양동훈 2008).
또한 조직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데에도 최고경영진의 지원
은 매우 중요하며(Teo & King 1997), 경영진의 지원 수준에 따라 인사제도 변
화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수용 태도 및 참여도가 큰 영향을 받는다(차성호․양
동훈 2008).
몰입형 인사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조직의 변화 관리를 위한 경영혁신 차원에
서 운영되기도 하는데(Becker & Gerhart 1996),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경영진의 의지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고경영진의 인사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몰입형 인사제도의 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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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인사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은 몰입형 인사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 인사부서의 역량과 몰입형 인사제도(HRM)
Ulrich(1997)은 전략적 관점에서의 인사부서의 역할을 인사제도와 조직의 전
략적 목표를 일치시켜 주는 ‘전략적 파트너’, 조직의 혁신을 유도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변화촉진자’, 종업원들의 충원, 교육훈련, 평가와 보상 및 승진 등 전
통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관리전문가’, 종업원들의 욕구를 대변하고 종업원들
의 몰입을 유도하는 ‘종업원 대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인사부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전략 시행 과정에서의 전략적 참여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부서가 그럴 만한 역량과 능력을 유지하고, 회사
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부서가 가져야 할 역량으로는 크게 회사의 시장 상황과 전략, 핵심부서
의 업무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성과 자사의 맥락적 특성을 잘 반영
하여 그에 적합한 인사제도를 개발․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들 수 있다(차성
호․양동훈 2008). 기업의 입장에서 인적자원을 경쟁우위를 위한 중요한 자원
으로 여긴다면 인사부서가 이러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부서의 역량 향상은 몰입형 인사제도(HRM)의 구성
과 체계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인사부서의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기업은 종업원의 몰입
과 참여를 높이는 몰입지향적 인사시스템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Welbourne
& Andrews 1996; Welbourne & Cyr 1999). Wood(1995)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인적자원과 인사부문을 중요시하는 기업이 몰입형 인사제도를 시행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사부서의 역량 향상은 인사관리 변화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며, 혁신적 인사관리의 선행지표이기도 하다(Edelman 1990;
Kossek 1987). 즉 인사관리제도와 시스템은 인사부문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선
호에 따라서 확산ㆍ적용되는데, 인사 부문이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유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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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몰입과 동기부여를 높이고 조직효과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시스
템을 채택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몰입형 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이다(류성민․김성수 2007). 몰입형 인사제도는 조직의 내부노동시장을 적극적
으로 개발하도록 하여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인적자본의 형성을 촉진시킴
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Green, Wu, Whitten, & Medlin
2006).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 인사부서의 역량은 몰입형 인사제도(HR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 몰입형 인사제도와 조직효과성
인사제도는 그 자체로 모방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인사제도를 조직 내에 체계화하는 것은 경쟁자가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경쟁적
자원을 갖는 것이다(Becker & Gerhart 1996; Bowen & Ostroff 2004; Wright
& Boswell 2002). 선행연구들 역시 몰입형 인사제도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 왔다(예: Collins & Smith 2006; Way 2002; Whitener 2001).
몰입형 인사제도의 시행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가 자신들에게 장기적인 관
심과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여 조직에 대한 헌신
적 태도를 높이고 작업장 혁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김진희․심
원술 2004; Gelade & Ivery 2003; Lepak, Taylor, Tekleab, Marrone, & Cohen
2007).
예컨대, 김기태․조봉순(2008)의 연구는 몰입형 인사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종업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률 및 1인당 매출액과 같은 조직성과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Bae and Lawler(2000)의 연구는 한국 기
업을 대상으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지각된 품질, 수익성, 생산성 등의 성과
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Huselid, Jackson and Schuler(1997)의 연
구 역시 보상, 선택적 채용, 종업원 참여와 같은 몰입형 인사관리 활동이 종업
원의 동기유발과 생산성 등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제조업종 업체를 대상으로 한 Katou and Budhwa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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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는 몰입형 인사제도가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서비스의 개선과 제
품의 품질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
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 몰입형 인사제도(HRM)는 지각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Ⅲ. 자료의 조사와 측정

본 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와 설문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의 수집방법과 표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경영진의 지원 : 인사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은 차성호․양동훈(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회사의 인사관리 부문에 대한 경영진의 예산편성의 호의성
정도’, ‘회사 경영진의 인사관리 업무에 대한 지식 정도’의 2개 항목을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인사부서 역량 : 인사부서의 역량은 차성호․양동훈(2008)의 연구를 바탕으
로 회사 업무 이해도와 맞춤형 인사제도 적용능력으로 구성하였다. 회사 업무
의 이해도는 ‘회사내 다른 부서의 업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 ‘회사
의 경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이해’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맞춤형 인사
제도 적용능력은 ‘현업에 적용되는 인사제도는 자체적으로 개발․적용,’ ‘우리
회사의 운영과 사업 특성에 적합한 인사제도를 시행함’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몰입형 인사제도(HRM) : 몰입형 인사관리는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특성을 임금수준, 평가관리, 교육훈련관리, 경영정보의 공유의 요
인으로 구성하였고, 총 9개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기업의 인사담당 관리자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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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도록 하였다. 임금수준은 배종석․사정혜(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종
산업 평균과 비교한 임금 정도’로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과기반 평가관
리는 김진희․심원술(2004)과 Allen, Shore, and Griffeth(2003)의 연구에 사용
된 문항을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평가함’, ‘평가의 결과가 개인
의 임금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침’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직무향상 교육
훈련은 Rogg, Schmidt, Shull, and Schmitt(2001)의 연구에 사용된 ‘회사에서
성장하기 위한 직무향상 훈련계획이 시행되고 있음’, ‘회사에서 성장하기 위한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함’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경영정보의 공유는
김진희(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현 경영상태와 현황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공
유함’, ‘회사의 전반적인 인사제도(훈련, 평가 및 보상) 도입과 시행에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짐’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모두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고용안정성은 배종석․사정혜(2003)의 연구와 Delery and
Doty (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회사가 인력감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장기고용
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회사는 직원들의 현재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려고 함’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조직성과 : 지각된 조직성과는 시장에서의 평판, 동종 산업 평균 대
비 매출 규모 정도 대한 관리자의 인식으로 정의한다. 지각된 조직성과에 대한
항목은 Huselid, Jackson, and Schuler(1997)과 Perry-Smith, and Blum(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동종 산업의 경쟁사에 비교한 시장의 평판,’ ‘동종
업계 평균 대비 매출액 규모의 정도’, ‘시장 점유율에 대한 평가’의 세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특성

가. 자료의 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09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
사방법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문 및 이메일을 포함한 우편 조사로 수
집되었다. 조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업체 정보의 종업원 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 약 18,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약 8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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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종업원 수 101명 이상
300인 미만의 329개 업체의 인사담당 관리자가 응답한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
로 활용하였다.

나. 응답 기업의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업종과 종업원 규모에 따른 빈도는 다음과 같다.
응답 업체들 중 제조업이 164개(49.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전문서
비스업은 42개 업체(12.8%)의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 기타 업종은 215개
(27.3%)의 빈도를 보였다. 정규직 종업원 수 101명 이상 150인 이하 업체는
197개(59.9%)였으며, 151~299인 업체가 132개(40.1%)로 나타났다.
<표 1> 업종․규모에 따른 빈도
(단위 : 개, %)

101～150인

151～299인

전체

제조업

99(30.1)

65(19.8)

164(49.9)

건설업

16(4.9)

7(2.1)

23(7.0)

도소매유통

6(1.8)

4(1.2)

10(3.0)

전문서비스

23(7.0)

19(5.8)

42(12.8)

53(16.1)

37(11.2)

215(27.3)

197(59.9)

132(40.1)

329(100.0)

기타
전체

Ⅳ.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인사담당 관리자가 응답한 항목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응답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와 경로관계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쟁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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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측정문항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측정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는 RMSEA, GFI, AGFI, TLI, NFI, CFI의
지수를 사용하였다.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였
다. 각 적합도 지수가 .90 이상의 값을 보이거나 RMSEA가 .05보다 작을 경우
매우 좋은 적합도로 평가하며, .08까지도 비교적 좋은 적합도로 평가한다
(MacCallum & Hong 1997).
분석에 앞서 몰입형 인사제도의 9개 문항은 자료의 정상성 확보와 적합도의
향상을 위해 임금수준에 대한 단일 항목은 단일 측정 지표로 하고, 교육훈련,
정보공유, 고용안정에 대한 2개 항목은 평균하여 총 5개의 측정 지표로 재구성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Cronbach's α 검증 결과
요인

요인
계수
1.000
1.456
1.855
1.774
1.287

표준화
계수
.436
.653
.776
.828
.570

HR1←임금수준
HR2←평가관리
몰입형
HR3←교육훈련
HRM
HR4←정보공유
HR5←고용안정
HC1 ←회사업무
1.000
.794
인사부 이해도
역량 HC2←맞춤형
.865
.685
적용능력
Q13B01←예산
1.000
.640
경영진 호의성
지원 Q13B02←인사
.909
.605
업무지식
Q17B1←지각된
1.000
.667
시장평판
조직 Q17B2←지각된
1.278
.840
성과 매출규모
Q17B2←지각된
.953
.589
시장점유
 =121.17, d.f=48, RMSEA=.068, GFI=.95,
※ N=329, *: p<.05, **: p<.01.

표준
오차

.210
.249
.234
.195

t

구성
Cronbach's
AVE
α
신뢰도

6.922**
7.451** .793 .737
7.573**
6.604**

.790

.708 .608

.713

.558 .581

.567

.134

9.540** .745 .667

.750

.109

8.744**

.085

10.225**

.101

8.972**

AGFI=.91, NFI=.91, CFI=.94, TLI=.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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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arceling)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사부서의 역량에 대한 4개 문항도 회
사업무 이해도와 맞춤형 제도 적용능력의 2개 측정 지표로 구성(item parceling)
하여 분석하였다(Bandalos & Finny 2001).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구성모형의 적합도 지수
는  =121.17, d.f=48, RMSEA=.068, GFI=.95, AGFI=.91, NFI=.91, CFI=.94,
TLI=.91의 값을 보여 비교적 좋은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의
각 구성개념에 대한 구성개념 신뢰도 값을 구한 결과 각 구성개념의 구성신뢰
도는 .6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값들은 각 잠재요인의 구성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구성모형의 관찰값과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Anderson 1987). 또한 구성개념에 대한 판별타당성은 평균분
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 .5 이상일 경우에는 구성개념 간
의 판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표 2>에서 각 구성개념의 AVE값은 모두 .60을 상회하고 있어 인적자
원관리와 조직성과 인식에 대한 판별타당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지막으로 구성문항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테스트를 한 결
과 모두 경영진의 지원에 대한 항목은 .567로 나타났으나 그 외 문항은 모두
.60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2. 상관관계 분석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
<표 3>은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몰입형
인사제도는 인사부서의 역량과 긍정적인 상관관계(r=.43, p<.01)를 보였으며,
경영진의 지원과도 긍정적인 상관관계(r=.49, p<.01)를 나타냈다. 또한 지각된
조직성과도 긍정적인 관계(r=.44, p<.01)를 보였다.
인사부서의 역량은 지각된 조직성과와 긍정적인 관계(r=.21, p<.01)를 보였으
며, 경영진의 지원과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r=.59,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대체로 본 연구의 가설 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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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요인

몰입형 인사부서 경영진
HRM
역량
지원

몰입형
1.00
HRM
인사부서
.43** 1.00
역량
경영진
.49** .59**
지원
조직
.44** .21**
성과
조직
.03
.06
규모
조직
-.07
-.01
연령
업종
.09
-.08

조직
성과

조직
규모

조직
연령

1.00
.24** 1.00
1.00

평균

표준
편차

3.10

.56

3.42

.48

3.26

.59

3.37

.52

139.37

55.01

.11**

.05

.04

-.02

.13*

1.00

23.76

13.57

-.06

.12*

.05

-.01

-

-

주 : 1) 양측검정, N=329, *: p<.05, **: p<.01.
2) 조직규모(종업원 수), 조직연령(2009년-창립연도), 업종(제조업: 1, 기타: 0)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모형의 분석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활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경
영진의 지원과 인사부서 역량의 상관계수가 .59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
여 외생변수인 경영진의 지원과 인사부서 역량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영
향력이 편의 추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잠재변수의 측정지표의 오차항
(residual error)을 서로 연결하여 통제한 후에 연구모형을 추정하였다(Pearl
2000). 먼저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에
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238.66, d.f=71, RMSEA=.060, GFI=.91, AGFI=
.89, NFI=.88, CFI=.93, TLI=.91로 비교적 양호한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가설 1은 인사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조직의 몰입형 인사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진의 지원과 몰입
형 인사제도의 표준화 경로계수=.364(t=1.980, p<.05)로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의 몰입형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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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로분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표준오차
경로계수

t값

경영진 지원→몰입형 인사제도

.491

.364

.248

1.980*

인사부서 역량→몰입형 인사제도

.929

.562

.326

2.847**

몰입형 인사제도→지각된 조직성과

.460

.494

.076

6.087**

적합도



d.f

RMSEA

GFI

AGFI

NFI

CFI

TLI

238.66

71

.060

.91

.89

.88

.93

.91

주 : 1) *: p<.05, **: p<.01
2) 조직규모, 조직연령, 업종을 통제변수로 하여 몰입형 인사제도와 조직성과에 대
한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음. 그 결과 업종(제조업)→몰입형 인사제도 간의 관계
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183(t=4.180, p<.01)으로 제조업종 업체가 몰입형
인사제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음.

하는 데 대한 경영진의 지원과 관심이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가설 2는 인사부서의 역량이 조직의 몰입형 인사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표준화 경로계수=.562(t=2.847, p<.01)로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조직의 몰입형 인사제
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서 인사부서의 역량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 3은 몰입형 인사제도가 지각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몰입형 인사제도와 조직성과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494(t=6.087, p<.01)로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따라서
조직에서의 몰입형 인사제도의 활성화는 지각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몰입형 인사제도와 지각된 조직성과와의 관계
는 앞선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상의 경로분석을 통해 경영진의 지원과 인사부서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몰입형 인사제
도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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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모형 비교 및 간접효과분석을 통한 최종모형 추정

가. 경쟁모형 비교
다음은 본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경쟁모형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비교한 후
최종모형을 도출하였다. 경쟁모형 1과 경쟁모형 2에는 경영진의 지원과 조직성
과 간의 경로와 인사부서 역량에서 조직성과에 대한 직접경로를 차례로 추가하
여 자유도 감소에 따른   변화량의 유의도와 적합도 지수의 변화로 각 모형을
평가하였다. 다음 <표 5>는 본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비교 결과이다.
분석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경영진의 지원과 조직성과 간의 경로를 추가
한 경쟁모형 1은 연구모형에 비해 자유도 1감소에 따른 Δ  가 .04로 p<.05 수
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사부서의 역량과 조직성과 간의 경로를 추
가한 경쟁모형 2도 연구모형에 비해 자유도 1감소에 따른 Δ  가 .04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각 경쟁모형에서의 변수 간 경로의 추가가 연구모형에
비해 유의한 적합도 향상을 보이지 않아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타당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비교


연구모형 238.66
경쟁모형1 238.62
경쟁모형2 238.62

d.f
71
70
70

Δ 
.04
.04

Δd.f RMSEA GFI AGFI
.060
.91
.89
1
.060
.91
.89
1
.060
.91
.89

NFI
.88
.88
.88

TLI
.91
.91
.91

CFI
.93
.93
.93

주 : 1) *: p<.05, **: p<.01
2) 경쟁모형 1: 연구모형에서 경영진 지원→조직성과로의 경로를 추가한 모형
경쟁모형 2: 연구모형에서 인사부서 역량→조직성과로의 경로를 추가한 모형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살펴본 후,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 2]는 지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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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분석 결과 요약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진의 인사관리에 대한 지원과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회사의 인사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예산 배정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몰입형 인사제도의 유지와 활성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내 다른 사업부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자사에 적합한 맞춤
형 제도를 적용하는 능력으로 구성된 인사부서의 역량이 높을수록 종업원의 몰
입과 헌신을 높이는 몰입형 인사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몰입형 인사제도의 시행은 시장 평판에 대한 인식과 같은 지각
된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회사의 인사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지
원이 몰입형 인사제도의 시행과 유지를 위해 긍정적인 선행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사부서가 회사의 시장 상황과 경영전략, 핵심부서의 제반 업
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있고, 인사제도를 자사의 조직 맥락
에 적합한 제도로 맞춤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조직 내 인적자원과
인사제도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원으로 체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이 인적자원을 자신의 경쟁우위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
고 인적자원을 통한 경쟁우위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회사의 경영진은 인사부
서가 이러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며, 조직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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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높은 임금수준, 종업원 성장을 위한 평가․교육훈련 투자, 정보공유
와 고용안정성을 속성으로 하는 몰입형 인사제도는 시장에서의 평판과 매출액,
시장점유율에 대한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몰입형 인사제도를 통해 조직의 내부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질적으
로 높은 인적자본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사제도에 대한 경영
진의 관심과 의지, 인사담당 부서의 역할과 역량 향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종업
원의 몰입과 헌신을 높이는 인사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선행연구(류성민․김성수 2007; 차성호․양동훈
2008; Ulrich 1997)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몰입형 인사제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서 경영진의 지원, 인사부서의 역
량의 관계를 입증하였고, 인사제도 및 조직성과와 관련한 실증 결과를 입증하
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정책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인력의
구조와 인적자원관리의 낙후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몰입형 인사제도의 설문측정 결과는 3.10으로 5점 척
도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며, 경영진의 지원 역시 평균 3.26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인사제도 혁신의 수준과
몰입형 인사제도의 도입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중소사업장의 인사제도는 비용절감 중심이며, 채용, 평가, 보상, 퇴
직과 관련한 인사제도의 체계화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와 체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예산 측면
에서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기여와 시사점 외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인사부서의 역량은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과 유지에도 긍정
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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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조직에서 어떠한 인
사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여길 수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몰입형 인사제도 외의 다양한 인사제도 유형에 대한 인사
부서의 역량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업들이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기
업들이며, 조직성과에 대한 측정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인 지표가 사용되지 못하고 관리자의 지각된 성과평가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변수가 동일한 응답자, 동일한 방법으로 수
집되었다는 점에서 동일방법 편의가 발생할 여지가 높으며, 이러한 편의가 발
생하면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나타는 속성이 있다. 이러
한 동일방법 편의를 통제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은 편상관 접근, 단일방법척
도점수법, 단일방법요인접근, 다중방법요인접근이 있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인 사후처리 방법에 앞서 연구
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의 과정에 걸쳐 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된 다양한 산업에서의 조직을 연구하는 데
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으로 인한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
다. 즉 본 분석에 사용된 업체들의 산업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산업별
특성과 효과에 대한 고려와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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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Support of Top Manager
and Capability of HR on High-Commitment HRM,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Jinhee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of

top manager,

capability of

HR,

high-commitment HR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n the bases of the previous researches, it
is assumed that support of top manager, and capability of HR has a
positively effect on high-commitment HRM. Additionally, it is assume
that high-commitment HRM has a positively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instruments from
HR managers in 329 firms. HR managers(N=329) were reply to the
capability of HR, HR practices of their company,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o test the hypothe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The size of the firms, the age of company,
and effect of industry were controlled in the model.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upport of top manager, and capability
of HR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high-commitment HRM.
Second, it was found that high-commitment HRM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Keywords : support of top manager, capability of HR, high-commitment HRM,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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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science has paid significant attention to exploring how
organizations can increas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managing their people
(e.g., Pfeffer 1994). A stream of research, called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has addressed what types of human resource (HR) practices
influence firm performance and why. Mainly building upon a resource-based view
(RBV) of the firm (e.g., Barney 1991), a plethora of studies have argued that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HPWS)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HR systems for
enhancing firm performance. Accumulating evidence shows that HPW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 performance (e.g., Bae & Lawler 2000; Combs, Liu, Hall, &
Ketchen 2006; Huselid 1995; MacDuffie 1995; Pfeffer 1994). Furthermore, recent
studies have found diverse mediation mechanisms in this linkage: HPWS → reduced
turnover, facilitating social exchang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creating valuable
social climate, etc. → enhanced firm performance (e.g., Batt 2002; Collins & Smith
2006; Sun, Aryee, & Law 2007; Takeuchi, Lepak, Wang & Takeuchi 2007).
While promising results have been accumulating, increasing numbers of studies, at
the same time, have called for further studies that could enrich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and buttress the empirical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In fact, when
SHRM scholars are reminded of the papers completed more than a decade ago by
Dyer and Reeves (1995) and Becker and Gerhardt (1996), they may notice that the
progress of SHRM research has been less than impressive. For example, although a
positive linkage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has been reported, a few
studies also observed either no relationship or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Cappelli & Neumark 2001; Godard 2001; Wright, Gardner,
Moynihan, & Allen 2005). A recent study by Wright et al. (2005) observed that when
they controlled for the past firm performance, most of the findings of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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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disappeared. Furthermore,
although a few excellent studies have addressed the theoretical linkage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e.g., Bowen & Ostroff 2004; Evans & Davis 2005),
only a few studies have paid explicit attention to investigating what factors drive
firms to adopt HPWS, given the strong positive impacts of HPWS on firm
performance (Osterman 1994; Pil & MacDuffie 1996).
This study attempts to address two parts of those ongo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questions in the SHRM literature: (1) Do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positively
influence future firm performance with a control for past firm performance? causality, in pa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and (2)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the adoption of HPWS? Investigating these two
questions is critical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nkage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This study, first, reviews diverse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 that suggests the causality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Second, it explores the adoption of organizational practices, and simultaneously
examines diverse facilitating factors of the adoption of HPWS: past firm performance,
imitation, and HRM values. Third, this paper tests its hypotheses with a sample of
firms in South Korea.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of 1990s, firms in South
Korea have increasingly adopted HPWS not only to increase their performance but
also to gain legitimacy from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e.g., Rowley & Bae
2004).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HRM literature by providing supporting
evidence that HPWS predicts future firm performance with a control for past firm
performance, which partly demonstrates that HPWS causes firm performance. In
addition, this study sheds lights on the fact that while multiple factors could influence
the adoption of popular HPWS,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are the dominating
adoption factor of H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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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Hypotheses

To date, SHRM research has been dominated by find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R practices and firm performance. In doing so, scholars relied heavily on
the resource-based view (RBV) of the firm, (e.g., Barney 1991), which argues that
inimitable resources such as intangible knowledge of employees and the HR system
can be sources of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RBV has been utilized as an
umbrella theory in the research on SHRM (e.g., Wright & McMahan 1992; Wright,
Dunford, & Snell 2001). Particularly, RBV suggests that human capital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can be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to the firm because
they are not perfectly imitable by competitors (Barney 1991; Wernerfelt 1984).
Applying this broad logic of RBV, scholars in the field of SHRM attempted to
explore this relationship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universal, contingent, and
configurational (e.g., Delery & Doty 1996; Delery 1998). First, the universal
perspective argues that certain HR practices are ‘universally’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han the others. Currently, the popular terms ‘best practices’ or ‘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represent this perspective. Second, the contingency
perspective emphasizes that the impact of HR practices on firm performance depends
on the ‘fit’ between HR practices and the strategies or technologies in the
organization because different organizational strategies require different sets of
employees’ attitudes and skills (e.g., Bowen & Ostroff 2004; Delery & Doty 1996;
MacDuffie 1995; Youndt, Snell, Dean, & Lepak 1996). Third, the configurational
perspective focuses its analysis on ‘bundles’ of HR practices. It shifts ideas from the
concept of ‘external fit’ or ‘universality’ to ‘internal fit’ among HR practices, which
facilitates a ‘synergy’ effect (e.g., Ichiniowski, Shaw, Prennushi 1997; Delery & Doty
1996; MacDuffie 1995).
Despit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perspective, accumulating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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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s that HPWS (not always labeled as such), which is composed of common
practices such as incentive compensation, extensive staffing, intensive training and
development, flexible job design, and employee participation, positively influences
firm performance through their positive impact on employees’ skills, discretionary
efforts, and commitment (e.g., Huselid 1995; Delery & Doty 1996; Pfeffer 1994). A
recent meta-analytic study by Combs et al. (2006) lends strong support to the theory
that HPW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iverse firm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using a sample of 94 studies. This positive relationship
has also been found in studies conducted in South Korea (e.g., Bae & Sa 2003; Kim
& Cho 2008; Kim, Lim, & Kim 2003).
Although the aforementioned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 conducted both in
western countries and in South Korea clearly sugges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Wright et al. (2005) argue that past research on this
relationship has limitations regarding the issue of causality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Surveying 66 studies that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they reported, first, that most past research (50
of 66 studies) used ‘post-predictive’ research design, which means that HPWS
predicted not future performance but past firm performance. Second, they showed that
other studies (5 of 66 studies) used either a contemporaneous research design (testing
the effects of HPWS on concurrent firm performance) or a retrospective research
design (asking research participants to assess HPWS that was utilized prior to the
performance period and predicting its impact on firm performance). Lastly, they
pointed out that only a few studies (7 of 66 studies) utilized a predictive research
design (testing the impact of HPWS measured at one point in time on future firm
performance). However, those studies did not test reverse causality, i.e. that past firm
performance predicts the adoption of HPWS rather than HPWS predicting future firm
performance. Thus, Wright et al. (2005) concluded that existing studies do not provide
meaningful evidence that HPWS causes increased firm performance. Wright et al.
(2005) observation is not different for the studies conducted in South Korea.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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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Bae and Sa (2003) used contemporary research design. Kim and Cho (2008)
and Kim et al. (2003) used a predictive research design but both studies did not
control the past firm performance.
Regarding this causality issue, Wright et al. (2005) argued that controling past firm
performance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weed out the reverse causality argument.
They tested this relationship using a predictive research design controlling for past
firm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ir study showed that when past firm performance
was controlled for, most of the findings regarding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disappeared. This finding is critical given the
perspective that any theories and fields of research should explain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However, with the results
of Wright et al. study (2005) alone, it is problematic to conclude that HPWS does
not lead to increased firm performance. Rather,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for
researchers to pay more attention to investigating causality issues in this relationship.
In summary, although theories in the SHRM literature suggest a causal relationship
and positive influence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empirical evidence is
not promising and sparse at best. We recognize that establishing causality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is a challenging task. In this paper, we take an initial
step to investigate this issue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suggestion made by
Wright et al. (2005) and empirically test the following hypothesis:
Hypothesis 1 :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positively influence future firm
performance with a control for past firm performance.

1. Facilitating Factors of the Organizational Adoption of HPWS
A relatively small stream of research has explored what factors facilitate
organizational adoption of HPWS. Scholars interested in this topic raise an interesting
question: “Why don’t more organizations adopt HPWS, given its positive impact on
firm performance?” Pil and MacDuffie (1996) argued that this is a “striking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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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assumption of economic rationality. Accumulating evidence in this topic
shows that diverse organizational factors such as demographics, business strategies,
technology, and HRM values facilitate or constrain the adoption of HPWS (Bae &
Lawler 2000; Jackson & Schuler 1995; Ordiz-Fuertes & Fernandez-Sanchez 2003;
Osterman 1994; Pil & MacDuffie 1996; Som 2007). In addition, institutional and
political theoretical perspectives argue that the organizational adoption of HR
practices is influenced by the motivation of organizations and managers seeking to
gain internal and

external legitimacy or by the political dynamics within

organizations, rather than by economic motives to increase firm performance (e.g.,
Abrahamson 1996, 1997; DiMaggio & Powell 1983; Ferris & Judge 1991; Meyer &
Rowan 1977). Overall, these research perspectives suggest that whereas some
organizations may adopt HPWS for economic benefits, others may adopt HPWS for
other purposes regardless of economic benefits. In the following sections, we explore
three salient facilitating factors, among many, that may lead to the organizational
adoption of HPWS and their implic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2. Imitation
New-institutional theory argues that organizations compete for political power and
institutional legitimacy as well as resources. In order to gain legitimacy from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organizations conform to institutional pressure, even when
institutional practices do not contribute to organizations’ performance (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Tolbert & Zucker 1983; Zucker 1987).
DiMaggio and Powell (1983)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rgued that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s become similar at the
organizational field level mainly through three ‘isomorphic’ mechanisms: coercive
(regulation), normative (profession), and mimetic (uncertainty and bounded
rationality). In particular, they argued that “mimetic isomorphism result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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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responses to uncertainty” (p. 150) is a strong force that makes organizational
practices be similar across organizations. They further claimed that imitating the
structure and practices of other successful organizations is a convenient and less
costly way of coping with varying uncertainties and it also helps to gain their
legitimacy by delivering to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symbolic meaning that
they attempts to seek for advanced administrativ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New-institutional theory, therefore, points out that the organizational adoption of
HPWS can be facilitated by organizations’ efforts to imitate HR practices of
successful firms. Building upon new-institutional theory, Sanchez, Kraus, White, and
Williams (1999) point out that organizations tend to imitate HR practices of other
organizations through benchmarking activities in order to “not only attain institutional
legitimacy but also remain competitive” (p. 463). They reason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had been well established so that the practicing
organization can be a target for benchmarking activities of other organizations, and
showed that benchmarking indeed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adoption of HPWS.
Also, a few studies show that imitation through benchmarking the HR practices of
successful firms is a universal phenomenon (Bamberger & Figenbaum 1996; Jackson
& Schuler 1995). Ferris, Arther, Berkson, Kaplan, Harrell-Cook and Frink (1998), in
their social context theory of HRM, also emphasized that, by adopting well-known
HR practices (i.e. HPWS), organizations can increase their social reputation and
legitimacy.
Hypothesis 2 : Organizations’ imitation of HR practices of successful firms will
positively influence the adoption of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3. Past Firm Performance
Diverse theoretical perspectives have addressed the fact that past performance
influences the organizational adoption of innovative practices or technology (e.g.,
Cyert & March 1963). There exists, however, a debate in terms of the direc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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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ne perspective suggests that low performing organizations are more likely
to adopt innovative practices than high performing organizations not only because a
low level of performance leads organizations to seek other opportunities to enhance
their performance (e.g., Cyert & March 1963), but also because high levels of
performance results in organizational inertia which leads the organizations to stick
with existing practices (Audia, Locke, & Smith 2000). On the contrary, the other
perspective argues that organizations with slack resources accumulated by past high
performance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varying searching activities to find a way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nd allow them to test the advanced technology for
their organizations (Cyert & March 1963).
The conflicting perspectiv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st performance and the
adoption of HPWS can be seen in the literature on the adoption of HPWS. Some
scholars argue that because implementing HPWS requires organizations to invest a
significant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in the changeover (Cappelli & Neumark
2001), organizations with high performance are more likely to adopt HPWS than
organizations with low performance (e.g., Youndt et al. 1996). On the contrary, others
argued that poorly performing organizations are more likely to adopt HPWS than
highly performing organizations (Ordiz-Fuertes & Fernandez-Sanchez 2003; Pil &
MacDuffie 1996). For example, Pil and MacDuffie (1996) hypothesized the latter
perspective, arguing that poorly performing organizations tend to view existing
practices as “suboptimal” and the relative organizational costs to change the existing
practices to HPWS are lower for organizations with poor performance. Although the
arguments of both perspectives are persuasive, the empirical findings are ambiguous.
Whereas Wright and his colleagues (1999) indicat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ast firm performance and the adoption of HPWS, Wright et al. (2005)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variables. Also, other studies that predicted
a negative impact of past firm performance on the adoption of HPWS did not fi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refore, we hypothesiz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ast firm performance and the adoption of HPWS but leave the dir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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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lationship open.
Hypothesis 3 : Past firm performance will influence the organizational adoption of
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4.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Organizations tend to evolve by adapting to divers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Through their adaptation processes, organizations form their routine
and core values, which guide future organizational decisions such as adopting
innovative technologies or practices (e.g., Nelson & Winder 1982; Selznick 1957).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can facilitate or constrain the adoption of HPWS.
During the organizational evolution processes, some organizations form values that
respect employees and view their people as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For
organizations that place relatively high value on HRM, top management may be more
favorable to adopting HPWS because HPWS could help not only increas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ut also further cultivate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In addition, those organizations will face relatively low level of resistance to adopting
HPWS from diverse organizational stakeholders such as employees and unions.
A few empirical studies address the positive impact of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on the adoption of HPWS. Bae and Lawler (2000) argued that
“High-involvement HRM strategy starts with management philosophies and core
values that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employee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p. 504), and reported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and the adoption of high-involvement HR practices
with a sample of firms operating in South Korea. Osterman (1994) also found that
among several diverse factors,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are the strongest
predictor for the adoption of innovative work practices with a sample of 694
American establishments.
Hypothesis 4 :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will positively influence the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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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In other words, an organization
which places high value on HRM is more likely to adopt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than an organization which places low
value on HRM.

Ⅲ. Methods

1. Sample and Procedure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in South Korea between July and August
in 2006.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firms operating in South Korea have
increasingly adopted high performance/commitment human resource practices (e.g.,
Bae & Lawler 2000).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a senior human resource manager
of 994 firms, who was affiliated with the prestigious research institute's network of
firms that shares diverse information regarding HR practices, via e-mail in July 2006.
Each organization’s response to the survey was guaranteed to be treated as
confidential and used only for research purposes. A pilot study was conducted for
nine organiz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clarity of the survey questionnaire. A total
of 190 organizations – 90 firms from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100 firms from
the non-manufacturing industry - participated in the survey, which resulted in a 19.1%
of response rate. Their mean employment size was 2,646.6: 31 to less than 100
employees (6.5%), 100 to less than 500 employees (34%), 501 to less than 1,000
employees (19.6%), more than 1,000 employees (39.9%). However, the total sample
size included in our study was reduced to 168 organizations due to missing response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articipating firms are
shown in <Table 1>.
Response bias was checked with a logit model (Batt 2002; Delery & Doty 1996).
Following the method of Delery and Doty (1996), we checked response bias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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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gistic regression. A dependent variable, a dummy variable, was coded 1 if a firm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0 if it did not.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organization size, organization age, capital intensity, industry, total assets, and net
profits. None of these variables were significant, indicating that response bias was not
a significant problem.

2. Measures
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were measured by adapting existing established
scales from previous studies (e.g., Bae & Lawler 2000; Delery & Doty 1996; Snell
& Dean 1992). All survey questions were constructed with a 5-point Likert-scale,
where 1 meant “strongly disagree” and 5 meant “strongly agree”, and a senior HR
manager of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evaluated each item and a reference point
in assessing the items was at the time of response to the items. Seven HR practices
were measured with multiple items (except for high level of pay). In order to measure
organization-wide usage of each HR practice, a senior HR manager of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was asked to evaluate the degree to which each practice
was used for managerial and non-managerial workers separately. Then, we averaged
the scores of each practice for managerial and non-managerial workers and used the
averaged scores to test item reliability.
Seven organizational practices, at first, were assessed in order to measure HPWS.
Extensive selection was measured with three items (α=0.82). An exemplary item was
“This organization selects people according to highly refined selection criteria and
procedures.” Intensive training and development was measured with three items (α
=0.93). An exemplary item was “This organization spends a lot of money on
employee training and development.” Incentive compensation was assessed with four
items (α=0.80) where an exemplary item was “This organization bases pay raise
decisions on employee performance”. Rigorous performance appraisal was measured
with four items (α=0.89). An exemplary item was “This organization has an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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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to evaluate employees' performance and
competencies.” Flexible job design was measured with three items (α=0.73). An
exemplary item was “This organization gives employees a lot of job discretion.”
Employee participation in diverse organizational activities was measured with two
items (α=0.73). An exemplary item was “This organization utilizes formal practices
so that employees can participate in organizational activities (suggestion system,
work-council, quality-circle, etc).” Open communication was measured with two items
(α=0.76). An exemplary item was “This organization shares various information with
employees (ex. business strategy and financial status).” All the items to measure
HPWS are shown in Appendix 1. Then, following methods by previous studies (e.g.,
Bae & Lawler 2000; Sun et al. 2007; Takeuchi et al. 2007), we adopted an additive
approach in measuring HPWS by aggregating the scores of each HR practice to form
a HPWS index (α=0.88). The HPWS index in this study indicates the extent to which
organizations used HPWS. We interpreted this index in a way that the higher the
aggregated scores of HPWS in organizations, the more the organizations used HPWS.
Imitation was measured by a five-item scale, which was developed for this study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All five items were constructed with a 5-point
Likert-scale, where 1 meant “strongly disagree” and 5 meant “strongly agree.” The
five items included one global item regarding the reason that they adopted current
HR practices, “This organization adopted current HR practices because successful
firms utilize these practices.” The other four items measured the reason for the
adoption of each of the four specific HR practices related to recruiting and staffing,
compensation, training and development, and performance appraisal. An exemplary
item was “This organization adopted a current compensation practice because
successful firms utilize this compensation practice”. The inter-item reliability (α) was
0.90.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were measured by a two-item scale with a 5-point
Likert-scale response format, which was adapted by Bae and Lawler (2000) and
Osterman (1994). The two items measured were “For a long time, thi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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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management) has viewed employees as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and
“For a long time, this organization has put much value in employees’ growth and
well-being”. The inter-item reliability (α) was 0.84.
Firm performance was measured by a firm’s return on asset (ROA). The ROA data
was taken from a database built by the Korea Information Service (KIS) which
collaborates with Moody’s to provide information on organizations operating in South
Korea for an international audience (Chang 2003).

3. Control Variables
Variables used in the models as controls were organization age, organization size,
union presence, capital intensity of each organization, and industry. Organization age,
which was measured as the number of years in operation, was included in order to
control for any advantages related to length of business operation (e.g., Huselid 1995).
Firm size, which was measured as the logarithm of the number of employees, was
controlled because larger organizations may have advantage such as economy of scale
relative to small organizations (e.g., Pfeffer & Salancik 1978). Union presence was
controlled because it may influence firm performance (e.g., Freeman & Medoff 1984).
Capital intensity, which is measured as the logarithm of fixed assets / the number
of employees, was controlled because a recent study shows that this may influence
firm performance (Datta, Guthrie, & Wright 2005). Industry -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 was controlled in the regression models because firm
performance may be influenced by the industry effect (e.g., Datta et al. 2005).

Ⅳ. Results

Table 1 shows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variable inter-correlations. It shows
that HPWS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mitation (r=0.31, p<0.01), values on H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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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Mean SD
1)

1. Organization Size
2. Organization Age

6.68

1

2

3

4

5

6

7

8

25.30 17.40 0.37**

2)

3. Union Presence

0.42

4. Capital Intensity

0.49 0.34** 0.28**

12.11

1.25 0.38

0.30**

3)

5. Industry

0.43

0.50 -0.06

0.08

0.10

0.01

6. Imitation

3.23

0.75 0.20** 0.04

-0.02

0.10

7. Values on HRM

3.64

0.77 0.12

-0.24** -0.01

8. Return on Asset
(2005)

7.86 11.46 -0.09

-0.18** -0.03

-0.08

-0.07

0.01

0.12

9. Return on Asset
(2006)

6.30

-0.18**

-0.16** -0.07

0.07

0.21** 0.54**

10. HPWS

9

1.42

24.23

8.23 0.00

-0.06

4.28 0.19** -0.06

0.27**

0.01

-0.28** 0.02

-0.02
-0.17** 0.25**

-0.16*

0.31** 0.71** 0.11

0.26**

Notes : 1) Logarithm of numbers of employees.
2) Union presence=1, No union=0.
3) Manufacturing=1, Non=manufacturing=0.
* p<0.05, two-tailed test, ** p<0.01, two-tailed test

(r=-0.711), p<0.01), and post firm performance (r=26, p<0.01). However, it indicates
that HPWS h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ast firm performance (r=0.11, n.s.).
Table 2 and Table 3 present the results of a series of multivariate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 tested hypotheses,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 (Cohen & Cohen
1983) that was designed to assess whether a single variable or sets of variables
explain additional variances explained by a set of control variables. Hypotheses 1 was
assessed with two separate regressions shown in Table 2. Models 1 and 2 indicate
that with controlling for past firm performance, ROA in 2005, HPWS has a
2

significant impact on post firm performance, ROA in 2006, (ΔR =0.042; F for Δ
R2=10.390, p<0.01). These results supported Hypothesis1. Hypothesis 2 predicted that
imitation of HR practices of successful firms will positively influence the adoption
1) The magnitude of this correlation seems very high. However, it is lower than that (r=0.73,
p<0.01) observed by Bae and Lawl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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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OLS Regression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ROA (2006)

Variables
Organization size
Organization age
Union Presence
Capital intensity
Manufacturing
Past Firm Performance (ROA, 2005)

Model 1
0.12
-0.10
0.04
-0.14†
-0.02
0.52**

Model 2
0.05
-0.09
0.12
-0.15*
0.00
0.49**

HPWS

0.23**

2

R
2
ΔR
2
F for ΔR
Overall F
N

0.318

0.360
0.042
10.390**
12.830**
168

12.508**
168

Note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are shown. The omitted industry variable
is non-manufacturing.
†p<0.10, two-tailed test, * p<0.05, two-tailed test, ** p<0.01, two-tailed test

<Table 3> Results of OLS Regression for the Facilitating Factors of
HPWS
Variables
Organization size
Organization age
Union Presence
Capital intensity
Manufacturing
Imitation
Past Firm
Performance
(ROA, 2005)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ΔR2
2
ΔR
F for ΔR2
Overall F
N

Model 3
0.32**
-0.07
-0.37**
0.02
-0.10

Model 4
0.27**
-0.06
-0.34**
0.01
-0.10
0.25**

HPWS
Model 5
0.33**
-0.05
-0.37**
0.03
-0.09

Model 6
0.18**
-0.04
-0.18**
0.02
-0.02

0.11

0.183
7.276**
168

0.243
0.059
12.620**
8.602**
168

0.195
0.012
2.381
6.512**
168

Model 7
0.16**
-0.03
-0.18**
0.01
-0.02
0.13**
0.04

0.64**

0.61**

0.540
0.357
124.868**
24.871**
168

0.556
0.372
44.441**
24.871**
168

Note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are shown. The omitted industry variable is
non-manufacturing.
* p<0.05, two-tailed test, ** p<0.01, two-tail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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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PWS. The results of the three regressions, Models 3, 4, and 7 in Table 3, show
that imitation explains significant amount of additional variance of(ΔR2=0.059; F for
ΔR2, p<0.01) and its coefficient is significant for HPWS (p<0.01) in both Models 4
and 7. Therefore, Hypothesis 2 was supported. Hypothesis 3 predicted a significant
impact of past firm performance on the adoption of HPWS. The regression results
2
2
of Models 5 and 7 did not support this hypothesis (ΔR =0.012; F for ΔR , n.s.).

Hypothesis 4 predicted the positive impact of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The
results of the series of regressions, Models 3, 6, and 7 in Table 3, show that this
variable explain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additional variance of (ΔR2=0.357, F for
ΔR2, p<0.01) and its coefficient is significant for HPWS (p<0.01) in both Models 6
and 7. Therefore, those results supported Hypothesis 4.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s

Organizational activities such as the adoption of HPWS are influenced by a variety
of intermingled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As a result, a better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phenomena is more likely to be achieved by taking into account
diverse perspectives rather than by focusing on exclusively a certain perspective (e.g.,
Jackson & Schuler 1995; Sherer & Leblebici 2001; Wright & Boswell 2002). In
addition, it is critical for the SHRM scholars to explain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in order to gain legitimacy in this field of stud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causality between HPWS and firm performance,
this study provided preliminary support that HPWS positively predicts future firm
performance with control for past firm performance, which suggests a causal
mechanism from HPWS to firm performance. Also, this study found that while both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and an organization’s imitation of HR practices of
successful firms facilitate the adoption of HPWS, past firm performance was not a
determinant of the organizational adoption of H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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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mplies that, unlike the findings of Wright et al. (2005), HPWS
influences firm performance rather than is associated with firm performance. We
controlled for past firm performance in predicting the impact of HPWS on post firm
performance. We found that the HPWS explained a significant amount of additional
variance and the coefficient of HPWS is significant, and that past firm performance
did not influence the organizational adoption of HPWS. The different finding of this
study from Wright et al. (2005) could result from differences related to the measures
of HPWS and firm performance, the level of analysis (plant vs firms), and the length
of time lag. Also, it could be due to different national culture. However, at least this
result suggests that HPWS causes firm performance rather than firm performance
leading firms to adopt HPWS. We call for further research to investigate this issue.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Organizations may adopt a form of
HPWS by the process of mimetic isomorphism, but the adoption of HPWS, per se,
may not lead to higher firm performance because, as SHRM literature suggests,
HPWS can not be perfectly imitated due to its nature of social complexity and
path-dependence (e.g., Becker & Gerhart 1996). However, this study did not explore
the complex mechanism regarding how the different adoption factors of HPWS could
result in firm performance. It is plausible that different mechanisms may be involved
in the organizational phenomena in the HPWS and firm performance relationship for
the organizations that adopt HPWS guided by high values on HRM versus an
imitation purpose. Research suggests that high firm performance due to the adoption
or inter-organizational transfer of strategic organizational practices is achieved when
they are well implemented in the organizational social structure (e.g., Kostova 1999).
For example, Selznick (1957), a half century ag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mplementation of organizations practices. He viewed an organization as an entity
composed of diverse informal structures that arise from individuals who pursue their
own interests and needs. He argued that because this informal structure tends to cause
conflicts among organizations’ members, it is not sufficient to interpret organizations’
activities by considering only formal structures or practices. He emphasized that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KiWook Kwon ․Dae Yong Jeong ․JohngSeok Bae)

 143

formal practice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work properly and the formal
practices then lead to individual members collectively to perceiving their meaning in
a similar way. That is, the implementation of HPWS is one of key factors in order
for HPWS to create organizational value effectively. We call for studies to investigate
how different adoption factors of HPWS could influence firm performance.
Although this paper contributes to enriching theoretical perspectives with promising
results in HRM and firm performance literature, its audience should interpret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utiously due to the limitations involved in this study. First,
this study measured HPWS as reported by one senior HR manager, which may be
susceptible to measurement errors. Secon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ain a
common-method variance problem because one senior HR manager measured all of
the three variables: imitation, organizational values on HRM, and HPWS. Third, this
study used a sample collected across industries but we did not fully control all the
heterogeneity of each industry that may influence this relationship. Fourth, we
addressed the causality issue considering the suggestion of Wright et al. (2005).
However, in this study, the time lag (approximately six months) to test the impact
of HPWS on firm performance may not be sufficiently long. In addition, in order to
better test causality in this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use more sophisticated
statistical methods (e.g, instrumentation) with, ideally, a longitudinal, panel data. We
call for future research that utilizes such techniques and data in investigating this
critical issue.
Despite a few limitations, this paper addresses the fundamental issue of causality
in the SHRM literature in part, provides preliminary evidence that HPWS causes
higher firm performance, and explores multiple factors that guide organizations to
adopt HPWS. We hope that this study sparks theoretical inquiries to integrate the
organizational adoption factors of HPWS and their implications on fir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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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Items Measuring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1. Extensive Selection (α=0.82)
1) This organization selects people according to highly refined selection criteria
and procedures.
2) This organization hires people by utilizing different kinds of selection tools
(ex. interviews, aptitude test, written exam, etc.).
3) This organization spends much money in order to select right people.

2. Intensive Training and Development (α=0.92)
1) This organization provides employees with a variety of

training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2) This organization spends a lot of money on employee training and
development.
3) This organization provides employee with structured formal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s.

3. Rigorous Performance Appraisal (α=0.89)
1) This organization has an effective formal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to
evaluate employees' performance and competencies.
2) This organization appraises employees' performance with objective and
quantitative criteria (ex. MBO, BSC, KPI, etc.).
3) This organization utilizes the results of performance appraisal in deciding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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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es or promotions of the employees.
4) This organization appraises employees’ performance based on their objective
achievement.

4. Pay for Performance Compensation (α=0.80)
1) This organization bases pay raise decisions on employee performance.
2) This organization has wide range in pay within a same job grade.
3) This organization extensively utilizes a company-wide profit-sharing and/or a
gain-sharing program.
4) This organization utilizes seniority-based rewards practices ®.

5. Flexible Job Design (α=0.73)
1) This organization gives employee a lot of job discretion.
2) This organization provides employees with opportunities to work flexibly (ex.
flexible work schedule).
3) This organization flexibly assigns the scope and responsibilities of jobs, based
on employees' skills and needs.

6. Employee Participation (α=0.73)
1) This organization utilizes formal programs through which employees can
participate in organizational activities (ex. work-council, employee suggestion,
quality-circle, etc.)
2) This organization provides employees with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nd problem-solving related to job and 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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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pen Communication (α=0.75)
1) This organization shares various information with employees (ex. business
strategy and financial status).
2) This organization listens to employees' opinions through different kinds of
formal or informal programs (ex. attitude survey, griev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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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도입 요인들과 기업성과
권기욱․정대용․배종석
이 연구는 전략적 인사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두가
지의 이론적/실증적인 질문들(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과거성과를 통제 한 후 미
래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인과관계에 관한 토론의 일부, 어떤 요소
들이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가?)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의 질문들을 탐구하는 것은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이론
적/실증적으로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이 연구는 전략적 인사
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요소들이 기업의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도입에 영
향을 미치지만, 기업의 HRM에 대한 가치가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도입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용어 : 고성과 작업시스템, 기업성과, 인과관계, 도입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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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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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자 경영참여가 회사 경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사업체패널조사 WPS2007(Workplace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전략 수준에서의 근로자의 간접참여와 작업
장 수준에서의 직접참여가 작업장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수준이 높아지면 작업장 운영에서
의 자율권이 신장되며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 또한 활성화된다. 노조 유
무에 따라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활동과 근로자들의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의 연계과정이 달라진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
는 데 근로자대표기구의 참여가 작업장 혁신활동의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노
사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들의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과 연계시켜야 한다.
핵심용어: 근로자의 경영참여, 근로자대표기구 전략의사결정 참여, 작업집단 자율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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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초우량기업으로 찬사를 받아온 도요타 자동차가 렉서스의 기능에 심각
한 하자가 발견되어 대량 리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소비자의 인식에 문제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로 인한 손해를 원상복구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듯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미비로 인하여 기업은 경영상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기
업들은 제품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작업시스템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기능에 직접적
인 연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양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작업시스템 구축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Appelbum, Bailey, Berg, & Kalleberg, 2000). 특히, 날이 갈수록 동태적
으로 변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은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
어야 한다. 작업현장의 혁신을 통하여 기존의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을 거듭하
여야 경영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작업현장의 틀을 바꾸려면
혁신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혁신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기업체에
서 작업장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추세이다.
효과적인 작업시스템은생산성, 공정성 그리고 발언권(voice)과 같은 서로 상
충되는 목표들 사이의 균형적 달성을 통해서 구축될 수 있는데,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공정
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작업장에서의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게 된다(손동희
2009). 근로자들 또한 작업장 생산방식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해결과 실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작업에 대한
동기와 몰입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듯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인적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여 작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작업시스템을 운영하
고 혁신하는 데 있어서 현장근로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작업시스템에서 강조되고 있는 혁신활동은 그것을 추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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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기존의 생산방식을 재검토하여 수정하여야 하므로 이미 기존의 시스템
에 안착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번거롭고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파업일수와 파업에 따른 손해액이 상당히 높아 적대적인 노사관
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지급(타임오프제도),
복수노동조합의 허용 여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줄지어 놓여 있어서 고용관계
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배규식․권현지․노용진 2008). 이러한 기업
경영 상황 하에서 작업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노사 모두 상
호이익을 추구하는 참여 유형이 과연 작업장 혁신과 관련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든 구성원이 작업장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근로자대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경영참여의 여러 장점－의사소통 활성화, 책임감 및 작업
동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경영진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작업장 운영에 참여하면 사측의 작업장 운영에 대한 권한과 충돌하
여 작업장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노측의 시각에서 근로자대표기구
의 경영참여는 작업장의 근로조건 개선과 같은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부합되
는 사안을 달성하는 데 경영진과 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 있다. 이렇듯 근로
자대표기구의 경영참여는 긍정적․회의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작업장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대표기구의 간접적인 경
영참여가 작업조직 운영에 있어서 작업장의 혁신성과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경영참여와 작업장 혁신활동 사이의 관계를 실
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서 조사한 사업체패널조사(WPS2007)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 경영참여와
혁신활동 성과와의 실증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작업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56

 노동정책연구․2010년 제10권 제4호

Ⅱ. 이론 및 가설

경영참여는 참여의 주체가 누구인가, 참여수준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참여
의 범위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선 경영참여의 주체를
구분해 보면, 참여 주체가 근로자집단이 직접 경영사항에 참여하는 직접참여와
노조나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대표기구를 통해서 참여하는 간접참여로 구
분할 수 있다.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작업장수준, 교섭수준 그
리고 전략수준 등 노사관계의 세 수준으로 구별될 수 있다(Kochan & Katz
1988). 여기서 작업장수준의 참여는 직무확대 및 충실화, 직무순환, 자주보전,
품질관리, 자율관리팀제 등 생산 과정상의 의사결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
략수준의 참여는 투자계획, 고용문제 등 전사 차원의 전략적 논의 단위에 참여
하는 것을 의미한다(배규식 外 2008). 본 연구에서는 Kochan and Katz(1988)의
간접참여로 간주되는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활동에 따라 전략수준과 작업장수
준의 적합성(fit)과 혁신성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 검토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자대표기구를 통한 간접참여와 혁신성과에 대하여 이중
적인－긍정적․부정적－의미를 시사하고 있다(Verma 2005).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참가수준이 높아진다면 작업장 운영에 참가 주체의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 참가 주체의 증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을 부풀려 작업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참여수준의 차이 또한 노사 간 갈
등을 불러일으켜 작업장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근로자대표기구는 경
영진과 단체수준에서 근로조건을 교섭하고 협상한다. 고성과 작업조직을 필두
로 하는 작업장 혁신활동은 개인 수준에서 전개되므로 단체 수준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대표기구와 갈등을 빚어 노사관계 분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 비록 근로
자대표기구의 간접참여가 회의적으로 비추어져도 전략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남아 있다. 근로자대표기구가 작업장 내부에서 독점
적인 위치를 굳히려면 조합원들에게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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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기구는 작업장 혁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여 근
로자에게 분배되는 몫을 키우려고 한다. 근로자대표기구는 관리자와 근로자 간
의 소통기제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기구가 전략적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면 전략적 성과를 달성하여야 대표기구
로서의 위치가 탄탄해질 수 있어서 혁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근로자들은 대표기구를 통하여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실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간접참여는 이중적 성격을 띠어도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수준에서의 참여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추정된다.
회사의 정책 수준에서 근로자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전략적 목표와 방향을 실현하려면 작업현장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면서 기여를 모색하게 된다. 회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기구는 작업현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게 된다(배규식 外 2008).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 참여한다면 조직의 의
사결정구조가 유연해지면서 문제해결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작업조직
개선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권순식․심상완․조효래․이건혁
2009). 또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작업조직활동을 도전적이면서 흥미롭게
느끼게 되므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수행에 몰입하도록 만들게 된다(권순식
外 2009). 노동조합의 경영전략참여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장 혁신성과에
기여하여 근로자대표기구로서의 위치를 굳히면서 근로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된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기구의 입장에서는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듯 현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라는 원칙이 효과적으로 전파되
려면 참여수준(회사와 사업장) 그리고 참여 주체(경영진과 근로자)에서 정합성
이 이루어져 일관되게 실행되어야 작업 혁신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가
정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연구는 조직수준의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근로자참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조직성과에 이르는지에 대한 연계 요인(missing link)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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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권순식 外 2009). 본 연구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조직성과 사이의 매개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참여수준과 참여 주체 사이에 적합성(vertical fit)이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루는 데 기여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전략수준과 사업장수준에서의 근로자 경영참여
근로자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구축하려면 경영성과를 높여 조합원들에게 보
다 나은 복리후생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기구가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
정에 개입하는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면 전략성과를 달성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근로자대표기구는 작업자들의 작업현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작업장 성과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략적 효
용성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특히, 근로자대표기구는 경영진들의 이해도
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작업현장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회사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힐 수 있다.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고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데 근로자대표기구의 영향력이 증가되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조직 활동범위 또한 넓어져야 근로자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완
수할 수 있다.
귄순식․심상완․조효래․이건혁(2009)은 창원공단에 소재한 30인 이상 122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사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설문조사하였다. 작업장수준
에서 근로자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인 종업원제안제도, 품질개선소모임, 전사적
품질관리, 문제해결팀, 직무순환 등은 노사 간 의사소통 과정이 매개되어야 작
업장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영면․이동진(2009)은 노사협의
회는 노사 간 마찰을 사전 예방하고 노사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로
활용된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무노조기업 또한 유노조기업과 마찬가지로 노
사협의회는 노사 간의 차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시사한다.
Verma(2005)는 근로자대표기구와 작업장 의사소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근로자대표기구가 근로자의 요구사항과 불만 제기를 회사 측에 전달하는 의사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요약하였다. 유노조기업
에서 근로자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면 무노조기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참여와 참여적 작업조직활동 모색:노사관계의 역할을 중심으로(김현동․이동진)

 159

업에 전파되어 노사협의회와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또한 늘어나게 된다(Verma
2005). 이렇듯 근로자대표기구가 중심이 되어 노사를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되
려면 작업장 성과가 향상되어져야 한다.
근로자대표기구는 자연스럽게 자율권과 작업장 프로그램 참여수준을 높여
혁신성과를 창출하여 작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위치와 역할을 탄탄하게 굳히
려고 노력할 것이다. 근로자대표기구(노동조합/노사협의회)가 회사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수준이 높아야 회사의 경영상황과 사업 정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작업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
다(배규식 外, 2008; 권순식 外 2009). 즉 현장근로자들의 작업조직 참여범위를
넓히고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
로 모색하게 된다. 이렇듯 근로자대표기구의 역할이 늘어나야 현장근로자의 참
여적 작업조직활동이 활발해지며 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이 높아져 전략
수준과 작업장수준에서 정합을 이룰 수 있다.
가설 1 : 근로자대표기구(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전략수준에서의 근로
자 참여는 작업장수준에서의 근로자 참여, 즉 자율권과 작업장 프로그램
참여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2. 근로자 경영참여 성과의 연계과정 :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
작업현장에서 현장근로자들에게 자율권이 주어져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업무
분장하고 작업방식을 설계하여 작업현장을 운영한다면 작업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며 작업방식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참여적 작업조
직활동에서 근로자들은 지니고 있는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숙련시키고 작업과정을 개선하는 데 적용 가능한
지식을 개발해 내어 작업현장의 운영에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권순식 外 2009). 높은 수준의 자율권과 작업조직활동의 참여는
또한 현장근로자들로 하여금 책임감, 보람, 인정 등의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현장 혁신활동에 매진하도록 만들 수 있다.
Birdi, Clegg, Patterson, Robinson, Stride, Wall, & Wood(2008) 연구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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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먼트 다기능훈련과 생산작업조직－JIT, 종합적 품질관리(TQM), 첨단제조
기술(AMT)－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308개 업체를 대상으로 22년 동안
추적한 결과 임파워먼트와 다기능훈련은 작업현장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입증하였다. 따라서 Birdi et al.(2008)은 작업현장 근로자들에게
자율권한 이양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탐색할 수 있었다. 김동배․이인제
(2009) 연구에서는 2005년 사업체패널자료의 7개의 참여적 조직관행으로 구성
된 작업조직 지수가 설문으로 측정된 회사의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권순식 外(2009)는 창원에 소재한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사노무관리자들에
게 사업체패널자료 설문 문항과 유사한 참여적 조직관행으로 근로자의 경영참
여를 측정하여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김동배․이인제(2009)와 권순식 外(2009)는 참여적 작업조직활동이 작업현장
에서의 혁신활동을 활성화시킨다고 입증하여도 정성적으로 측정된 한계를 벗
어나지 못하였다.
현 연구 모델의 틀은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의사결정 관여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근로자대표기구가 경영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경영성과를 올리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작업장 근
로자들의 자율권이 높아져야 작업장 업무방식을 전략 목표와 가치에 적합하게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참여지향적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업무개선 제안이 늘어나며 기업의 재
무성과가 향상되는 등 작업장에서 전략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Wall, Wood
& Leach 2004; Verma 2005). 근로자대표기구는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을 능
동적으로 활용하여 전략적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고자 한다.
근로자대표기구의 회사 경영참여가 작업장수준의 근로자 참여로 전파되어
재무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근로자대표기구는 참여경영을 구현하려는
동기를 지니게 된다. 재무성과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근로자대표기구는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현장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대표기
구로서의 위치를 탄탄하게 굳힐 수 있다. 노동조합과 회사의 재무적 성과향상
이라는 주제는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나 다양한 변수들에 의하여 유의미한 영
향을 받아 왔으므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현 연구는 노동조합이 자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참여와 참여적 작업조직활동 모색:노사관계의 역할을 중심으로(김현동․이동진)

 161

신의 위상을 높일 기회를 가진다면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기울
인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기구의 참여가 작업장수준의 혁신활동에 전파
되어 재무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근로자대표기구를 매개로 한 참여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작업장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를 연계지어 검증한 연구가 소
수에 불과하므로 현 연구는 작업장 혁신활동 성과와 기업의 재무지표를 연계지
어 선행연구가 놓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현 연구는 자율권과 참여적 작업조
직 관행이 작업장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혁신활동의 결과와
회사의 재무성과를 연계시켜 측정하여 선행연구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가설 2 :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의 참여, 즉 자율권과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
수준이 높아질수록 작업장 혁신성과 및 재무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3. 노사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참여적 작업조직 인과관계의
변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업장을 개편하는
데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면 작업장 조직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상당
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입증하여 작업장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하여 왔다(배규식 外 2008). 손동희(2009)는 노동조합이 회사경
영에 기여하는 측면을 크게 두 가지－‘효율성’과 ‘형평성’－로 구분하였다. 노
동조합이 ‘효율성’ 측면에 비중을 둔다면 조직성과에 중점을 두면서 작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인다. 반면 노동조합이 ‘형평성’에 우선적
인 가치를 부여한다면 작업조직이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손동희(2009)는 노동조합의 ‘효율성’ 역할이 활성화된 조직의 재무성
과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입증하여 노동조합이 회사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
안을 밝혀냈다. 비록 노동조합의 회사성과에 대한 기여도는 노사관계 특성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짐에도 노동조합이 생산성 향상에 매진한다면 경영성과
를 향상시킬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다(Kleiner, Leonard, & Pilarski 2002; 손동
희 2009).
Kim and Bae(2005)는 한국 재벌 자회사로서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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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와 삼성SDI를 사례 연구하여 근로자대표기구의 활동이 작업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LG전자는 유노조사업장이고 삼성SDI는 무노조사
업장이므로 Kim and Bae(2005)의 연구는 노조 유무에 따른 작업장 조직 운영
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비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LG전자 노동조합과 삼
성SDI 양측 다 근로자대표기구는 경영진과 협력하여 다양한 작업장 혁신활동
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나 실행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점을 나타
내고 있다. LG전자는 종업원의 작업장 혁신활동에 관여하는 폭이 다소 넓으며
상향지향적인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반면 삼성SDI는 톱-다운 형태의 품질개
선활동이 위주가 되므로 LG전자와 비교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장 혁신프로
그램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은 상대적으로 좁다. 비록 Kim and Bae(2005)의 연구
는 두 대기업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사례 조사하였으나 유노조기업과 무노조
기업을 대조하여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유
의미함을 입증하였다. Kim and Kim(2004) 연구에서도 세 곳의 유노조사업장
과 세 곳의 무노조사업장에 종사하는 857명의 현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조
유무에 따라 작업장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무노조사업장과 비
교하여 유노조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노동권에 대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어서 현장근로자들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대수준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듯 한국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근로자
들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의 존재를 반드시 고려하여
야 한다.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노동조합과 관리자가 작업장을 운영
하고 생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작업장 혁신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Cutcher-Gershenfeld and Kochan(2004)에서 노동조합과 경영
진의 이해관계가 Win-Win을 지향하는 통합적 협상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작업
장 혁신활동이 안착될 수 있다고 입증하였다. 특히 문제해결팀, 브레인스토밍
등의 노사 간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전
사적으로 전파시켜 작업현장에서의 혁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Block and
Berg(2009)에서도 노동조합과 관리자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노사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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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여야 작업장 혁신성과가 향상된다고 입증하였다. Batt, Colvin, and Keefe
(2002)는 통신산업에서 유노조기업의 이직률은 무노조기업과 비교하여 유의미
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참여적 조직관행인 문제해결팀, 소집단활동 또한
작업근로자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현 연구는 무
노조기업에 비하여 유노조기업에서 근로자대표기구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
된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자율권이 신장되고 참여
적 작업조직활동이 활발해져 작업장 혁신 결과가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가설 3 :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의사결정 참여, 자율권 및 참여적 작업장 프로
그램 그리고 회사성과로의 연계 과정은 무노조기업에 비해서 유노조기업
에서 강화될 것이다.

Ⅲ. 실증분석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잠재변수들을 관측변수들을 통
해서 측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잠재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AMOS 8.0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그림 1).
[그림 1] 연구 모형
작업장
자율권

근로자
경영참여

작업장
혁신활동성과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

재무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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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성격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의뢰하여 수집된 ｢사업체패널조사
(WPS2007)｣의 자료가 사용되고 있다. WPS2007는 1,774개 사업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유노조/무노조 사업장 각각 500개 업체 정도만이 근로자 경
영참여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 1,000개 업체 중 자율권, 작업장 프로그램
작업장 경영혁신 프로그램 성과, 재무적 성과 등을 보고한 기업체는 총 518개
업체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WPS2007 표본은 1,774개 사업장이어도 결측치가
제거된 518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모델을 검증하고 있다.

3. 변수의 측정

가. 근로자 경영참여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는 ‘경영전략’, ‘투자전략’, ‘신기술․신기계 도입’, ‘외
주하청’ 그리고 ‘국내외 공장이전’에 대한 근로자대표기구의 의사결정 참여 정
도가 포함되고 있다. 이들 항목들의 측정은 모두 노사관계 담당자들을 대상으
로 4점 척도(1점 : ‘사전에 통보도 없이 회사가 결정’, ‘4점 : 노사 공동결정’)로
측정하고 있다. 전략적 수준에서의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측정하려면 본사의 전
략적 의사결정에 근로자대표기구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반영되어야 한
다. 위 문항들은 본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실행이 가능한 경영활동
이며 질문 문항 또한 근로자대표기구의 참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
업체패널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나. 작업장 자율권
팀이나 작업반과 같은 작업단위의 자율권은 작업조직에 대한 설문 중에서 ‘업
무수행 방식’, ‘업무속도’, ‘신규팀 채용’ 그리고 ‘팀(반)원 훈련’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작업단위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권 정도가 포함되고 있으며, 모두 인사담
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업조직에 대한 사업체패널의 설
문문항은 작업장의 관리자들이 작업현장 운영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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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네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다.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
작업장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역량관리와 기능의 효율적 활용을 위주로 작
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노용진 2009).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은 권순식 外
(2009)와 김동배․이인재(2009)의 근로자참여 프로그램변수 조작방식을 참조
하여 2007년 사업체패널자료에서 설문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
‘종업원제안제도’, ‘소집단활동’, ‘문제해결팀’, ‘다기능 교육’ 등을 활용하였으
므로 본 연구도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변수를 작업조직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권순식 外 2009; 김동배․이인재 2009). 구조방정식에서
는 측정변수를 최소한 두 문항이상의 복수 문항으로 구성할 것을 추천하고 있
다. 개선프로그램 수행 여부에 관한 문항 또한 작업장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설문하고 있으므로 현 연구의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에 부합된다고 본다. 따
라서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 운영은 ‘작업조직’에 대한 설문과 ‘지난 5년간 개
선프로그램 수행 여부’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작업조직에 대한 설문은
‘6시그마’, ‘전사품질관리’, ‘제안제도’, ‘소집단활동’, ‘다기능 교육훈련’ ‘정기
적 업무로테이션’ 그리고 ‘작업단위인 팀/반 회의’의 실시 여부가 포함되고 있
다. 과거 5년간 실시된 개선프로그램은 ‘제품생산공정/서비스제공방식/업무수
행방식개선’, ‘고객차별화서비스도입’, ‘부품/중간재/제품 물류체계개선’, ‘신기
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항목들의 측정은 모두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정된 변수를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총합하여 연속형 변
수로 조작하였다. 위 문항들은 작업조직에서의 근로자의 역량과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문하였으므로 참여적 작업조직이 혁신활동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반영된다고 보아 사업체패널의 설문 문항으로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
변수를 조작하였다.

라. 작업장 프로그램의 경영혁신 성과
사업체패널에서 작업장 프로그램 혁신성과는 작업장 수준과 개인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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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될 수 있다. 현 연구의 자율권과 참여적 작업활동은 작업장 수준이므로 작
업장수준에서 측정된 혁신성과 변수를 사용하였다. 작업장 프로그램의 경영혁
신 성과는 작업장 혁신에 대한 설문 중에서 ‘노동생산성’, ‘납기(納期)’ 그리고
‘품질’이 향상되거나 단축된 정도가 포함되고 있다. 작업장 경영혁신 성과를 구
성하는 항목들은 작업장의 생산성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작
업장에서의 경영혁신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위 세 항목들은 또한 인
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 기업의 재무적 성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정규직 근로자 총수로 나누어
정규 분포로 만들고자 로그로 변환하였다. 인사관리자에 의한 설문지 응답은
공분산이 중복되어 설명되는 변수들의 분산을 부풀릴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에 계량적인 성과지표를 포함시켜 설문지로 조사된 혁신성과와 연
계시켜 계량/비계량 성과지표의 장단을 상호간 보완하려고 한다.

바. 통제변수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하였
다. 회사 크기는 종업원 숫자를, 회사 연령은 2007년에서 설립 연도 차감한 값
을 로그 변환하였다. 회사 경영에서 혁신전략의 중요성은 “귀 사업장 주력(제품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전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A07210)와 “귀 사
업장은 다음 혁신유형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A07211) 두 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회사 크기와 회사 연령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그리고 혁신전략은
작업장 자율권과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을 통제하였다.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참여와 참여적 작업조직활동 모색:노사관계의 역할을 중심으로(김현동․이동진)

 167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의 표본 기업체에서 제조업은 53%인 275개 업체, 도소매업은
7%인 36개 업체, 운수업, 출판․영상․방송․정보통신서비스업은 6%인 31개
업체, 금융보험업은 5%인 26개 업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평균 종
업원 수는 약 744명이며, 기업 연령은 26.44년 그리고 노조율은 50.6%로서 회
사의 규모와 연령, 그리고 노조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1인당 매출액은 5억
9천3백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영업이익은 7천5백만 원이다. 기업의 혁신전략은
3.398로 혁신활동을 기업의 핵심적인 역량으로 간주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 정도는 약 2.07 그리고 작업장 자율권은 2.60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참
여적 작업조직활동은 평균 3.72로 각 회사가 3~4개 정도의 참여적 작업조직활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스시그
마 프로그램은 161개 업체 31.1%, 식스시그마 이외 품질프로그램은 222개 업
체 42.9%, 업무개선제안제도는 399개 업체 77%, 소집단활동은 272개 업체
52.7%, 정기적 업무로테이션은 232개 업체 44.8%, 다기능 교육훈련은 218개
업체 41.8%, 그리고 팀반 정기적 회의는 423개 업체 81.2%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5년간 실시된 개선프로그램은 평균 1.3 정도로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개선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제품생산공정/서비스제공방식/업무수행방식 개
선은 36.7% 190개 업체, 고객차별화서비스 도입은 29.5%인 153개 업체, 부품/
중간재/제품물류체계 개선은 27.6%인 143개 업체,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은 35.9%인 186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표본이 추출한 WPS2007은 제조업체 비율이 .418, 기업 규모와 연령
평균이 422.465명과 22.371년, 노조 비율은 .377, 그리고 1인당 매출액 평균은
3억9천9백8십만 원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이 원래 표본인
WPS2007와 비교하여 제조업체와 노조 비율이 높으며, 기업 규모와 연령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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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준
편차
.53 .50
.04 .20
.07 .26
.06 .24
.06 .23
.05 .22
.04 .21
04 .19
745.56 1454.64
26.438 17.456
3.338 .725
.506 .500
2.07 .80
2.60 .50
3.72 195
1.297 1.63
3.72 1.95
593.53 1570.20
75.77 1158.46

변수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25
-.292
-.269
-.269
-.245
-.225
-.214
-.047
.112
.138
.057
.001
-.111
.230
.237
.344
.066
.042

-.058
-.053
-.052
-.048
-.044
-.042
-.022
.006
-.012
-.119
-.021
.117
-.074
-.091
-.034
.046
.024

-.069
-.069
-.063
-.058
-.055
-.051
-.114
.135
-.096
.090
-.009
-.098
-.115
-.082
.062
.042

-.062
-.058
-.053
-.051
.001
.051
-.168
.199
-.024
-.177
-.221
.049
-.111
-.116
-.077

-.058
-.053
-.051
-.044
-.143
-.050
-.046
.011
.068
-.088
-.091
-.100
-.024
-.069

-.048
-.046
.281
.099
-.016
.031
-.007
.088
-.013
-.031
-.140
.194
.167

-.042
-.035
-.012
-.019
-.138
-.034
.146
-.105
-.132
-.064
-.080
-.051

.003
-.139 .175
-.197 .090 -.039
-.144 .174 .336 -.004
-.041 .004 .007 .053 .078
-.015 .014 -.069 .128 -.112 .168
-.191 .158 .022 .261 .166 .063 .115
-.147 .184 .262 .117 .781 .061 -.042
-.079 -.031 -.043 .191 -.027 .049 .071
-.114 .116 .033 .083 .101 .011 .088
-.078 .188 .075 .113 .119 -.039 .039

(15)

.345
.330
.103
.093

(16)

(17)

.185
.102 -.026
.117 .045

(18)

.538

주 : 1) r > .085, p<.05; r > .110, p<.01; r > .190, p<.001(양측검정) 표본 크기=518
2) (1) 제조업 (2) 건설업 (3) 도소매업 (4) 운수업 (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6) 금융보험업 (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 사업시설관리업 (9)
회사 크기 (10) 회사 연령 (11) 혁신전략 (12) 노조 유무 (13) 근로자 경영참
여 (14) 작업장자율권 (15) 참여적 작업조직활동(각 기업체마다 참여한 프로그
램을 총합) (16) 개선프로그램(각 기업체마다 참여한 프로그램을 총합) (17) 작
업장 프로그램의 경영혁신성과 (18) 1인당 매출액(백만원) (19) 1인당 영업이
익(백만원)

래 되었다. 본 연구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업종 간 근로
자의 경영참여와 기업의 재무성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았
다. ANOVA로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의 근로자 경영참여(F = .001)와 기업의
재무성과(1인당 매출액 : F = 2.245; 1인당 영업이익: F = .915) 그리고 회사 규
모(F = 1.160)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록 작업장의 자율권(F =
6.474)은 무노조기업이, 참여적 작업장 프로그램 운용(F = 71.220)은 유노조기
업이 유의미하게 높았음에도 독립변수인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종속변수인 기
업의 재무성과가 유사하므로 업종을 포괄하여 연구 모델을 검증하였다.1)
1) 본 연구의 표본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연구 모델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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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근로자대
표기구를 통한 경영참여는 작업현장의 자율권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r = .168, p<.01) 참여적 작업조직활동이 높을수록 작업장 혁신성과(r =
.330, p<.001)와 1인당 매출액(r = .103, p<.05)과 1인당 영업이익(r = .093,
p<.05)은 늘어나고 있다(표 1).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참여적 작업조직활동(r =
.166, p<.01) 및 개선프로그램(r = .781, p<.001)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작업장 자율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 = -.112, p<.01).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참여가 높을수록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자율권이 높아지고 있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회사와 사
업장 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유의미한
변수로서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무노조 사업장과 비교하여 작업조직활동이 능동
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자율권이 저해되는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가설 검정
본 연구의 모델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변수가 매개하고 있으므로 구
조방정식을 분석하여 근로자대표기구의 회사 경영참여와 작업현장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장 혁신성과의 인과관계를 표본기업 전체와 유노조와 무노조 두 그
룹으로 분류하여 검증하였다(표 2; 표 3).
구조방정식은 연속형 변수를 대상으로 모델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예/아니오
이분법으로 조사된 참여 작업조직 프로그램 설문 문항을 총합하여 연속형 변수
로 바꾸었다. 또한 연구 모델을 공분산 분석으로 검증하여 설문 문항의 표준
적재치가 너무 낮으면 측정 변수의 설명력이 떨어져 신뢰하기 어렵다. 노조 유
무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기구를 통한 경영참여에서 외주하청과 국내외 공장
이전은 경로계수가 .2 이하이므로 외주하청과 국내외 공장이전 문항을 제거하

증하였다. 제조업 서비스업 둘 다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활동참여는 자율권을 높이며, 참
여적 작업조직활동은 혁신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활동참여는 참여적 작업조직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자율권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활동참여가 혁신활동성과
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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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조방정식 모형 계수
잠재변수
근로자대표
기구 경영
활동 참여

설문지 문항
경영전략
투자전략
신기술/신기계 도입
업무수행방법 결정에 대한 자율권
업무속도 결정에 대한 자율권
작업현장
자율권
신규팀 채용 결정에 대한 자율권
팀(반)원 훈련결정 과정에 대한 자율권
참여적 작업장 작업조직 프로그램 총합
프로그램
지난 5년간 개선프로그램 수행 여부 총합
노동생산성 제고
작업장혁신
납기(서비스 대기시간) 단축
활동 성과
생산/서비스의 품질제고
회사 매출액
회사 재무
적성과
회사 영업이익
혁신시장 전략
혁신전략
혁신유형

총기업
.890***
.979***
.829***
.913***
.901***
.529***
.664***
.920***
.377**
.875***
.876***
.868***
.656***
.653***
.525***
.777***

유노조
.855***
.997***
.777***
.907***
.919***
.515***
.706***
.848***
.565***
.865***
.890***
.878***
.800***
.581***
.541***
.837***

무노조
.919***
.961***
.873***
.929***
.862***
.541***
.627***
.854***

.882***
.858***
.868***
.459***
.836***
.623***
.584***

* : p<.05, ** : p<.01, *** : p<.001(양측검정) (회사 크기와 회사 연령은 외생변수이므로
포함 안함)

<표 3> 측정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잠재변수 인과관계
근로자대표기구 경영활동참여
→ 작업현장 자율권
근로자대표기구 경영활동참여
→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
작업현장 자율권→ 작업장
혁신활동성과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
작업장 혁신활동성과
작업장 혁신활동성과→회사 재무성과
혁신전략→ 작업현장 자율권
혁신전략→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
회사 크기→ 회사 재무성과
회사 연령→ 회사 재무성과
Chi-Sqaured/df
CMIN
GFI
CFI
RMSEA

총기업
유노조
무노조
(표본크기=518) (표본크기=264) (표본크기=254)
표준화 표준 표준화 표준 표준화 표준
계수
편차
계수
편차
계수
편차

.167***

.032

.166**

.048

.182**

.044

.120**

.111

.076

.168

.179**

.164

.025

.053

.094

.068

-.122+

.087

.350***

.016

.455***

.027

.404***

.029

.153**
.079 .270*** .109 .008
.078
.192**
.047 .194**
.086 .234*** .097
.392*** .215 .516*** .318 .382*** .414
.283*** .052 .289*** .063 .233*
.085
.108+
.062 -.044
.092 .137+
.082
420.877/128
261.665/128
204.345/112
3.288
2.044
1.825
.921
.906
.910
.927
.936
.945
.067
.063
.060

* : p<.05, ** : p<.01, *** : p<.001(양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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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려고 했다(표 2).
또한 무노조기업에서는 지난 5년간 개선프로그램 수행 여부 총합이 .176으로
계수가 매우 낮으므로 무노조기업의 연구모델 검증 시 제거하였다.
전체 그룹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면 CMIN/DF는 3.288로 적합도 기준
(CMIN/DF = 3)을 넘어섰으나, RMSEA는 .067, GFI는 .921, 그리고 CFI는 .927
로 수용 가능하다(표 3).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활동 참여는 작업현장의 자율
권을 향상시켰으며(β = .167, p<.001)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 활동에도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β = .120, p<.01).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 활동은 혁신활
동의 성과를 높이지만(β = .350, p<.001) 작업현장의 자율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β = .025, p>.10), 작업장 혁신활동성과는 회사의 재무성과와 유
의미하게 연계된다(β = .153, p<.01). 통제변수인 혁신전략과 회사 크기는 작업
현장 자율권(β = .192, p<.01)과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β = .392, p<.001),
그리고 회사 재무성과(β = .283,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가설 3에서 설정한 대로 유노조/무노조 그룹으로 구분하여 연구 모델을 검정
하였다. 유노조 그룹 2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 모델을 분석하면 카이제곱은
261.665, 자유도는 128, CMIN/DF는 2.044, RMSEA는 .063, GFI는 .906, CFI
는 .936으로 모델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다(표 3). 유노조 그룹에서 노동조합의
경영활동참여가 작업장에서의 자율권(β = .166, p<.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β = .076, p>.10)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유노조 그룹에서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β = .455, p<.001)은 작업장
혁신성과를 높여주며 이는 재무적 성과로도 연결된다(β = .270, p<.001)(표 3).
반면 작업현장에서의 자율권(β = .094, p>.10)은 경영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무노조 그룹 25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 모델
타당성 지수는 카이제곱 204.345, 자유도 112, CMIN/DF 1.825, RMSEA .060,
GFI .910, CFI .945로 무노조기업 연구 모델 또한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표 3).
무노조 그룹에서도 유노조 그룹과 마찬가지로 노사협의회의 경영활동참여는
작업장에서의 자율권(β = .182, p<.01)과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β = .179,
p<.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β = .404, p<.001)
은 작업장 혁신성과를 높여주지만 작업현장에서의 자율권(β = -.122, p<.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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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혁신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노조기업에서의 작업장 혁
신활동성과는 회사 재무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유노조 그룹과 달리 혁신성
과의 기업경쟁력에 대한 기여도는 전무하다(β = .008, p>.10)(표 3). 유노조/무
노조 두 그룹 전부 통제변수인 혁신전략은 작업현장 자율권(유노조 : β = .194,
p<.01; 무노조 : β = .234, p<.001)과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유노조 : β = .516,
p<.001; 무노조 : β = .382, p<.001)에, 회사 크기는 회사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유노조 : β = .289, p<.001; 무노조 : β = .233, p<.05). 근로
자대표기구의 경영활동참여와 작업장 혁신활동성과 및 기업의 재무성과가 직
접적으로 연계되는지 분석해 보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성립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유노조기업에서는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활동이 기업성
과로 연계되고 있으며 무노조기업에서는 반드시 참여적 작업조직이 구축되어
져야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참여는 현장근로자들에
게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혁신활동의 성과는 향
상되지만 현장근로자의 자율권은 혁신활동성과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작업장 표본을 유노조/무노조 사업
장으로 분류하면 무노조기업과 비교하여 유노조기업에서는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참여가 작업장 혁신활동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가설과
달리 무노조기업에서 작업현장 자율권이 작업장 혁신활동성과에 근소하나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율권의 효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유
노조기업에서만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이 기업의 재무성과로 연계되므로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의 효용성은 무노조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노조 유무는 현장근로자의 경영참여와 작업장 혁신활동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노조기업에서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참여가 작업장
혁신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취약함에도 기업의 재무성과 향상이 입증되어
가설 3에 대하여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작업혁신 현장에서 노
조 유무가 중요한 변수이므로 기업체의 경영진은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현장근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참여와 참여적 작업조직활동 모색:노사관계의 역할을 중심으로(김현동․이동진)

 173

로자의 경영참여를 실시하여야 작업현장에서의 혁신성과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V. 맺음말 : 토론과 연구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전해 주고 있다.
첫째, 연구 모델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대표기구가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하
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참여지향적 작업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 근로자대표기
구의 활동은 작업현장에 전파되어 현장근로자들에게 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보
다 많은 참여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이는 작업장의 관리자들은 작업조직을 설
계하고 구성하는 데 근로자대표기구를 작업현장에서 영향력 있는 변수로 고려
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장근로자의 참여가 작업장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경영진은 근로자대표기구가 전략계획을 세우고 작업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적
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참여적 작업조직활동과 달리 작업현장의 자율권은 현장작업장 운영에
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작업현장에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자
율권이 이양되어도 실제로는 경영진에 의한 탑-다운 방식으로 작업장이 운영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이 톱-다운 방식으로 실시되면
신속하게 추진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
이 실시될 때 근로자대표기구의 참여가 부족하여 현장근로자의 아이디어와 피
드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이 현장과 동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근로자대표기구의 참여와 자율권이 연계될 때
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탐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사관계가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활동 참여와 회사성과의 연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하였다. 노조 유무와 관계없이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은 작업장 혁신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에도
유노조기업에서만 작업장 혁신활동이 회사의 재무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노동
조합이 ‘효율성’ 측면에 관여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회사의 경쟁력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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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선행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 연구 결과이다(손동희 2009). 상당수의
관리자들은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회사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 역할을 조명하여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작업장에서 노사관계를 어떻게 설정
하는가에 따라 회사성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작
업조직을 구축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노사관계 특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유노조 사업장에서 자율권이 회사성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은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활동참여와 분리된 수준에
서 작업장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유노조 사업장에서 참여지향
적인 작업조직 프로그램과 자율권은 기업성과로 이어지는 매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유노조 사업장에서 대다수의 경영진은 노동조합에 작업현장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면 작업현장에서 혁신을 실현하는 데 관리자들과 마찰 및
충돌이 빚어질까 두려워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작업장 혁신활동성과는 기업의 재무성과로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작업장 경영진은 노동조합이 ‘효율성’ 측면에 초점을 맞춘 활동
을 전개하면 회사의 재무성과는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노동조합이
작업장 운영에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유노조 사업장에서
는 경영진 단독으로 작업장 혁신을 추진하기보다 근로자대표기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작업조직을 운영하고 생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노조 사업장에서 자율권은 혁신활동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는 작업장 혁신활동에
서의 노사협의회 역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의 여러 보
고서에서 노사협의회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하여 보고 사항으로만 다루고 있
고, 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서는 의결 사항만으로 다루어 노사협의회의 활동과
기능은 수동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주희․이승협 2005). 무노조 사업장에서도
노사협의회가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작업장에서 현
장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권한 또한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현장근로자들의 자
율권이 신장되어도 작업장 혁신활동은 구현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힌다. 오히
려 거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작업장 혁신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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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렇듯 무노조 사업장의 자율권은 허울 뿐이므로 기업체의 경영진은 노
사협의회와 자율권에 대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자율권을 허용되
지 않고 표준화된 지침과 정책을 충실히 따르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작업현장
경영에 자율적인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근로자대표기구가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경영진과 근로
자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야 작업장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실제 작업장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대표기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기업체가 작업장 혁신활동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려면 경영진은 근로자대표조직에 대한 기존의 틀을 바꾸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경영
참여라는 원칙이 전사적으로 실현되려면 참여 수준과 참여 주체에서 정합성을
이루어야 혁신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영진은 회사 본부와
사업장 간 근로자의 경영참여라는 측면에서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을 기울어야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참여경영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유
노조기업은 무노조기업과 비교하여 자율성이 낮아져(β = -.122, p<.10) 노동조
합은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율권을 행사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
만, 유노조기업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높아지면 행사할 수 있는 자율권 수
준이 뚜렷하게 올라가게 된다(β = .166, p<.01). 유노조기업에서 근로자의 경영
활동 참여와 노사관계 협력성을 상관관계 분석해 본 결과 r = .251(p<.01)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사관계가 순조로워야 근로자의 경영참여 또한 능동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 유노조기업 작업현장에서 근
로자에게 자율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가 적대적이어서 발생하는 사례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노조 기업
체가 참여경영을 실시하여 작업장 혁신성과를 높이려면 노사관계를 전반적으
로 검토한 후 참여경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을 활용하여 연구 모델을 검증하여 변수들을 조작하고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또한 유노조 사업장과 무노조 사업장의 회사 규모
와 회사의 재무성과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므로 연구 모델을 유노조/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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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 유무와 회사의 크기:
r = .093, p<.05; 1인당 매출액 : r = .101, p<.05; 1인당 영업이익: r = .119,
p<.05).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근로자참여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노
동조합원들이 보고한 사업장 규모가 무노조 사업장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고되
어 본 연구 모델은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다(김동배․
이인재 2009). 본 연구 모델을 2007년 사업체패널자료로 분석하였으므로 횡단
적 분석(cross-sectional study)의 한계점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유추하는 데 어
려움을 지니고 있다. 사업체패널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단수 응
답자를 활용한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하기 어렵다
(Gerhart, Wright, McMahan, & Snell 2000). 몇 년 후 새로운 사업체패널조사
가 실시되어 본 연구 모델을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분명하
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분법으로 조사된 참여적 작업조직 프로
그램을 표준화하여 연속형 변수로 전환시켰음에도 원래의 설문 문항이 이분법
이었다는 한계점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무노조기업에서 참여적 작업조직 프
로그램을 구성하는 ‘지난 5년간 개선프로그램 총합’에 대한 항목을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노조 유무에 따라 연구
모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각기 다른 설문지와 응답자에게서 조사된 변수들을 활용하므로 자기보고 방식
설문지를 활용할 때 제기되는 동일방법 편의를 제어하려고 노력하였다. 작업장
혁신활동이 제조업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므로 제조업으로만 산업을 통
제하여야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견해도 나올 수 있으나 다양한 산업군에서 혁
신활동이 활발하게 수행되는 추세를 본 연구는 반영하고자 하였다. 유노조기업
에서는 자율권과 참여적 작업조직활동은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작업장의 혁신성과가 기업의 재무성과로 연계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노동조합의 경영활동참여와 작업장의 성과 간 연계고리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유노조기업에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작업장 성과 간 매개
변수를 탐색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겠다.
이렇듯 여러 한계점에 부딪혔음에도 근로자대표기구의 경영활동 참여도가
작업장 혁신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이 노사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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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국의 기업체에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노사관계의 비중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도 종업원들의
경영참여를 통한 작업장 혁신활동의 진전을 노사관계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구
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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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c Involvement of Employee Representative &
Employee Involvement Practices
Hyondong Kim․Dongjin Lee
This study uses WPS2007(Workplace Panel Survey) to examine how
strategic involvement of employee representatives contributes to firm
innovation outcomes.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ndicate that
strategic involvement of employee representatives facilitate job autonomy
and employee involvement practices. Moreover, unionization exerts
significant influences over the linkage between strategic involvement of
employee representatives and employee involvement practices.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company executives carefully consider the labor
relation as a key factor to the success of employee involvement
practices.
Keywords : strategic involvement of employee representative, employee involvement
practice, unionization, workplace innovation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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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남녀차별적 지급기준

강 선 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처는 연령제한이 없지만 남편은 장애인이거
나 60세 이상인 자로 그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여성 배우자와 남성 배
우자 간 남녀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산재보험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법 및 노동법에서의 배우자의 수급자격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리고 현행 배우자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평등권 위반을 검토
하였으며, 그 결과 남성 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 요건의 부가는 과잉침해로
서 비례성을 갖지 않는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남녀차별적 요소
의 해소와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서 남성 배우자의 연령제한을 제거하고 여
성 배우자와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최선의 방안이 채택될 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 남편의 수급자격, 연령제한, 성차별, 평등원칙

Ⅰ. 문제 제기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사회의 성립과 함께 노동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
하게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근로자 개인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
논문접수일: 2010년 12월 2일, 심사의뢰일: 2010년 12월 13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24일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dulle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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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광범위해지면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활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위험이 되
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법적 보호수단이 강구되었고,
그 법적 보호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입법화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
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칭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에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사망근로자의 수
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계비 내지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일
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현행 유족급여제도 특히 보상을 받을 자(유족) 중
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연금과 일시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요건 등이 위와 같은
유족급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정되었는지 또는 그 목적을 적절하게 구현하
고 있는지 문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처는 연령의 제한이 없지만, 남편
은 60세 이상인 자로 그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여성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제정 당시 우리나라의 기혼 남성
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기타 소득활동 참가율과 기간 및 소득수준과
가정에서의 역할 등에 있어서의 현실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남성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에 의해 부양받던 여성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이지만 변화된 사회구조에서는 달리 판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우선 산재보
험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법 및 노동법에서의 배우자의 수급자격을 비
교․검토하고, 현행 배우자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평등권 위반 여부를 평
가하며,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유족보상연금에서의 남녀차별적 요소의 해소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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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배우자에 대한 남녀차별적 수급자격 인정기준

1. 산재보험법상의 배우자의 수급자격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지급
형태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
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에 한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방법은 최우선 순위의 수급권자에게만 유족보상연
금 그 전액이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제2항). 산재보험급여의 “유
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 이
러한 유족 중에서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
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
이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
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며, 남편인 경우에는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로 규
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한편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연
령제한 요건이 부가되지 아니한다(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유족보상연금 수
급자격자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일시금과 달리 유족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사
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으로 한정되고, ‘연령’, ‘국적’
과 ‘신체장애’ 등을 고려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산재보험법 뿐
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법에서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발견
된다. 여기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장애등급 2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1)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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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근로능력이 없으므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여 소득을 얻을 능력
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그 생계를 보장하는 데 있다. 즉 장애등
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 필요성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남성 근로
자가 사망한 경우에 남은 여성 배우자(처)에게는 어떠한 요건이나 연령 등의 제
한 없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이면 무조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부여하
나, 반면 여성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남은 남성 배우자(남편)에게는 60세 이
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2. 다른 사회보험 및 노동법에서의 배우자의 수급자격

가. 다른 사회보험에서의 배우자의 수급자격
국민연금법은 제73조에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
고 있으며, 그 제1항 제1호에 ‘배우자’라고만 되어 있어 여성 배우자와 남성 배
우자 간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없다. 2007년 7월 23일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하여
여성 배우자인 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건을 부가하지 않았으나 남성 배우자인
부에 대해서는 연령요건을 부가하였다. 이와 같은 남녀 간 차이를 둔 유족연금
수급연령 제한은 구 국민복지연금법(국민연금법의 이전 명칭)이 제정되었던
1973년 당시부터 존재했던 규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으로 개별 수급권을 가지고 있던 기혼여성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남편에게
도 동일하게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을 전부 개정하면서(법률 제8541호) 배우자의 유
족연금 수급요건에 있어서 남녀 배우자의 구별을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종전
에 처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던 것을, 남녀 배우자 구별 없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수급재개연령을 성별에 관계없이 55세로 동일
하게 조정하였다. 그리고 부칙 제8조에서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중 개정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남녀차별적 지급기준(강선희)

 185

법률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
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처에 대한 지급재개연령이 갑자기 늦춰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처
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었다.2)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으로서 배우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자
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이다(공무원연금법 제3
조 제3호).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인 배우자는 1960년 제정 당시부터 남녀 간
수급연령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우선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과 관련된 급여규
정은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
문이며 실제 공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만이 직접적인 관
련성이 있다.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
금을 지급하며,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
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제2항).
둘째는 제정 당시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연금이 아니라 유족일시금․유족부조금
과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만을 설정한 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유족도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
으며 남녀 배우자 간 요건의 차이는 없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2호).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
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
의 여부에 불구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
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다(군인연금법
제3조 제4호).
결론적으로 유족과 관련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회보험법에서 유족
2) 남성 배우자에 대한 차별규정의 삭제 경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헌재 2008. 11. 27. 2006
헌가1)의 판시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3) 제정 공무원연금법(196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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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배우자에 대해서 남녀 간의 수급요건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에서는 산재보험법이 유일하게 남녀 간 수급요건상의 차이, 즉 수급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셈이다.

나. 노동법에서 배우자의 수급자격
위의 다른 사회보험법을 제외하고 노동법의 영역, 즉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서 배우자는 여성 배우자와 남성 배우
자 간의 연령제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유족보상 내지 유족급여는
연금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유족보
상연금 수급권자가 없거나 중도에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차액)일시금의 수
급권자와 동일하다.

Ⅲ. 현행 배우자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평등권 위반 여부

1. 외국 남녀차별적 수급자격요건의 평등권 침해 사례

가. 미국 - 남성 배우자에게 여성 배우자와 달리 가중적 요건을 부가한
미주리(Missouri)주의 산재보상법의 위헌 사례 : Wengler v. Druggists
Mutual Insurance Co. 446 U.S. 142 (1980)
미주리 주의 산재보상법(Missouri workers' compensation laws)에 따르면 남
성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여성 배우자는 사실상 남편의 수입에 의존한다
는 것(부양받고 있음)을 입증함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반면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남성 배우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사실상 여성 근로자의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을 입증
하여야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77년 2월 11일 Ruth Wengl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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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자 그녀의 남편인 Paul J. Wengler는 산재보상법의 유족
보상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거부되었다. 이에
남편인 Paul J. Wengler는 장애도 없고 아내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과부와 홀아비를 불평등한 대우(disparate treatment)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주리 주의 산재보상법의 규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조항4)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행정적으로 거부되었으
며, 순회법원에서는 위의 산재보상법은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
고 남편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미주리 주대법원
(Missouri Supreme Court)은 “근로하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서 오는
실질적인 차이는 과부에게 행정적으로 제공하는 유리함을 정당화”시킨다는 이
유로 순회법원의 결정을 기각하였고, 이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우선적으로 위의 미주리 주 산재보상법의 규정이 여성과 남성
에게 성차별적 규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주리 주법은 명백하게 성차별
적이다. 미주리 주대법원은 여성에게 불리하기보다는 유리한 법이라는 관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규는 남성과 여성 양자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미주리 주 산재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왜냐하면
업무상 사망한 경우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남편)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장
해가 있거나 어느 정도 그녀에게 부양받는 경우에만 그녀의 남편에게 유족보상
연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Wengler 부인의 남편은 유
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 만약 Wengler씨가 사망한다면 Wengler
부인이 사실상 Wengler씨에게 부양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Wengler 부인은 결
론적으로 부양받고 있다고 추정되고 평생 동안 또는 재혼할 때까지 법정 금액
을 지급받는다. 그러므로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시에 그녀의 배우자에게
지불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유족보상연금은 사망한 남성 임금근로자의 배
4) 1866년 6월 13일 제안되어 1868년 7월 28일 효력이 발생한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서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
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
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
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equal protection of the laws)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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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에게 지불될 수 있는 유족보상연금의 경우보다 적다. … 미주리 주법원에
서 인정하듯이 미주리 주의 법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여성 근로자의 유족인
남성에 대해 차별이다. 유족연금수당을 받기 위해서 유족인 남성 배우자는 장애
가 있거나 부양받고 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역으로 사망근로자의 여성 배우자
는 부양받고 있다고 추정되고 평생 동안 혹은 재혼 시까지 유족보상연금을 보장
받는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 유족에 대한 차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에 있어서 위헌법률 심사기준으로서 “이러한 차별에 있
어서 우리 판례는, 성차별의 경우 입법 목적은 매우 중요한(serve important
governmental objectives) 것이어야 하고, 정부가 제정한 차별적 수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질적인 관련(substantially related)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중간단계 심사(intermediate scrutiny) 기준을 적용하였다.5) 연방대법원은
5) 중간단계 심사(intermediate scrutiny)는 1976년의 Craig v. Boren, 429 U.S. 190 판결에
서 성차별에 적용되는 새로운 심사 기준으로서 정립되었으며, 이 기준은 전통적인 합리성
심사(rationality review) 기준보다는 좀 더 엄격하나 엄격심사(strict scrutiny) 기준에 의
하여 해결하기에는 정도가 약한 영역에 적용되는 중간적 심사 기준인데, 중요한(important)
입법 목적, 그리고 그 목적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substantially related) 차별일 것을 요
구한다. 따라서 이 기준은 입법 목적 자체의 중요성과 그 목적과 수단(차별)과의 간에 공
정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목적과 수단의 양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합리성 심사 기준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법률이 중요한 정
부의 (입법)목적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그 법률은 합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목적은 단지 “정당한” 목적(legitimate goal for government to pursue)에 그쳐서
는 안 되고 법원이 “중요한”(important)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법률(에
의한 차별수단)이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법원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합리성 심사는 법률이 추구하려는 적법한(legitimate)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차별적 수단이 합리적으로 관련된(rationally related) 것임을 말하며, 엄격심
사기준은 입법 목적이 차별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불가피하고
(compelling) 우월한(overriding) 목적일 것을 요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필수
적(necessary)인 것이어야 하고 엄밀히 고안되어야(narrowly tailored) 한다는 기준이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기준은 차별의 수단만이 아니라 목적까지도 심사하게 되며, 차별하는
수단이 입법 목적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어야 한다(absolute necessity)
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밀접한 적합성(close fit)이 있어야 하고, 입법 목적 자체도
아주 중요한 이익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정당화해야 하는 고도의 까다로운 심사기
준이다(김현철,「헌법재판소의 평등권심사」,『허영박사정년기념논문집』
, 2002, p.105; 서
주실,「평등보호를 위한 사법심사 기준」,『미국헌법연구 8』, 미국헌법학회, 1997, p.1 이하;
안경환,「평등권-미국헌법을 중심으로-」,『헌법재판연구』제6권, 1995, p.45 이하; 이부하,
「평등보호의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미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한양법학』,제12집,
한양법학회, 2001, p.217 이하; 한수웅,「엄격한 기준에 의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
헌법재판소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법학연구』, 제6집,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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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법률이 “중요한 입법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미주리 주의 법은 모든 유
족인 여성 배우자와 부양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유족인 남성 배우자에게 유족보
상연금을 지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한 차별적
수단이－여성 임금근로자와 유배우자인 남성에 대한 차별－그 자체가 이 규정
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유족인 과부와 홀
아비 양 그룹의 모든 이들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불하거나 혹은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어느 한 그룹의 모든 이들에게만 유족보상연금을 지불함으로써, 유족
인 과부와 홀아비의 필요성은 완전히 충족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양의 입증
없이 유족인 모든 과부에게 지불하지만, 요구된 입증을 행한 유족인 홀아비에
게만 지불하는 이러한 차별적 수단은 어떻게 (목적에)부합하는가? 주법원 또는
피고인에 의해 제출된 여성과 남성을 달리 대우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 임금근로자에 의존적이므로(부양받으며), 여성의 경우
사안별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의존성(부양)을 추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반
면, 남성이 부양받을 수 있는 상정된 몇몇의 경우 개별적 조사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러한 빈약한 주장은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 삼아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데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하여 위헌으로 판결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6)
연방대법원은 어느 법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거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법이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고 여성에게 이익을 줄지라도 해당 법들을
번번이 무효화하였다. 이러한 많은 법들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
념 또는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남성은 경제적으로 아내
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고정관념에 의거한 것이다. 남편이 아내에게만 위
자료를 지급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는 줄 수 없도록 규정한 앨라배마
(Alabama) 주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1979년의 Orr v. Orr 판결7)과 사망한 남
편이나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 소득에 의거하여 유족연금을 과부
와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게 주지만 사망한 아내 또는 자녀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소득에 의거한 유족연금은 오직 미성년 자녀에게만 지급하
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p.155 이하 참조)
6) White 대법관의 위헌 의견에 대해 8대 1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7) 440 U.S. 268(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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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홀아비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사회보장법의 규정은 성차별로서 수정헌법 제5
조의 적법절차조항이 보장하는 평등보호권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1975년의
Weinberger v. Wiesenfeld 판결8)이 그러하다. 또한 1977년의 Califano v.
Goldfarb 판결9)은, 사망한 남편의 소득에 의거한 유족연금은 그의 과부에게 지
급될 수 있는 반면, 사망한 아내의 소득에 의거한 유족연금은 유족인 홀아비가
사망한 아내로부터 자신의 생계의 반 이상을 부양받던 경우에만 그 홀아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률의 목적뿐만 아니라 해당 규
정의 문언과 입법사로부터, 피부양자가 아닌 과부와 홀아비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더 곤궁할 과부를 구제하려는 신중한 의회의 의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는 일반적으로 부양받고 있을 것(피부양자)이라는 추정과 더불어
사망한 임금근로자의 피부양 배우자를 도우려는 의도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
리고 이러한 추정에 근거한 분류의 유일한 정당화 논거는, 모든 과부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 양자 모두에게 의존 상태의 증거를 요구하
는 것보다 정부의 시간, 돈 및 노력을 절약할 것이라는 입증되지 않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가정은 고용 관련 사회보장급부의 지급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유족연금 중 배우자연금에 있어서 남성 배우
자에게 여성 배우자와 달리 가중적 요건을 부가한 제국재해보험령의
1963년의 합헌결정과 1975년의 합헌결정과 입법촉구결정 : BVerfGE
17, 1; 39, 169.
1) 심판대상 법률조항
고용인보험법(Angestelltenversicherungsgesetzes: AVG)10) 제43조 제1항과
제국재해보험령(Reichsversicherungsordnung: RVO)11) 제1266조 제1항에 규정
8) 420 U.S. 636(1975).
9) 430 U.S. 199(1977).
10) 사무직 근로자의 연금보험(국민연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후에 사회법전 제6권에
‘법정 연금보험’으로 편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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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홀아비연금은 피보험자인 여성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 남성 배우자에게 지
급한다. 다만, 사망자가 그녀 가족의 생계비를 주로 부담하였던 경우에 한한다”
는 내용이다.12) 이에 반해 사망근로자의 여성 배우자인 과부에게 이러한 요건
이 없이 유족연금(과부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 AVG, § 1264
RVO).
13)

2) 1963년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연방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소득활동이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의 경우 남성 배우자와 비교하여 여성 배우자에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보험에 있어서 여성 배우자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한 것이고,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에 비추어 이러한 사회보험 체계상
의 남녀차별은 헌법적으로 용인되는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14)

3) 1975년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입법촉구결정

연방헌법재판소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하였다. 첫째는 종전에 합헌으로 선언
한 법률조항(1963년 합헌결정)이 다시 위헌제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며, 두
번째는 “사회보험에서 과부연금에 비해 홀아비연금에 대한 가중적인 요건의 부
가는 기본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은 현재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앞으로 장래에 기본법 제3조 제2항과 제3
항15)에 대한 위반을 배제할 객관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11)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후에 사회법전 제7권에 ‘법정 재해보
험’으로 편재되었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한다.
12) § 43 Abs. 1 AVG, § 1266 Abs. 1 RVO : “Witwerrente erhält der Ehemann nach dem Tod
seiner versicherten Ehefrau, wenn die Verstorbene den Unterhalt ihrer Familie
überwiegend bestritten hat.”
13) BVerfG 24. 7. 1963 - 1 BvL 30/57, 11/61 - BVerfGE 17, 1.
14) BVerfG 12. 3. 1975 - 1 BvL 15, 19/71 und 32/73; 1 BvR 297, 315/71, 407/72 und
37/73 - BVerfGE 39, 169.
15)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사실적인 실현을 증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항 “누구도 성별, 혈통, 종족,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
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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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는 일차적으로 1963년에 합헌으로 선언한 법률조항을 다시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헌법
재판소의 결정에는 실질적 확정력(materielle Gesetzeskraft)이 인정되어, 결정주
문 및 주문의 해석을 위하여 중요한 결정이유(tragende Grunde)는 소송당사자
를 기속한다. 실질적 확정력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성을 갖는 문제는 실질적
확정력의 시간적 범위이다. 심리의 원인이 된 사안이 그것에 적용된 법률에 대
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변화하였다면 해당 결정은 이제 더 이상 실질적 확정력
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해당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조항이라도 그 조항의 적용 사안이 사실상 변화하였으면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때 위헌심사를 제청하
는 법원은 어떠한 사정의 변화 때문에 이미 합헌결정된 법률이 이제 다시 위헌
상태로 변하였는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
는 종속적 노동 또는 자영업의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1950년에
7.5%이었으나 1973년에는 약 30%로 4배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기혼여성의 소득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현실은 사회
보험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할 의미 있는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우선 기혼여성 내에서의 차별, 즉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유배우자와 가사활동만을 전업으로 하는 기혼여성이 산재보험에 있어 동일한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 외부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가정 내에서의 가사활동 역시 여
성의 몫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과 그렇지 않은
기혼여성에게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지급에 있어 차별적인 규정을 새롭게 제정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성 유배우자의 경우에는 헌법적 관점에서
지금은 아니라 향후에 시정을 요하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
성의 경우에는 여성과 동일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성 배우자의 사망
으로 인한 유족급여 지급에 있어 여성 유배우자의 소득으로부터 생계비를 지급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아직은 유배우자연금의 수급조건의 차별은 합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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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남성과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남편 : 소득근로자,
아내 : 가사노동자)이 바뀌고 있고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에 버금할 것인 약 10
년 후에는 이러한 차별적 수급요건은 더 이상 헌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입법자에게 남녀평등에 부합하는 입법개정을 촉구하였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는 심판 대상 법률조항이 합헌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헌의 여지가 예견되므로 결정이유에서 입법자에게 법률 개선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법률조항을 제정할 당시에는 입법
자가 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했다는 과거의 상태를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차별시정의 방식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
하였다. 우선 유배우자연금의 지급을 위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이 생계비에
실질적으로 충당되었는지의 여부를 사례별로 검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
지만 이러한 방식은 급여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시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생계비에 충당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남성 유배우자의 수급요건을 완화하
여 여성 유배우자와 같이 그 법적 지위만으로도 유배우자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의 목적과 의의에 따르면 가장 타당한 해결방
식이겠으나, 사회보험 재정의 유한성으로 인하여 급여의 과도한 확대는 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유배우자연금의 수
급요건을 완전히 새롭게 개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수급요건을 성별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사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경우, 연령이나 기타 사
회적인 조건을 원인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은 수급요건
을 규정하여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첫 번째
의 방안과 마찬가지로 급여지급의 결정을 위해 수급요건을 검토하는 시간이 오
래 걸려 연금을 통한 생계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제시하였다.
4) 1985년 법률개정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개선방안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함께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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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택은 입법자에게 일임하였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개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1985년에서야 그 개정이 이루어져 남녀 유배
우자가 그 법적 지위만으로 유배우자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하였다.

2. 산재보험법상 남성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제한의 평등권 위반
여부

가. ILO 기준에의 부합 여부
ILO 제102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952년) 제10절의 유족급여
제60조에서는 배우자의 수급자격은 국내 법령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21호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1964년)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남편인 경우
에는 신체의 장해가 있고 부양되고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ILO 기
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남편의 수급자격에 대한 기준이 이에 부합하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일정한 연령(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양되
고 있는 자 내지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60세 이상인 자라면 이를 판단하는 징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역으로 60세 미만인 남편이 부양받지 않는 자 내지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 논의의 현황
남성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우선 전광석 교수는 구 국민연금법상의 남녀차별적 수급자
격에 대해 “남성 배우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남자는 소득활동을
하고, 따라서 여자의 사망으로 가족의 존속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관념에 기
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假定)은 타당성이 없다. 첫째, 고용
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것도 더 이상 이례적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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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둘째, 설혹 위와 같은 가정이 타당하다 해도 여성은 가사활동을 수행해
왔고 이러한 인력이 상실된다면 이제 남은 남편은 가사활동을 위한 인력을 시
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위험에 닥친다. 결국 남자의 소득활동과 여자의 가사활
동은 가족의 기능 유지라는 기준에서 관찰하면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금보험법이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을 하고 있다”16)고
한다. 또한 이상광 교수 역시 “배우자의 유족급여 지급요건상의 이와 같은 남
녀차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가정 하에 두고
있는 것이나, 그 합리적 근거는 현대사회의 노동구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약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녀차별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7)
마찬가지로 조성혜 교수도 남성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
는 시각에 따라서 남성 차별로도, 또는 여성 차별로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우
선은 남성에게 원칙적으로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남성 차
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남성은 생계능력이 있는 자로 보아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여성은 생계능력이 없다고 보아 유족급여를 지급하
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는 여성을 차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득실은
별론으로 하고 여성에 대한 과보호가 오히려 여성 차별적이라는 의미이다. 그
러나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보아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만큼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계가 막연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법률이 조정해 준 것이라고 보면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여성보호규정
으로도 볼 수도 있다. 한편 이 규정을 남성은 생계능력이 있는 자이므로 당연히
취업한(할) 것으로 보아 여성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
는다는 의미로 새기면 특별히 남성 차별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남성이
라고 반드시 취업을 할(했을) 것으로 볼 수 없고, 흔하지는 않더라도 여성이 생
계책임자인 가정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즉 남성 측
면에서 보면 생계능력이 있던 여성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60세 이상 자나 장애
인이 아닌 이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히 불공평하다고 볼 수
16)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pp.141~142. 이와 동일한 견해로서 차성안, 「유
족연금 수급자격상 남녀차별」,『사회보장판례연구』, 법문사, 2010, p.43.
17) 이상광,「사회법에 있어서 배우자 유족급여의 문제점」,『아세아여성법학』, 제4호, 아세아
여성법학연구소, 2001,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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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18)
또한 구 국민연금법과 관련해서도 “남성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경우가 있고, 질병․부상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남성 유족에 대하여 과도하게 연령제한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 초기인 과거에 여성의 취업
이 어렵고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여성이 소득활동을 하여 가족을 부
양하기가 어렵다는 가정에서 여성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여성 배우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연령제한은 남녀 간 차이를 두지 않고 있
으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제한에 결혼 기간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고 한다.19)

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
1) 심사의 척도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에 있어서 남성 배우자의 수급요건을 여성 배우자인 처
와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여성 배우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음은 긍정되나 이
러한 차별이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평등권 위
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완화된 심사척도)와 비례성
원칙에 의한 심사(엄격한 심사척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
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
18) 이와 더불어 “현행법이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로
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흐른
2009년에야 개정이 되었을 정도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데 오랜 시간이 필
요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조성혜,「국민연금법상 양성평등의 실현과
제」,『남녀고용평등법과 사회보장법상 여성의 지위향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사회
법학회, 2010. 11, pp.99~100).
19) 오근식,『유족연금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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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
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
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20)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
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
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족보상연금에 있어서 남성 배우자의 수급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
는 이유와 차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 목적(차별 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
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해야 한다.
2) 입법 목적의 정당성 측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
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상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
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21)이다. 한편
“산재보험은 노동관계의 종속성을 갖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하는
20)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헌재 2008. 11. 27. 2006헌가1 등.
21)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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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보호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 이
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이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여기에 약간의 국고 부담이 행해질 뿐이
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산재보험법 제3조). 이처럼 그 재원 조성에 국
가가 관여하는 부분이 최소한에 그치는 산재보험은 그 관여의 정도가 큰 사학
연금과 대비되고, 바로 이런 점이 산재보험법상의 유족연금이 민법상 상속에
좀 더 친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22) 따라서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
급자격자로서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족보상연금을 수급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 중에서 처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족인 남성 배우자의 나이가 왜 60세 이상
일 것을 요하는지에 대한 입법 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 중에서 여
성 배우자와 달리 남성 배우자에게만 연령제한을 두는 차별적인 요건을 정한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의 여부이다.23)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은 일차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 자들이
지만 이것만으로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도 소득 수단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계의 곤란을 겪는 유족에게 그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후자의 측면, 소득수단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
계의 곤란을 겪는 유족에 대한 기준은 이차적으로 연령제한 기준으로서 획일적
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성 배우자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은 소득 수단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계의 곤란을 겪는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며, 남성 배우자는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그러하다는 것이다. 구 국민연금법 유
족연금의 남녀차별적 수급기준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24)
22) 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23) 전자의 측면에 한정하여 판단하면 심사의 척도는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갈 것이다.
24) 헌재 2008. 11. 27. 2006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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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성 배우자에게 수급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남성 배우자를 여성 배우자에
비해 차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남성 근로자의 사망으로 생활
이 곤란하게 된 여성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여성 배
우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5) 여성의 노동시장
에서의 처지를 고려하여 적극적 입법으로 수급제약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
은 점은 일응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출발점부터 판단한다면 정
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여성․남성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면
소득 수단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며, 60세
미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차적으로 전제하고, 가부장적 사회에
서 한 가구 내에서 주로 남성은 소득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아내에
게 의존하는 바가 없으므로 아내가 사망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반면에 여성은 전업주부로 가사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남편에
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능력이 없게 된다는 이차적
인 전제하에 여성 배우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연령과 무관하게 생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부여한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노령에
대배하는 노령연금에서나 가능한 논리이며,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은 노령으
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령연금이 아니다.
3) 수단의 적합성 측면
여기서 입법자는 ‘60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을 남성 배우자에게 부가하였
고, 이러한 연령제한 규정이 차별적 수단으로서 적합한지가 문제된다. 소득능
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 기준을 획일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삼는 것은 실제 소
득능력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행
정상의 편의 도모 등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다. 한편으로 소득활동 능력의 유무
를 사유별로 세세하게 분류하고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불가
25)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은 이 논문에서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
금의 지급기준이 평등권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므로 이하의 내
용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박종희․강선희․이승현․차동욱,「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기준의 개선방안」(노동부 정책용역보고서), 노동부, 2010, pp.172~178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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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 것으로 간주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배우자가 수
급하는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이거나 2급
장애인인 남성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32%(전체 배우자 174,611
명 중 남성 배우자 4,057명)에 불과했으며, 2006년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배우
자 254,218명 중 남성 배우자가 6,206명으로 2.44%, 2007년 전체 배우자
283,993명 중 남성 배우자 7,526명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다. 수급연령제한
이 없어진 2008년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배우자 전체 314,461명 중 남성 배우자
가 9,602명으로 3.05%, 2009년 배우자 346,337명 중 남성 배우자 11,838명으로
3.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법개
정 전후 큰 변동이 없다.26) 이는 근로자 총수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뿐만 아니라 재직 중 사망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남성 배우자의 실제 소득능력의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는데 별 이점이 없다
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점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배우자에게 생
활능력이 없는 사유의 예외를 인정하여 구제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연령제한기
준(60세 이상)을 설정한 것은 차별적 수단으로서 적합성이 없으며 비례성을 상
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차별취급의 비례성 측면
60세 미만의 남성 배우자인 경우에도 여러 사정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
나 생계비의 일부만을 충당하는 때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구제
할 수 있는 예외를 설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연령기준으로만 제한한 것은 과도
한 차별로서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라 판단된다. 앞서 외국의 위헌 사례에서 보
았듯이 위헌성이 의심되거나 위헌으로 선언된 남성 배우자에 대한 입법은 연령
을 수급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남성 배우자가 처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
받았거나 처의 수입에 의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하물며 이러한 기준도 위헌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위헌으로
선언되는데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도 없
26)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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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대적인 연령기준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잉침해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유족보상연금에서의 남녀차별적인 수급요건은 입법 목적의 정당
성, 차별적 수단의 적합성 및 차별취급의 비례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평등원칙
에 반한다 할 것이다.

Ⅳ. 수급권자로서의 배우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독 일
독일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법전(SGB)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규율,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등과 관련한 사항
은 독일 사회법전 제7권(SGB VII)27)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앞서 언급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촉구결정에 따라 1985년 이래 배우자연금에서 남성 배
우자와 여성 배우자 간의 동등대우가 실현되었다. 따라서 남성 유배우자에게도
실제 사망한 여성 근로자가 생계비를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수급권을 부여
하였다. 배우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달의 만료 후 3개월이 만료될
때까지는 피보험자의 사망시 연간근로소득 3분의 2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이
기간 동안의 연금 산정에는 유배우자의 소득을 공제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
의 사망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된 경제적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8) 따라서 이 기간에는 근로자 사망 시의 연간근로소득 80%라는 유족
연금의 한도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29) 피보험자가 사망한 달의 만료 후 3개월
27) 독일 사회법전 제7권(SGB VII)의 내용상 명칭은 “법정 재해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사실상 산업재해, 즉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등에 대한 위
험의 방지 및 사고 후의 보상과 회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28) Schmitt, Jochem, SGB VII, 4. Aufl., 2009, S. 316, Rdn. 14.
29) 독일 사회법전 제7권 제70조 (유족연금의 한도액) 제1항 유족연금의 합계는 연간근로소득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유배우자, 전(前)배우자, 유자녀연금은 그 금
액의 비율에 따라 감액된다. 제1문의 적용 시 제65조 제2항 제2문 제2호 및 제3호 혹은 제68
조 제2항에 의해 산정된 연금은 배제된다. 제65조 제3항 혹은 제68조 제2항은 적용된다. 제
65조 제2항 제1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직계존속, 계부모, 수양부모 및 수양자녀는 유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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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려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의 증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보험
자 사망 당시 연간근로소득의 3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이 연금은 피
보험자가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장 24개월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배우자
가 사망한 달의 만료 후 연금의 지급에 있어 3개월의 배려 기간이 지난 후, 자
녀의 양육 또는 부양, 노령화, 건강상의 이유 등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
본연금에서 10%가 증액되어 피보험자 사망 당시 연간근로소득의 40%가 지급
된다.30) 배우자가 47세를 지난 경우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기본연금의
10%를 증액하여 연간근로소득의 40%를 지급한다.

2. 스위스
스위스의 산재보험법(Unfallversicherungsgesetz : UVG)상의 유족연금은 기본
적으로 현금성 급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연금의 기본적인 지급 목적은 생계
비의 보충에 있으며, 스위스 산재보험법(UVG)상의 유족연금도 이러한 목적에
기초하여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지급은 연금주의를 원칙으
로 하고,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금으로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외
적인 경우에만 보조금 등과 같은 일회성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유사하게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에 따라 크게 배우자연금과 자녀연금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유족급여의 배우자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녀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 전 배우자 혹은 유자녀연금이 유족연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
이 있다.
30) 독일 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사망자의 배우자 연금) 제2항 연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가 사망한 익월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연 근로소득의 3분의 2
2. 3개월이 경과한 후 연 근로소득의 100분의 30
3. 다음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 연 근로소득의 100분의 40
a) 유배우자가 유자녀연금수급권을 갖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신체적․정신적․심
리적 장애로 인하여 유자녀연금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녀나 만 27세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권을 상실한 자녀를 돌보는 경우
b) 사망자의 배우자가 만 47세가 지났을 경우
c) 사망자의 배우자가 사회법전 제6권에서 의미하는 취업능력 감소, 직업활동 불능 또
는 취업불능인 한; 연금보험기관의 취업능력 감소, 직업활동 불능 또는 취업 불능에
대한 결정은 재해보험기관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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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소득활동능력이 3분의 2 이상 상실되어야 한다(UVG
제29조).31) 후자의 경우는 반드시 사망 당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소득활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한다. 스위스는 배우자연
금에서 남성 배우자에 대하여 수급제한요건을 부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 배
우자에 관한 특칙을 두어 유족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즉 여성
배우자는 위와 같은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금수급권이 없
는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45세를 넘는 경우에는 배우자연금의 수급권을 갖는
다. 여성 배우자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배우자연금은 자녀연
금 등을 포함하여 최대 70% 한도 내에서 피보험 소득 중에서 최대 40%까지
지급한다(UVG 제31조).32)
31) 스위스 산재보험법(UVG) 제29조 (유배우자의 수급권)
(1) 유배우자는 연금 또는 보조금에 대한 수급권을 갖는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혼인 관계가 성립된 경우, 결혼이 보험사고 전에 이미 선포되
었거나, 해당 결혼이 적어도 사망 전 2년간은 지속되었을 경우 수급권이 인정된다.
(3) 유배우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자신의 고유한 연금수급권을 갖는 유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여 배우자의 사망으로 연금수급권을 갖게 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또는 적어도 3분의 2의 소득활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나 배우자
의 사망 후 2년 내에 3분의 2의 소득활동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에 대
한 수급권을 갖는다. 그 밖에 여성 유배우자가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 더 이상 연금수
급권을 갖지 못하는 자녀를 가진 경우나, 또는 여성 유배우자가 45세가 넘은 경우에
도 연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여성 유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일회성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4) 이혼한 전(前) 배우자는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유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5) 유배우자의 연금 또는 보조금은 자녀에 대한 의무를 중대한 양식으로 불이행한 경우
ATSG의 제21조 제2항과는 달리 감소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6) 연금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달에 발생하거나 유배우자에게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소득활동 능력 상실이 발생한 달에 발생한다. 연금수급권은 재혼 시, 수급
권자의 사망 시, 또는 연금이 완제된 경우 소멸한다.
32) 스위스 산재보험법(UVG) 제31조 (연금의 상한)
(1) 유족연금은 피보험 소득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배우자연금으로 40%,
자녀감액연금으로 15%,
자녀전액연금으로 25%,
그 밖의 유족연금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70%
(2) 이혼한 전(前)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은 지급되던 생계비 한도 내에서 피보험 소득
의 20%가 지급된다.
(3) 연금은 배우자와 유자녀에 대한 연금이 70% 이상인 경우 또는 이혼한 전(前)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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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위싱턴 주의 산재보험법
미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에서 1980년 남성 배우자에게
여성배우자와 달리 가중적 요건을 부가한 미주리(Missouri) 주의 산재보상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수급자격에서 남성 배우자와 여성 배우자 간의 차별적
수급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워싱턴 주의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의33) 수
급권자는 배우자이며, 남성․여성을 불문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대하여 연령제한 요건이라든지 부양받을 것 등의 수급자격 요건이 없으나 다만
재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근로자가 자녀가 없
는 경우에는 사망근로자 임금의 60%, 사망근로자의 자녀가 1명이고 그 배우자
가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근로자 임금의 62%, 사망근로자
가 자녀 2명이고 그 배우자가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근로자
임금의 64%, 사망근로자가 자녀 3명이고 그 배우자가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근로자 임금의 66%, 사망근로자가 자녀 4명이고 그 배우자
가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근로자 임금의 68%, 사망근로자
가 자녀 5명 이상이고 그 배우자가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
근로자 임금의 70%의 유족연금액은 유배우자에게 지급한다{§ 51.32.050 제2
항 (a)}. 유배우자가 사망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가지지 아니하거
나 근로자의 사망이후에 자녀의 법적 양육권이 유배우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때에는 유배우자의 법적 양육권이 없는 자녀를 위한 모든 급여는 그
자녀의 법적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급여액은 자녀 각각 1명
에 대하여 근로자 사망의 결과로 지급할 수 있는 월별 급여액의 5%이며 그 총
액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법적 양육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유배우자
의 유족연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51.32.050 제2항 (b)}.

에 대한 연금과 합하여 90% 이상인 경우 균등한 비율로 조절한다.
33) 미국 워싱턴 주의 산재보험법은 워싱턴 주법 제51편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Revised
Code of Washington - RCW Title 51 Industrial Insurance), 제51.32.050조에 유족보
상( Death benefits)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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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차별적 요소의 해소 및 합리적 개선방안의 모색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의 남녀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
선방안으로서 우선 남성 배우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여성 배우자와 동일하게
규율해야 한다. 즉 남성 배우자의 연령제한 요건을 제거하고 남성 배우자도 여
성배우자와 같이 일차적 요건(생계공동 요건 내지 생계유지 요건)만으로 유족
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는 유족보상연금의 목적 등
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이며, 위헌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여기서 수급대상이 60세 이상의 남성 배우자에서 60세 미만으로 할 경우
그에 따라 수혜자가 확대되면서 산재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어 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 중 여
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149명으로 5.72%, 2003년 140명으로
4.79%, 2004년 144명으로 5.20%, 2005년 144명으로 5.78%, 2006년 134명으
로 5.46%, 2007년 122명으로 5.07%, 2008년 112명으로 4.62%이며34), 이들 중
미혼여성을 일부 제외하면 실제 남성 배우자가 있는 비중은 최대한 5% 내외가
될 것이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08년 49.9%)35)에 비하여 현저히 적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래에 수급권자인 60세 이상
인 남성 배우자를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될 보험급여는 보험 재정에 큰 부
담을 줄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예컨대 2008년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의 수
급자격자가 존재하는 사망한 여성 근로자 총 30명 중 남성 배우자(60세 이상인
자)는 18명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추가 재
원을 산정하더라도 그 액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더 나아가 우
리나라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그 전체를 지급하므로 종
전에 60세 미만인 남성 배우자가 수급자격이 없어 그 후순위자에게 지급되었던
34) 노동부,『산업재해 현황분석』, 2008. 이들 사망한 근로자들이 모두 산재보험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3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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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성 사망자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유형별 분포
(단위 : 명, %)

남편
자녀
부모
손자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21
20
32
24
21
17
25
18
15
193
(58.3) (47.6) (61.5) (55.8) (56.8) (43.6) (52.1) (60.0) (65.2) (55.1)
12
17
17
16
12
18
19
11
6
128
3
5
3
2
4
4
4
1
1
27
0
0
0
1
0
0
0
0
1
2
36
42
52
43
37
39
48
30
23
350

주 : 사망근로자에 대해 수급권자가 2명인 경우를 제외함(자녀․손자가 3명인 경우 1로 취
급, 부모 2명은 1로 취급). 실무상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등
하게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다수인을 1명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도를 기할 수 있음.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것을 대체하는 효과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체계를 변경
(예컨대 수급자 유형별로 독자적인 연금제도와 수급권을 부여하는 방식)한다면
대체효과는 그만큼 감소될 것이다. 또한 후순위자에게 지급되던(자녀․부모 등)
것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18세 이상에 도달하는 기간 내지 부모가 수
명연령(기대여명연령)에 도달하는 기간 보다 남성배우자가 수명연령(기대여명
연령)에 도달하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증가하여 다소 보험재정
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계에서 본다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즉 여성근로자의 사망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
는 경우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36)에 따르면 상속후 공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36)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는 종래 판례가 취했던
공제 후 상속설을 변경하면서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공
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 주
체가 서로 상이하여 위와 같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
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서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법적 성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급권의 법적 성질, 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및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법리 등을 종합
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
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
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
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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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에 근거하면 60세 미만의 남성 배우자는 손해배상의 상속인이며 가
장 많은 상속지분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보상연금에서는 수급자격
이 없어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의 동일성은 긍정되나 귀속
주체의 동일성(수급자의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민사배상과 보험급여
간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서 남성 배우자
는 거의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
게 된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벗어날 수 있는 책임
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별도의 민사배상을 남성 배우자에게 행함
으로써 그에 따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60세 미만인
남성 배우자에게 수급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사용자의 민사배상 부
담을 경감하여 전체적으로 상기의 다소 증가하는 보험 재정을 상쇄하고도 남음
이 있다.
위와 같은 방안이 수용될 수 없다면, 최소한 남성 배우자에게 과잉침해가 되
지 않도록 구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구제책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남성 배우자의 수급제한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준고령(50세 이
상) 내지 고령(55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에 있는 자는 고용
조정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재에 조기퇴직 등으로 실업에 처하기 쉬우며 또한
취업의 기회를 갖기 곤란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위의 법에
서 보호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60세 이상을 이와 같은 보
호연령(50세 내지 55세)으로 낮추는 것이다. 둘째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절대적인 수급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수급제한연령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된 바 있으므로 재론이 필
요하지 않다. 일정 연령 미만에 있는 자들 중에서 소득활동능력이 없거나 배우
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
체는 손해배상과 유족급여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사유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수
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 주체 사이의 동일성이 요구된다고 보았고 그 귀속
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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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선하는 것은 최소한 여성과 남성 배우자 간의 차별취급에 있어 남성 배우
자에 대한 과잉침해를 면하게 되어 그에 따른 위헌성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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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x-Based Discrimination in the Survivors' Pension Scheme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s
Sun-hee Kang
The provis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denies a widower benefits on his wife’s work-related death unless he is
disabled or his age is over 60. But the provision grants a widow death
benefits without the age limitation clause. In other words, to qualify for
survivors’ pension, widower is disabled or his age is over 60. So, there
is sex discrimination in the provis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spouse's entitlements not only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ut also of the other social
insurance act. And this article examines the equal rights of spouse’s
entitlements of the act in force. As a result, this article judges that the
provision i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because the
provision which has additional age limitation clause in the widower’s
benefits has not proportionality test.
To get rid of sex discrimination factor and to be reasonable
improvements in the Act, this article suggests getting rid of age
limitation clause in the widower’s benefits, and rulling equal base in the
spouse’s entitlements. And if the best improvement plan will not be
accepted, this article suggests minimal improvement in the act.
Keywords : survivors’ pens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idower’s entitlement of benefit, age norm, sex-based discrimination,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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