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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 임금격차가 조직의 성과에 미친 영향은 많이 논의되어 왔다. 임금
격차는 한편에서는 높은 근로노력을 추동하는 인센티브가 되지만, 다른 한편
에서는 조직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낮은 성과를 가져오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프로야구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격차가 팀 성적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프로야구 8개 팀에 대한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팀 성적과 선수 연봉 자료를 활용하였고,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동적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을 통해 선수들 간의
임금격차가 팀 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팀 내 임금격차를 대리하
는 지수로는 지니계수, 변동계수, 허쉬만-허핀달지수, 조정된 허쉬만-허핀달
지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평균임금 수준과 팀 승률은 양(+)의 관계를 보였고, 팀내
임금격차의 크기는 어느 수준까지는 팀 성적과 양(+)의 관계를 보이다가 특
정 수준 이후부터는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조직내 임금격차의 크기
와 조직성과가 역U자형의 비선형 관계를 갖는다는 것으로, 토너먼트 이론과
응집성 이론 모두를 부분적으로만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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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프로스포츠는 노동시장 연구에 있어 매우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Lawrence(2000)가 지적하듯이－스포츠산업은 해당 산업의 모든 노동자와 관리
자의 이름과 얼굴, 개인사 및 개별 노동자들의 총보수와 성과통계, 그리고 개별
노동자나 관리자별로 그의 경력 전체에 있어 노동자-고용주 결합데이터를 구축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다.
또한 프로스포츠가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자세하면서 정확하다는 장점을 갖
는다. 개인과 집단이 달성하는 여러 성과들과 그에 따른 보상은 다양한 방식으
로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므로 결측값이나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
며 따라서 그 어떤 조사 데이터보다 질 높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프로스포츠는 자유계약선수(Free Agent) 제도, 구단별 연봉상한제
(Salary Cap), 외국인 선수 도입 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노동경제학자들에게 하나의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의 장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스포츠 데이터가 가진 장점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프로스포츠를 여러 가지 노동경제학 이론을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해 오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스포츠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프로스포츠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관련 인프라나 제도
적 설비가 부족하여 아직 프로스포츠가 산업적 지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개인 및 팀의 여러 성과와 보상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프로야구리그(Korea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데이
터를 사용하여 임금격차와 팀 성적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
서는 프로야구 구단의 팀 성적이 어떤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특히 팀내 구성원들 내의 임금격차가 팀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팀내 임금격차가 심화되면 팀 성적이 향상되는가?:한국프로야구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김정우․김기민)



3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는 임
금 격차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와 관련된 두 가지 상반되는 가설을 검토하고,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한다. 다음 제Ⅲ장에서는 사용된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그리
고 마지막 제Ⅴ장에서 요약과 시사점을 서술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여러 이론들에 따르면, 기업내 및 기업간 임금분포는 개인의 생산성과 기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묘사된다.
하나의 주장은, 인센티브에 기반한 큰 임금격차는 개인들에게 커다란 노력을
불러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Lazear and Rosen(1981)은
보상체계는 개별 노동자들의 산출수준, 즉 절대적인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직 내에서의 서수적 순위, 즉 상대적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
다고 분석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그들의 토너먼트(tournament)이론에 따르면, 토너먼트형 임금구
조는 균형적인 근로노력(work effort)을 증가시키고 임금분산과 생산성 간에 정
(+)의 관계를 이끌어내는데, 즉 임금격차의 크기가 근로노력을 끌어내는 유인
(incentive)으로 작동하므로 승자와 패자의 보상 간에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경쟁
자들은 더 큰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상반되는 이론도 존재하는데, 임금격차가 너무 커지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근로자들 간의 화합과 단결이 깨져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Levine(1991)은 조직내 임금격차가 극단적
으로 벌어지지 않는 이유를 응집성(cohesiveness)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술력이 높은 근로자와 낮은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
은 팀의 협력을 와해시켜 결국 팀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반면, 임
금격차가 작아지면 팀의 협동성이 높아져 효과적인 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
다고 보았다. 상호의존성이 높은 작업에서 조직의 생산성은 응집성의 정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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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에서는 저임금을 고임금으로 나눈 임금격차의 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은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압축된 임금구조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Akerlof and Yellen(1990)은 사회심리학의 공정이론(equity theory)에 기초하
여,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이 그들의 ‘공정임금(fair wage)’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적으로 근로노력을 철회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상대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 역시 임금격차의 심화가 성
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Henderson & Fredrick, 2001).
개인은 그들의 임금과 다른 집단의 임금을 비교한 후 그들의 임금이 적다는 것
을 알았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임금격차가 너무 크면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직장을 떠나거나, 결근․파업․사보타지 등의 행위가 나타나 성
과를 저해하게 된다.
결국 임금격차와 조직성과 간의 결과를 둘러싼 이론적 대립은 임금격차의 크
기가 클수록 전제적인 조직성과가 나아진다는 토너먼트 이론과 임금격차가 너
무 커지면 오히려 조직성과가 나빠진다는 다른 이론들(응집성 이론, 공정임금
이론, 상대적 박탈감 이론) 간의 대립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론의 검증은 실
증분석의 영역에서 시도되어 왔다.
토너먼트 이론의 검증 방법으로 주로 사용된 것은 기업의 최고위층 경영자
집단 내부의 임금구조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외국의, 특히
미국의 기업 최고위 경영층의 임금구조는 최고경영자(CEO)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급격한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너먼
트 이론을 검증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Leonard(1990)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의 43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들의 급여와 ROE(Return On Equity) 및 ROE 변화율로 살펴본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경영진 수준별 임금격차는 기업내 위계의 상위로 올
라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진 임금의 표준편차와 기울기(인센티
브의 정도), 기업성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토너
먼트 이론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지는 못했다.
Henderson and Fredrick(2001)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189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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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결합자료를 사용하여 최고경영자와 비CEO 이사들 간의 임금격차와
연간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 : ROA)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임금격차 그 자체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독립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아 토
너먼트 이론이 입증되지 못했다.
Jayant, Ebru and Anand(2009)는 Standard & Poor’s ExecuComp 2005년 데
이터로부터 199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수익과 기업특성, 최고
경영진의 급여 등이 포함된 3,567개 기업, 4,202명의 CEO, 25,461명의 VP(부
회장), 17,987개의 기업-회계년도 데이터를 추출하여 토너먼트 이론을 검증해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CEO(회장 혹은 대표이사)와 VP(부회장) 간의 임금격차
로 측정한 토너먼트 인센티브는 ROA 등으로 측정한 기업성과와 正(+)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토너먼트 이론의 주장과 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경영진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토너먼트 이론을 검증한 연구
들도 존재하는데, Cowherd and Levine(1992)은 1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격차와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낮은 지위의 종업원들과 높은 지
위의 관리자들 간의 임금격차와 제품의 품질 사이의 관계를 추정했는데, 임금
의 공평도가 높을수록, 즉 임금격차가 작을수록 제품의 품질은 좋은 것으로 나
타나, 토너먼트 이론과는 상반되는 분배적 정의 이론(distributive justice theory)
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Hibbs and Locking(2000)은 스웨덴의 개별 노동자 임금과 산업의 생산성 관
련 정보를 결합하여 임금격차와 생산효율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작업장내, 산업내 임금수준을 평등화하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공정
성, 도덕, 응집성’ 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사업장 간,
산업 간 임금격차는 생산성 향상과 負(–)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임금평등화의 진전은 부가가치의 증가와 正(+)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Heyman(2005)은 스웨덴의 사용주-노동자 결합데이터를 활용하여, 토너먼트
이론을 검증하였다. 스웨덴의 560개 기업의 1만여 명의 관리자, 17만여 명의
노동자 정보를 이용하여 OLS, WLS, 도구변수 등의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 노동자와 경영진 양쪽 모두의 경우에 10분위 계수로 측정한 임금격차의
크기가 클수록 1인당 수익으로 측정한 기업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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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너먼트 이론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이다.
토너먼트 이론을 본격적으로 검증한 국내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김경
묵(2005)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직급이 식별가능하고 일반 노동자 임금정
보를 포괄하고 있는 2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직급 간 임금격차의 결정요
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의 역동성, 기업규모, 외국인 지분율
등은 임금격차에 正(+)의 영향을 나타냈고, 노조가입률은 負(–)의 영향을 띄었
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 특히 환경의 역동성과 직급 간 임금격차가 正(+)의 관
계를 나타내는 것을, 종업원에 대한 감시(monitoring)가 어려워 태만(shirking)
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서는 인센티브(임금격차)를 크게 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토너먼트 이론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동배(2008)는 2004년에 실시한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와 ｢보상
체계에 관한 근로자 인식조사｣를 결합하여 연봉 차등폭이 보상수준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연봉 차등폭과 보상수준 만족과는 역U
자 형의 비선형 관계가 나타났지만 전체 사례의 2.9%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부분에서는 연봉 차등폭이 클수록 임금수준 만족도도 높은 선형의 正(+)의 관계
가 발견되었다. 물론 이는 직접적으로 토너먼트 이론을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토너먼트 이론의 예측과 부분적으로나마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엇갈린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분석대상으로 하는 산업 및 기업(사업체), 근로자
(의 직급, 직종 등)의 특성들이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
스포츠 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토너먼트 이론을 검증하는 데 하나의 유력한 대
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골프나 테니스 같은 개인 스포츠의 상금 배분방식은 우
승자와 준우승자 및 그 이하 순위 입상자들 간에 엄청난 상금(인센티브) 차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토너먼트 이론을 직접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찍이 Erenberg and Bognanno(1990)의 선구적 연구 이후, 프로스포츠 분야
의 사례를 이용하여 토너먼트 이론을 검증해 보고자 하는 적지 않은 후속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들은 1984년의 미국 남자골프 PGA 투어 사례를 이용하
여 상금 배분의 인센티브 강도와 성적(골프 타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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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주로 피로도가 심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위 토너먼트의 라운드에서－
높은 상금은 낮은 타수(좋은 성적)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너먼트 이
론의 예측과 부합했다.
Fernie and Metcalf(1999)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영국 경마에서 413건의
사례로 구성된 불균형패널과 23명의 기수를 매년 추적하여 구축된 184건의 균
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마기수의 급여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경마기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계
약을 체결할 유인이 높은데, 분석 결과 확정적인 급여체계보다 인센티브 급여
체계가 더 나은 성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 종목이 아닌 단체 종목에도 토너먼트 이론의 예측이 적
용될 수 있을까? 팀 경기는 개인 경기와는 달리 팀 구성원 모두의 전체적 실력
이 매우 중요하다.1) 또한 몇 개월간의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프로 구기
종목에서는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 못지않게 팀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좋은 팀
성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때 팀 내 선수들 간에 너무
심한 연봉격차는 자칫 팀내 불화와 협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의 이론 중 ‘응집성 이론’, ‘공정임금 이론’, ‘상대적 박탈감 이론’ 등으로 이
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 종목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프로스포츠가 산업으로 완전히 정착
한 미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Berri and Jewell(2004)은 1993년부터 2002년까
지 미국 프로농구(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 NBA)의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불평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NBA에서는 1990년대 임금불평
등 수준이 매우 심화되었는데, 임금불평등과 팀 생산성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Sommers(1998)는 전국하키리그(National Hockey League : NHL)의 1996/97
시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팀 성과와 임금불평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종
1) 팀 성적뿐 아니라 개별 선수의 성적과 그에 따른 연봉도 동료 선수들의 실력 등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프로 (구기)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개별 선수가 호흡이 맞는 특
정 팀 동료를 맞이한 후, 성적(과 연봉)이 급상승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Idson
and Kahane(2004)이 1994/95, 1996/97 시즌의 NBA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팀 동료들의 실력은 개별 선수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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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를 승점으로 하고 설명변수를 팀의 Gini계수, 평균임금으로 하고 추정한
결과, 팀의 평균임금이 일정할 때 임금불평등의 크기가 클수록 팀의 성과와는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군의 유럽 경제․경영학자들은 프로 축구의 사례를 이용하여 토너먼
트 이론의 검증을 시도했다. Franck and Nüesch(2010)은 1995/96 시즌부터
2006/07 시즌까지 12시즌 동안 독일 프로축구리그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임금
격차가 매우 크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 팀 성적이 좋았고, 임금불평등 정도가 중
간 수준인 경우에는 팀 성적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 U자형 구조를 보였다.
Frick and Prinz, Winkelmann(2003)은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인 야구(MLB),
농구(NBA), 하키(NHL), 미식축구(NFL)에서 팀 성적과 임금불평등 간의 관계
를 살펴보았는데, 하키와 미식축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야구는 負
(–)의 관계, 농구는 正(+)의 관계가 나타났다.
임금격차와 팀 성적 간의 관계를 다룬 스포츠 분야 선행연구 중에서 가장 많
은 실증연구가 수행된 분야는 미국 프로야구리그(Major League Baseball:
MLB)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승률(일부는 우승 여부)을 종속변수로
하고 임금불평등 정도를 대리하는 여러 지표들(지니계수, 변동계수, 허핀달-허
쉬만지수, 임금분산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모든 연구
에서 임금불평등이 클수록 팀 승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ichards & Guell, 1998; Bloom, 1999; Depken, 2000;
Jewell & Molina, 2004; DeBrock, Hendricks & Koenker, 2004).
한편, San and Jane(2008)은 타이완 프로야구리그(Chines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 CPBL)의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메이
저리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격차의 증가는 팀의 승률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負(–)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임금격차와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골프나 경마 같은 개인종목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크기가 클수록 성과도
좋아지는, 토너먼트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팀 스포츠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실증연구에서 임금격차의 크기와 성과 간에 負(–)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토너먼트 이론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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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포츠 분야 선행연구 요약 : 임금격차와 팀성적
연구자
Erenberg &
Bognanno
Fernie &
Metcalf
Begari &
Jewell

출판년도 종목

1990

골프

1999

경마

2004

농구

Sommers

1998

하키

Franck &
Nüesch

2010

축구

Frick,
Prinz &
Winkelmann

2003

야구
농구
하키
축구

Richards &
Guell

1998

야구

Bloom

1999

야구

Depken

2000

야구

Jewell &
2004
Molina
DeBrock,
Hendricks
2004
& Koenker
San &
2008
Jane
주 : 1) ‘+’는 正의 효과,

야구
야구

리그
미국
PGA남성
영국
BHB
미국
NBA
미국
NHL
독일
분데스리가
MLB
NBA
NHL
NFL
미국
메이저리그
미국
메이저리그
미국
메이저리그
미국
메이저리그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과

타수

상금배분

+

성적

급여+상금

+

팀 승률
변화
최종순위
(팀 승점)
승률(승점)
최종순위

HHI
(허핀달-허쉬만지수)

×

Gini계수

–

Gini계수
변동계수

U 자형

Gini 계수

–
+
×
×

임금분산

–

팀 승률
승률
우승여부
팀 성적
개인성적
팀 승률
팀 승률

미국
팀 승률
메이저리그

Gini계수
변동계수
HHI
(허핀달-허쉬만지수)

–
–

Gini 계수

–

허핀달 지수

–

대만
Adjust HHI
팀 승률
프로리그
‘-’는 負의 효과, ‘×’는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야구

–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8개 프로야구 구
단 전체의 성과(승률)와 전체 선수들의 임금자료이다.2) 본 자료에는 각 연도별
2) 이 자료는 스포츠투아이(주)에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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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국인 선수를 포함한 구단 소속 전체 선수들의 정확한 연봉과 승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구단 내 임금격차와 성적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3)
또한 1982년에 출범한 프로야구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거쳤지만, 현행
프로야구의 선수 수급 및 임금지급 관행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연고제, FA
(Free Agent)제도, 외국인선수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은 1998년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어,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1998~2009년)를 다루는 데 있어 특별
히 주목해야만 하는 제도적 변화는 없다.
다만 이 시기 일부 팀의 스폰서(sponsor) 기업 및 지역 연고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00년에 ‘쌍방울레이더스’가 ‘SK와이번즈’로 바뀌면서 스폰서 기업 및
지역 연고의 변화(전북→인천)가 있었고, 2001년에는 ‘해태타이거즈’가 ‘기아타
이거즈’로 바뀌면서 스폰서 기업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2000년에 ‘현대유니콘
스’는 지역 연고의 변화(인천→수원)가 있었고, 2008년에 ‘현대유니콘스’가 ‘히
어로즈’로 바뀌면서 스폰서 기업과 지역 연고의 변화(수원→서울)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해당 구단들의 이러한 변화들이 본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해당 변화 전후로 큰 이질성을 보였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쌍방울 구단과 SK 구단, 현대 구단과 히어로즈 구단은 그
규모나 지원 측면에서 보면, 분명 다른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별 팀 구성원
들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구단이 인수, 창단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선수들
을 승계하였으므로, 팀명과 스폰서 기업이 바뀌었더라도 같은 팀으로 정의하고
균형패널(balanced panel) 자료를 구축하였다.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구단의 연봉 총액(payroll)과 팀 성적 간의 관계는 반드시
높은 연봉 총액이 좋은 성적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층연구 및 분석이
필요한 블랙박스(Black Box)이다.4) 그러나 비록 최종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를 많이 하는 구단의 성적이 대체로 좋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인 예측이다.
3) 그러나 개별 선수들의 연봉과 소속팀, 그리고 팀 성적을 제외한 여타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추가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4) 미국 메이저리그의 뉴욕양키스나 일본 프로야구리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여타 구단보
다 월등히 높은 연봉 총액을 부담하는 부자 구단으로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우승권
의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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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프로야구 8개 구단의 팀 승률과 평균임금(1998～2009)
0.60
R2 = 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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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5,500

6,000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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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평균임금 (단위: 만원)

[그림 1]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동안 한국 프로야구 8개 구단의 해당 기
간 평균연봉과 팀 승률 간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각 점은 각 팀의
평균임금과 승률을 의미하고 추세선과 R2는 두 변수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상식적인 예측대로 오랜 기간 동안 선수들의 연봉에 투자를 많이
한 구단의 평균승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프로야구리그(Korea Professional
Baseball League)의 대표적 부자 구단인 삼성라이온즈의 평균임금과 평균승률
이 가장 높고, 투자에 인색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의 평균임금
과 평균승률이 가장 낮은 것도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이다.5)
이제 모형을 통해 팀 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평균임금과 임금격차의 영향력을 살펴보겠다. 이 모형에서 각 팀의 미관측 특
성은 각 스폰서(sponsor) 기업의 특성, 기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6) 등 다양하
5) 물론 비슷한 평균연봉에도 불구하고 1할 가까운 승률의 차이를 보인 넥센(현대)과 LG의
경우는 예외적이지만 흥미로운 사례이며, 롯데 다음으로 평균연봉이 낮지만 비교적 높은
평균승률을 보이고 있는 두산은 KBO의 대표적 ‘저비용-고효율’ 구단이라 불릴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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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팀 승률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추정계수의 편의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개별 구단의
미관측 특성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고정효
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식은 아
래 식 (1)과 같다.
                             

(1)

여기서,    는 개별 구단( )과 시간( )에 따른 팀의 승률,   는 개별 구
단(  )과 시간(  )에 따른 팀내 평균임금,   는 개별 구단(  )과 시간(  )에 따른 팀
내 임금격차,   는 개별 구단(  )과 시간(  )에 따른 팀 분위기,    는 개별 구단
(  )과 시간(  )에 따른 감독변수이다.  는 스폰서 기업의 특성, 기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같은 관측되지 않은 팀 효과이고,    는 개별 구단(  )과 시간(  )
에 따라 변하는 통상의 오차항이다.
다음으로 팀 승률을 추정함에 있어 지난 해의 팀 승률이 올해의 팀 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동적패널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는 설명변수
의 현재 기의 값뿐만 아니라 과거 기의 값들도 현재 기의   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동적패널 모형 식은 아래 식 (2)와 같다.
                                  

(2)

이 모형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앞
에서 설정한 일반적인 고정효과 모형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과      과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추
정결과는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이 되지 못한다.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는 1차 차분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 식에 대해
1차 차분을 실시하면               가 되고, 오차항
은              이 된다. 그러므로     과 오차항    가 상관관
6) 기반하고 있는 지역에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얼마나 있고, 또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야구 인구의 저변(depth)이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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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갖게 되어, 이 역시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한다.
동적패널 모형에서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
려하여 도구변수를 사용한 추정을 시도해야 한다. 여기서는 차분되지 않은
원래 수준변수인     ,     , …,     을 내생적 설명변수
    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일치추정량을 구하는 Allerano and

Bond(1991)가 제시한 GMM(Generalized Method-of-Moments) 추정방법을 사용
하였다.
본 분석에서 임금격차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수로는 Gini계수와 변동계수, 허
Index : HHI)와

쉬만-허핀달지수(Herfindal-Hirschman

조정된

HHI(Adjust

Herfindal-Hirschman Index : AJHHI)의 4가지를 사용하였다.
Gini계수는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널리 알려진 지수 중 하나로서 로렌츠 곡
선(Lorenz curve)의 소득분배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어 기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대개 지수의 값이 0.4 이상인 경우 소득불
평등이 시작되고 0.5 이상이면 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변동계수7)는
표준편차가 평균에 비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그 값이 클수록
임금격차가 크다. 허쉬만-허핀달지수8)는 일반적으로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업을 매출액이나 자산규모순으로 배열하고 시장점유율을 각
각의 %로 계산한 다음에 이들 점유율 제곱을 합산한 지수로서 HHI의 값이 클
수록 산업의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각 팀 선수들의 연봉이
그 팀 전체 임금 비용에서 점유하는 비율의 제곱을 합산하여 팀내 임금 불평등
정도를 구하였고 이 값이 클수록 팀내 임금불평등 정도가 큼을 나타낸다. 그러
나 HHI는 팀내(intra-) 임금불평등만을 고려하는 지수이므로 팀 간(inter-) 임금
불평등 정도까지 반영하기 위해 San and Jane(2008)의 조정된 HHI(AJHHI)9)를
논문에 사용하였다. 이 지수는 각 팀별로 리그 내에서 선수들의 연봉 순위를
표준편차
7) 변동계수  
평균
 

8)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







9)  



 



선수의 상대적 임금순위  ×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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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긴 후 그 순위의 합과 HHI를 곱한 값으로, 고액연봉 선수들의 비중이 많은
팀의 경우 그 값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 AJHHI 역시 값이 클수록 임금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과 관련된 변수(팀내 평균임금, 임금격차 지수) 외에도 팀 성적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다른 변수들 또한 모형에 포함시켰다.10)
개인 경기가 아닌 단체 경기에서 팀내 구성원들 간의 단결력과 성취하고자
하는 팀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 통상 영어로 Chemistry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부분은 실제 스포츠의 세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요소지만 계량화하기는 힘들
다.11) 이에 Chemistry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로 시즌 중 감독이 교체 여부와
실책(error) 비율(%)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시즌 중 감독이 교체되는 이유는 팀
승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감독의 선수 통솔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므로 이 변수를 팀 분위기를 대리하는 변수로 판단하였다. 감독이 시즌 중에
교체되면 1, 아니면 0으로 처리하였다. 실책 비율을 넣은 이유는 실책은 개별
프로야구 선수들의 임금 책정 시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지 않지만 경기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독립변수로 정하였다.
감독의 능력 역시 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감독의 능력이
연봉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감독 연봉을 감독 능력에 대한 대리변수로 활용
하고자 하였으나, 데이터에 감독의 연봉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대안으
로 신인 감독 여부와 누적 승률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신인 감독과 경력이
있는 감독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력이 있는 감독이면 1, 신인
감독이면 0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경력이 있는 감독의 경우 누적 승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자료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팀의 평균임금은 6,159만 원이고, 네
가지 임금격차 지수의 평균값은 각각 Gini계수는 0.512, 변동계수는 1.099,
HHI지수는 368.2, AJHHI지수는 555.8이다.
10) Depken(1999), San and Jane(2008), Sommers(1998) 등은 팀 승률, 임금총액, 임금격차
지수만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11) 개개인의 연봉이 높은 부자 구단을 물리치고 승리한 근성으로 똘똘 뭉친 헝그리 플레이
어들에 관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포츠의 세계에선 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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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량(N=8, T=12)
변수
종속변수

임금
독
립
변
수

팀분
위기
감독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팀 승률

0.499

0.085

0.695

0.224

팀내 평균임금(만원)

6,159

1,807

10,992

3,166

Gini계수

0.512

0.084

0.639

0.343

변동계수(CV)

1.099

0.258

0.613

1.593

허핀달-허쉬만지수(HHI)

368.2

75.89

563.8

237.3

AJHHI

555.8

156.8

849.9

280.9

시즌 중 감독 교체 = 1

0.104

0.307

실책(error) 비율(%)

0.019

0.002

0.024

0.012

경력 있는 감독 = 1(VM)

0.885

0.320

VM×감독 누적 승률

0.458

0.170

0.607

0.000

평균연봉이 높은 팀은 그만큼 실력이 좋은 선수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균
임금과 팀 성적은 正(+)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팀내 임금 격
차를 나타내는 임금격차 지수가 우리의 주요 관심변수이다. 만약 응집성 이론
(cohesiveness theory)을 지지한다면, 팀 성적과 負(–)의 관계를 보일 것이고 반
면에 토너먼트 이론(tournament theory)이 맞다면, 팀 성적과 正(+)의 관계를 보
일 것으로 예측된다.

Ⅳ. 실증분석 결과

<표 3>에는 고정효과 모형을 네 가지 임금격차 지수에 따라 추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결과를 보면, Gini계수, 변동계수, HHI, AJHHI 모두 비슷한 양상
을 보이고 있으나, HHI를 사용한 모형은 임금격차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Gini계수와 변동계수, AJHHI를 임금격차 지수
로 사용한 모형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겠다.
우선, Gini계수를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은 41.2%, 변동계수를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은 39.6%, AJHHI지수를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은 3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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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 종속변수-팀승률(N=8, T=12)
GINI
변동계수(CV)
계수 T-값 계수 T-값
평균임금(백만 원) 0.003 2.27 ** 0.003 2.63 **
임금격차 지수
4.250 2.45 ** 1.325 3.65 ***
임금격차 지수2
-3.443 -1.94 * -0.491 -3.13 ***
시즌 중 감독
-0.108 -4.09 *** -0.114 -4.39 ***
교체=1
실책(error)
-0.029 -0.76
-0.030 -0.78
비율(%)
경력 있는 감독
0.111 0.87
0.103 0.84
=1(VM)
VM×감독 누적
-0.221 -0.90
-0.206 -0.88
승률
상수항
-0.638 -1.44
-0.226 -1.05
2
R
0.412
0.396
변수

임
금
팀
분
위
기
감
독

HHI
계수
T-값
0.003 2.44 **
0.002 1.51
-0.0022) -1.37

AJHHI
계수
T-값
0.003 3.09 ***
0.002 3.50 ***
-0.0023) -3.26 ***

-0.107

-3.78 *** -0.120

-4.47 ***

-0.055

-1.35

-0.033

-0.85

0.082

0.61

0.069

0.53

-0.155

-0.60

-0.165

-0.66

0.164
0.348

-0.070 -0.37
0.372

주 : 1) ***는 유의수준 0.01, **는 유의수준 0.05, *는 유의수준 0.10에서 유의함.
2) HHI의 2차항의 계수는 1,000으로 나눈 후 제곱한 값.
3) AJHHI의 2차항의 계수는 1,000으로 나눈 후 제곱한 값.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임금효과를 살펴보면, 평균임금에 대한 추정치
는 예측대로 正(+)의 방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팀내 임금격차 변수를 보면, 일차항은 팀 승률에 正(+)의 방향을 보
였지만 제곱항은 팀 승률에 負(–)의 방향을 보이는 역U자형 이차함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임금격차가 단순한 선형의 정(+), 혹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
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는 선수들에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로 부
여되지만, 용인하지 못할 정도로 임금격차가 벌어지면 선수들 간의 비협조나
사보타주(sabotage)로 인하여 스포츠에서 중시되는 응집력과 단결, 협력이 와해
되어 결국 팀 승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12)
임금격차와 승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Gini
계수는 0.617까지 팀 승률에 正(+)의 방향을, 그 이상의 값을 가지면 負(–)
12) 인센티브(incentive)와 최적 근로노력 수준(optimal effort level) 간의 관계를 실험의 방
법을 통해 분석한 Pokorny(2008)는 초기에는 인센티브가 증가할수록 근로노력도 선형에
가깝게 증가하다가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인센티브가 증가해도 오히려 근로노력은 감소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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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금격차와 팀 승률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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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HHI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의 방향을 보이고, 변동계수(CV)는 1.349까지 팀 승률에 正(+)의 방향을, 그
이상의 값을 가지면 負(–)의 방향을 보이고, AJHHI지수는 674.24까지는 팀 승
률에 正(+)의 방향을, 그 이상의 값을 가지면 負(–)의 방향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13) HHI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던 것이 AJHHI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성과향상을 추동하는 임금격차의 성격
이 ‘팀내 선수들 간의 평균적인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고액 연봉 선수들의 비
중에 의한 격차’가 반영된 효과일 가능성을 제기해 준다.
다음으로, 기타 설명변수들의 분석결과들을 살펴보겠다. 우선 팀 분위기와
감독의 능력14) 관련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시즌 중에 감독이 교체된 경우, 팀
13) 이렇듯 임금격차와 성과와의 관계가 2차함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곧 기업이나 국민
경제 차원에서도 어떤 최적의 임금불평등(optimal inequality)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이는 야구팀의 구성원이 개별 경제 주체들에 비해 비교적 동질적이며, 야
구팀의 시즌 승률은 경제적 성과지표들과는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물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은 본 분석의 모형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14) 1969년부터 1987년까지의 미국 메이저리그 데이터를 사용한 Lawrence(1993)의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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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보인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실책 비
율도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감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보면, 경력이 있는 감독인 경우 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감독의 누적 승률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나 이 두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5)
다음으로 지난해의 팀 승률이 올해의 팀 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한 동적패널 모형을 네 가지 임금격차 지수에 따라 추정하였고 그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16). 추정 결과를 보면, 앞의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표 3)와
<표 4> 동적패널 모형 추정결과 : 종속변수-팀승률
변수

GINI

변동계수(CV)

HHI

AJHHI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전기 승률(     ) 0.163 1.16
0.095 0.69
0.222
1.67 * 0.151
1.18
평균임금(백만 원) 0.003 1.91 * 0.003 2.03 ** 0.003
1.77 * 0.003
2.23 **
임
임금격차 지수
4.103 2.03 ** 1.141 2.51 ** 0.002
1.19
0.002
2.58 ***
금
임금격차 지수2
-3.734 -1.90 * -0.440 -2.38 ** -0.0022) -1.21
-0.0013) -2.64 ***
팀 시즌 중 감독 교체=1 -0.132 -4.45 *** -0.126 -4.35 *** -0.131 -4.30 *** -0.135 -4.71 ***
분
위 실책(error)
-0.032 -0.76
-0.037 -0.91
-0.058 -1.36
-0.031 -0.76
기 비율(%)
경력 있는 감독
0.176 1.28
0.160 1.20
0.173
1.24
0.127
0.93
감 =1(VM)
독 VM×감독 누적
-0.359 -1.35
-0.325 -1.27
-0.342 -1.28
-0.277 -1.06
승률
상수
-0.871 -1.52
-0.156 -0.63
-0.156 -0.63
-0.340 -1.18
주 : 1) ***는 유의수준 0.01, **는 유의수준 0.05, *는 유의수준 0.10에서 유의함.
2) HHI의 2차항의 계수는 1,000으로 나눈 값.
3) AJHHI의 2차항의 계수는 1,000으로 나눈 값.
따르면, 선수 투입을 통제했을 때, 감독의 능력은 높은 승률과 연관이 있으며 선수들의
성적도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감독의 누적 승률이 負(-)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
타난 것은 신인 감독의 승률이 ‘0’의 값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0
년 이후 삼성의 선동렬, 두산의 김경문, 롯데의 제리 로이스터, SK의 조범현 등이 새로
부임한 첫 해에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6) 4가지 임금격차 지수를 사용한 모형에 대해 도구변수의 과대식별(overidentifying)이 적
절한지에 대한 귀무가설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하지 않아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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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인 가운데, 과거 기의 값이 현재 기의 승률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본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비교
적 자기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데이터의 기간(  )이 비교적 짧고(12
년) 팀 수 또한 비교적 적어(8개), 추정계수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데이터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Ⅴ. 결론과 함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프로야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과 동적패
널 모형을 통해, 임금격차와 팀 성적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서구에서 프로스포츠 데이터를 통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개인 경기
의 경우는 대개 임금 혹은 상금의 격차가 클수록 높은 성과가 발현되는 토너먼
트 이론을 지지해 주는 결과가 발견되었고, 팀 경기의 경우에는 임금격차가 클
수록 성과(주로 승률)와 負(–)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서구에서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임금격차와 팀 성적 간에 역U자형
의 비선형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적어도 한국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임금
격차가 개인의 근로노력을 추동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하지만, 특정 수준을 넘어
서면 단체 스포츠의 중요 덕목인 단결과 협력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낮은 근로
노력과 나쁜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으로, 토너먼트 이론(tournament theory)
과 응집성 이론(cohesiveness theory)의 예측을 각각 부분적으로만 지지하는 것
이다.
물론 한국프로야구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비해 그 시장의 규모가 비교가 안될
만큼 작고, 선수들의 절대적 연봉 수준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선수들 간의 임
금격차도 미국 메이저리그에 비해서는 작다고 볼 수 있다.17) 또한 한국의 프로
야구 구단들은 명시적으로 개인 연봉 인상에 상한을 두거나, 샐러리 캡(Salary
17) Bloom(1999)에 따르면 1985년에서 1993년까지 29개 MLB 구단의 평균 지니계수는
0.60으로 본 논문의 한국프로야구(1998～2009) 지니계수 0.51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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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구조적 제약은 존재하며,18) 미국
에 비해 선수들의 구단 간 이동이 훨씬 적고 따라서 구단에서 선수들의 연봉
책정 시 어느 정도 연공(seniority)적 요소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스몰마
켓(Small Market)으로서 한국프로야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마지
막으로 공식적인 연봉으로는 반영되지 않는, 한때 암암리에 시행되던 (시즌 중)
상여금이나 수당 혹은 주택 및 차량, 광고 수입과 같은 개별적인 인센티브들은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작용하여 한국 프로야
구에서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와는 달리, 임금격차와 팀 성적 간의 관계에 있어
일정 수준까지는 正(+)의 관계가 발견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국프로야구
가 갖는 산업적 규모의 차이와 제도적 제약, 그리고 자료의 한계들에 대한 충분
한 검토와 재해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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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Pay Dispersion within a Team Enhance Team
Performance? : An Analysis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Data
Jungwoo Kim․Kimin Kim
The effects of pay dispersion within an organization on that organization's
performance has been an extensively researched topic. While pay dispersion,
on the one hand, acts as an incentive to put in more work effort, on the
other it can also hurt the organization's cohesiveness and intensifies perceptions
of relative deprivation, leading to worse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use data from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to analyse
the effects of pay dispersion on team performance. We draw performance
and pay data from 8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teams over the
period ranging from 1998 to 2009, and estimate a fixed effects model and
dynamic panel model to study the effect of pay dispersion on team victory
rates. We apply various measures of within-team pay dispersion: the Gini
index,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baseline/adjusted Hirschman-Herfindahl
indices.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a team's average pay level is
positively related to team performance. Pay dispersion is positively related
to performance, but only up to a certain extent. Once pay dispersion
exceeds a certain point, it becomes negatively related to performance. This
suggests an inverse U-shaped nonlinearity in the relation between pay
dispersion and performance, lending only partial support for both
tournament theory and cohesiveness theory.
Keywords : pay dispersion, work effort, incentives, tournament theory, cohesivenes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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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한국은 몇 년
뒤인 외환위기 이후부터 성과주의 임금이 임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주의 임금 한일 비교연구를 위해 특별히 조사한
양국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을 제외하면
대리인 이론의 변수인 기술변화,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의 혁신전략과 수량적
유연화 전략, 그리고 제도적 동형화 이론의 산업별 확산율과 모기업의 압력
이 모두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과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제
도적 동형화 관점의 변수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대리인이
론의 비정규직 비중과 기술변화,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의 혁신전략과 수량적
유연화 전략이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과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노
동조합은 한국의 경우에는 성과주의 임금과 부(-)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일
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발견이
갖는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성과주의 임금, 대리인이론, 전략적 인사관리, 제도적 동형화, 한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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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 인사관리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개인의 성
과․업적과 임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성과주의 임금의 확산이다. “일정기
간 동안의 업무성과가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임금제도
(유규창․박우성, 1999)”로 정의되는 연봉제는 한국형 성과주의 임금의 대명사
인데, 노동부의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연봉제 도입률은
1996년 1.6%에서 2000년 23%, 2006년 50.6%로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성
과주의 임금의 확산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보다 대략 3～4년 정도 앞
서 성과주의 임금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버블붕
괴 시기인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성과주의 임금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평가한다(楠田 丘, 2001; 勞働政策硏究․硏修機構, 2004, 2007; 宮本光晴, 2009).
한일 양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성과주의 임금은 한국의 경우에는 경직적 연공
급을, 그리고 일본의 경우 연령급이나 연공적으로 운영되던 직능급(笹島芳雄,
2001)을 개편하여 개인의 업적․성과와 임금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임금제도의 개편을 말한다.
성과주의 임금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 및 확산을
설명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성과주의 임금 도입의 영향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유규창․박우성(1999)의 개념적 연구와 유규창․박우
성(2007)의 실증분석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유규창․박우성(2007)의
연구는 연봉제 확산의 초기 시점인 1998년 조사 자료를 사용한 분석이라 그 이
후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성과주의 임금의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흡한 만큼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한일 비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더더욱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략 3～4년의 시차를
두고 한일 양국에서 성과주의 임금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동일한 설
명 변인으로 양국에서의 확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만일 양국간 성과주의
임금 도입을 설명하는 요인이 다르다면 이것이 갖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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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본 연구는 한일 비교를 위해 특별하게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성
과주의 임금 도입의 영향요인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 연구진은 일본의
연구진과 함께 2년에 걸쳐 한일 성과주의 임금의 비교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과
정에서 한일 공통 설문지를 사용하여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성과주의
임금 도입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일 양국의 공통적 설명요인이 발견된다면 이것
은 이론의 보편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론적 변수의 시대적 중요성에 따라 성
과주의 임금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 강한 존속력을 가질지 아니면 일시적
인 유행(fashion)에 그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수도 있
다. 만일 양국의 성과주의 임금을 설명하는 변인이 다르다면 그 자체가 흥미
있는 발견이자, 한일 간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 및 확산의 동학 차이에 대한 우
리의 이해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임금의 의의와 실태, 그리고 그 확산의 동학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대리인이론, 전략적 인사관리,
그리고 제도화이론이 있다. 그 외에 거래비용이론과 자원의존이론도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는 있지만(Tremblay, Cote, & Balkin,
2003), 거래비용이론의 설명 논리는 대리인이론의 설명 논리와 대부분 중복되
고, 자원의존이론의 설명변수는 구성원 인적자본 특성이기 때문에 기업수준 자
료를 활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채택하기 힘들다. Bender(2004)도 우리와 유사하
게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대리인이론, 동기부여이론(기
대이론 및 공정성이론), 그리고 제도화이론을 들었는데, 동기부여이론은 성과
주의 임금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작업 동기를 효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이론이다(Milkovich & Newman, 2005). 대리인이론은
그동안 개수급(piece rate)이나 커미션과 같은 성과급의 도입을 설명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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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널리 활용되었고(Brown, 1990; Brown & Heywood, 2005; Drago &
Heywood, 1995; Heywood, Hübler, Jirjahan, 1998), 제도화이론은 제도적 동형
화 압력으로서 성과주의 임금제도 등 인사관리 혁신 등을 설명하는 데 널리 활
용되고 있는 이론이다(Eisenhardt, 1988; 류규창․박우성, 1999, 2007; 노용진․
김동배․박우성, 2003). 한편, 보상관리론에서는 일찍부터 보상전략과 조직전
략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해 왔고(Milkovich, 1988; Gerhart & Milkovich,
1992), 이러한 주장은 조직전략과 인사관리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인사
관리에서 더 강조된다(Milkovich & Newman, 2005). 조직전략이 기업의 인사
관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에서 보면 성과주
의 임금의 도입도 조직의 특정 전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
에 따라 우리는 대리인이론, 전략적 인사관리, 그리고 제도화이론에 근거해서
성과주의 임금 도입에 대한 연구 가설을 도출하기로 한다.1)

1. 대리인이론
대리인이론은 그동안 성과급의 도입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대리인이론의 기본 전제는 주인과 대리인 간에 이해(interest)가 상충된다는 것
인데, 이해상충을 해결하여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주인
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감독(monitoring)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성과와 보상을 연계시키는 성과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
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주인은 두 가지 선택지, 즉 행위감독과 성과급 계약
중 비용이 낮은 대안을 선택할 유인을 갖는다.
그동안 개수급(piece rate)이나 커미션 등과 같은 성과급 도입을 설명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던 대리인 이론 및 이에 근거한 예측 변수들은 본 연구의 성과주
1) 대리인 이론과 전략적 인사관리를 합리적 선택 관점으로 통합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유규
창․박우성, 1999, 2007; 노용진․김동배․박우성, 2003). 그리고 이 경우 제도적 동형화
와 합리적 선택이라는 경쟁적 관점의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
러나 합리적 선택 관점 내부에는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자원의존이론, 상황이론 등
매우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의 구체성은 오히려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현상을 설명․예측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성과주의
임금 도입을 설명하는 3가지 이론적 배경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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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의 도입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성과주의 임금은 개인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는 임
금관리 관행으로서 성과급과는 측정비용 및 측정의 정확성에서는 차이가 있지
만(Brown, 1990), 대리인이론에서 보면 기본적인 논리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실증연구들에서 성과급 채택의 설명변수들로서 사용했
던 변수들은 조직규모, 관리계층의 숫자나 관리자 비중, 근속연수, 여성의 비중,
비정규직 비중, 내부노동시장, 자본장비율, 기술변화 등이 있었다(Brown, 1990;
Brown & Heywood, 2005; Cowling, 2002; Drago & Heywood, 1995;
Heywood, Siebert, Wei, 1997; Heywood et al., 1998). 조직규모나 관리계층 숫
자가 증가하면 감독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관리자의 비중이 높은 경우 감독비용
은 감소하는데, 성과급 도입은 감독비용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 실증연구들
은 대부분 조직규모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지만, 조직규모는 대리인이론의 변수
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제변수로 사
용하기로 한다.
대리인이론에서는 이연보상의 감독효과에 주목하여 이연보상을 수반하는 장
기고용의 지표들을 성과급 도입의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다. 장기고용에 수반하
여 우상향하는 이연보상체계에서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기간은 일종의
인질(hostage)로 기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태만(shirking)할 유인이 줄어든다.
이처럼 이연보상은 그 자체로서 감독효과를 갖기 때문에 기업이 성과급을 도입
할 유인이 감소한다. 그리고 이연보상은 장기고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장기고용의 지표들은 성과급 채택과 부(-)의 관계를 갖는다. 환
언하면 장기고용에 수반하는 이연보상이 성과급의 기능적 대체물로 작동한다
는 논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리인이론에서 변수로 활용되는 장기고용의 지
표들은 평균근속연수, 여성의 비중, 비정규직 비중,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이 있다.
평균근속연수와 내부노동시장의 발달은 장기고용의 직접적인 지표인 반면
여성은 근속연수가 짧다는 의미에서 장기고용의 반대 지표이다. 아쉽지만 우리
의 자료에는 비정규직 비중을 제외하고는 장기고용의 지표들이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런데 장기고용의 지표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비중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
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고용보장을 위해 수요 충격으로부터의 완충장치(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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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정규직 장기고용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성과급과 부(-)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전체적 근속연수가 짧
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는 위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성과급과 정(+)의 관계도 예측할 수 있다
(Drago & Heywood, 1995; Brown & Heywood, 2005). 이상의 논의와 같이 비
정규직 비중은 장기고용에 수반하는 이연보상의 감독효과와 관련된 대리인이
론의 변수로서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의 방향
성은 예측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2)
가설 1-1 : 비정규직 비중은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변화도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성과급 결정요인에 대한 대부분의 실증연
구에서 예측변수로 활용되었다. 기술변화와 성과급 도입의 관계는 감독비용의
변화와 성과측정 비용의 변화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술변화
와 성과주의 임금의 관계는 기술변화가 감독비용을 증가시키는지의 여부에 따
라서 달라지는데, 감독비용은 우선적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근로자 숙련요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관계는 간단하지 않다. 기술변화가 숙련요
건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는 감독비용이 증가하므로 성과급 도입과는 정(+)의 관
계를 예상할 수 있지만(Brown, 1990) 숙련요건을 하락시키는 경우에는 정반대
의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기술변화에 따라 탈숙련화되는지 아니면 재숙련
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숙련 논쟁이 존재하는 것처럼 단정적인 해답이 없는
실정이다(Form, 1987). 다음으로 기술변화와 성과주의 임금의 관계는 기술변화
와 성과측정 비용 간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숙련요건과는
별도로 기술변화가 빠른 경우 성과측정이나 성과표준의 재정립에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 도입과 부(-)의 관계를 예측할 수도 있다
(Heywood et al., 1997). 이처럼 기술변화가 성과급 도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
하지만 그 방향성은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이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성과주의 임금 도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2) 변수 효과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대체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번
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영향을 현재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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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가설 1-2 : 기술변화는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전략적 인사관리
전략적 인사관리(SHRM) 관점도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다. 전략적 인사관리는 경영전략과 인사관리 간, 그리고
인사관행들 간의 정합성(fit)에 주목하는데, 이에 의하면 보상관리도 인사관리
의 일부로서 경영전략 및 다른 인사전략과 정합성을 지녀야 한다. 전략적 인사
관리 관점에 따르면 조직의 전략변수들이나 다른 인사전략이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을 설명하는 변수들이 될 수 있다.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에서의 조직의 전략이 보상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다각화 전략이나 조직의 라이프사이클, 사업부
단위의 성장이나 수익성 전략, 그리고 Miles and Snow(1994)의 전략 유형에 따
른 보상전략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Milkovich, 1988).
Gerhart and Milkovich(1992)도 일찍이 사업전략과 인사전략 등 조직수준의 요
인, 개인과 직무특성, 외부 경영환경의 특성이 조직의 보상시스템을 결정하는
상황 요인임을 보여주는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조직수준의 요인으
로서 사업전략, 인사관리전략, 제품시장의 특성, 기술, 조직규모, 입지, 작업조
직, 상호의존성과 분권화, 구성의 다양성, 노동조합, 시장경쟁의 정도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을 들었다.
성과주의 임금과 관련해서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에서의 상당히 일관된 예측
은 Miles and Snow(1994)의 혁신형(prospector) 전략의 효과이다. 일찍이 Gerhart,
Minkoff, and Olsen(1995)은 방어형 전략보다 혁신형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변
동급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Miles and Snow(1994)는 혁신형 전략의
경우 보상전략은 높은 성과급 비중과 외적 경쟁성 확보가 특징이라고 보았으
며, Milkovich and Newman(2005)은 사업전략에 따라 보상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혁신형 전략은 혁신을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보상시스템이 요구되는 반면, 원가우위전략은 인건비 통제를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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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Miles and Snow(1994)의 혁신형 전략은 고객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파악
하여 이를 먼저 충족시키는 ‘me-first’ 전략으로 기존 시장에서의 수성(守成)이
특성인 방어형(defender) 전략과 대비된다. 고객의 욕구를 경쟁자보다 먼저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혁신을 선도하
는 기업들이 채택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금의 대외적 경쟁성이 중요하며 또
한 혁신적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개인성과급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김식현, 1999; 배종석, 2008; 김동배, 2010). 이처럼 혁신형 전략이나 기술
혁신 주도 전략은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과 정(+)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상의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 혁신형 전략은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에서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전반적인 인사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은 전반적
인사전략과 개별 영역의 인사 방침들 간의 정합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고용유연화 전략이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과 확산에 미친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활용에 의한 고용유연화 전략은
수량적 유연화(numerical flexibility)로 지칭된다(Grenier, Giles, Bėlanger,
1997).
수량적 유연화 전략이 성과주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노동시장의 비효
율성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내부노동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형성되었다는
전통적인 논의(Doeringer & Piore, 1971)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경쟁격화 등 경영상황의 변화에 따라 비효율성이 부각될 수도 있다. 내
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의 예를 들면 고용 경직성과 높은 노동비용, 공정성 규
범으로 인한 보상 차등화 곤란, 기술변화 재훈련 비용 등이 있다(김동배․김주
일, 2002). 수량적 유연화는 고용 차원에서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극복하
기 위한 고용 외부화 전략의 일환이라면, 성과주의 임금은 대내적 공정성 규범
에 구속된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적 보상시스템 대신에 대외적 경쟁성과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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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하는 보상 유연화 전략으로 양자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가설 2-2 : 수량적 유연화 전략은 성과주의 임금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3. 제도화이론
한일 양국에서 성과주의 임금은 임금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형성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勞働政策硏究․硏修機構, 2004),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형 성과주의 임금의 대명사인 연봉제 도입
률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노동부, 2008).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및 확산에 주
목하면 동형화 압력을 핵심어로 하는 제도적 동형화 관점도 성과주의 임금 도
입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다.
DiMaggio and Powell(1983)은 제도적 동형화의 메커니즘에는 강압적 동형
화, 규범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를 제시했다. 강압적 동형화는 조직이 의존하
고 있는 다른 조직의 공식․비공식적 압력과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 인해서 발
생하고,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가 단체나 공식 교육기관 등이 생산하는 정당시
되는 규범적 규칙에의 동조로 인해서 발생하며, 모방적 동형화는 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목표 모호성, 환경이 상징적 불확실성을 창출하는 경우 다른 조직을
모방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정 프로그램의 확산 정도는 규범적 및 모방적 동형화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Tolbert & Zucker, 1996). 조직이 활동하는 필드나 산업에서 특정 프로그램이
확산되면 초기에는 모방에 의해서 채택을 하다가 점차 확산율이 증가해서 외부
에서 강제적 사실로서 대면하는 실재로서 행위자에게 경험되는 단계가 되면 채

3) 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 인사관리의 두 핵심어는 비정규직과 성과주의 임
금이었다. 수량적 유연성과 성과주의 임금 간 밀접한 관련성은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일본
총무성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은 1985년
16.4%, 1995년 20.9%, 2005년 32.6%로 1985～95년 기간 증가분은 4.5%포인트에 지나
지 않지만 성과주의 임금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1995～2005년 기간에는 11.7%포인트 증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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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규범적 압력으로 변화하게 된다(Tolbert & Zucker, 1996). 이러한 이유로
필드 내 확산율은 제도화이론의 실증연구에서 변수로 활용되었다(Goodstein,
1994; Barringer & Milkowich, 1998).
한편, 제도화이론에서 모기업의 압력은 강압적 동형화의 지표로서 주장되어
왔다. 강압적 동형화란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의 압력과 기대에 의해
서 채택하는 것을 말하는데, DiMaggio and Powell(1983)은 강압적 동형화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정부의 영향력과 함께 기업집단의 모회사를 들었다. 기업집
단의 모회사나 모기업은 계열회사나 관계회사의 의사결정에 공식․비공식적,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일 양국에서 성과주의 임금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모기업은 관계회사에 그 도입이나
채택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기획실이나 비서실이 중심이 되어 성과주의 인사관리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유규창․박우성, 2007) 이러한 사정
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모기업 차원에
서 새로운 임금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성과주의 임금을 전략적으로 추구했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기업 압력에의 노출 정도가 높은 관계사나 계열사의 경
우에는 성과주의 임금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3-1 : 산업별 확산율은 성과주의 임금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3-2 : 모기업의 압력은 성과주의 임금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Ⅲ. 자료 및 변수

1. 자 료
본 연구는 일본노동정책연수․연구기구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성과주의 임금
의 한일 비교를 위해 조사한 설문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일 양국의 두 기관은
성과주의 임금의 한일 비교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2006년에는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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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한 비교연구도 실시하였다. 일
본은 2004년에 성과주의 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양국
의 비교를 위해 한국도 2007년에 일본에서 사용한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4)
일본 조사의 모집단은 (주)동경상공리서치의 기업데이터에서 종업원수가
200인 이상인 18,000개사이며, 표본은 종업원수가 많은 순으로 11,805개를 추출
하였다. 조사는 우편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 시점은 2004년 9월 1일
현재이다. 설문지는 2004년 10월 15일에서 12월 24일에 걸쳐 회수되었으며, 유
효회수율은 10.8%(기업 1,280개사)였다. 이 중에서 우리가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
<표 1> 표본의 특성
(단위 : 개소, %)

한국

산업

규모

노조
상장사

회사
설립
년도

전체
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300인 미만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무노조
유노조
미상장
상장
1949년 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빈도
1,007
420
98
157
103
46
183
577
169
133
128
615
392
853
154
21
39
89
183
219
294
162

비율
100.0
41.7
9.7
15.6
10.2
4.6
18.2
57.3
16.8
13.2
12.7
61.1
38.9
84.7
15.3
2.1
3.9
8.8
18.2
21.7
29.2
16.1

일본
빈도
비율
1,102
100.0
394
35.8
88
8.0
191
17.3
167
15.2
64
5.8
198
18.0
200
18.1
374
33.9
275
25.0
253
23.0
503
45.6
599
54.4
923
83.8
179
16.2
365
33.1
185
16.8
186
16.9
142
12.9
111
10.1
68
6.2
45
4.1

4) 한국과 일본의 조사 시점이 3년 차이가 나지만 성과주의 임금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점
이 일본이 3~4년 정도 앞선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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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의 크기는
1,102개 기업이다.
한국 조사의 모집단은 한국신용정보사 기업재무 자료의 2006년 말 기준 상
용근로자 100인 이상인 상장, 등록, 외부감사 법인인 6,170개 기업이다. 이 중
에서 산업․규모별 층화 무작위 샘플링 방법으로 목표 표본의 대략 4배수인
4,657개 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 응답 시점은 2007년 12월 말 기준이다. 조사는 2008년 1월 한 달에 걸
쳐 이루어졌으며 총 1,007개사의 유효 샘플을 확보하였다.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표본의 특성을 설립 시기, 업종, 종업원규모, 노조 유무,
상장 여부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과 상장
여부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규모, 노동조합 조직 여부, 그리고 회사의 업력은
한일 기업 간에 차이가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은 2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 한국은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표본
설계상의 차이도 있겠지만5),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본적인 특성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9년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각각 18.5%와 10.1%로 일본이 훨씬 높은데 <표 1>에서 일본 기업의 유노조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특성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
기업 특성의 차이 중 특히 인상적인 점은 회사 업력의 차이이다. <표 1>에서와
같이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의 경우 오래된 기업이 많은데, 여기에 보고하지 않
았지만 기업 업력 평균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48년임에 비해 한국은 그 절반인
2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변 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성과주의 임금을 개인의 업적이나 성과와 임금 간의 연계성을
5)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이 200인 이상 규모에 한정할 경우 표본의 충분한 확보가 우려되
어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참고로 한국 기업도 200인 이상에 한정해서 추정한 결과
도 본 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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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임금제도의 도입 정도로 정의하기로 한다.6) 한국과 일본의 실태조사
설문지는 지난 5년간에 기본급 9가지 항목과 상여금 5가지를 포함해서 총 14가
지 항목의 임금제도를 개혁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위
에서 설명한 성과주의 임금의 조작적 정의에 부합되는 임금제도인 7가지 임금
제도의 합산 점수로서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 정도를 측정하였다. 7가지 임금제
도 개혁의 내역은 <표 2>와 같은데 그 공통 속성은 개인의 업적이나 성과와
임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임금제도들이다.
성과주의 임금에 대한 접근은 국가 및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여부로 측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제도의 결합에 의한 도입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인사관리의 수준 개념(Becker & Gerhart, 1996)에 따르면 성과
주의 임금은 정책(policy)수준에 해당되는데 그 하위수준인 관행(practice)은 국
가나 기업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나 기업의 경우 개인
의 업적과 기본급의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개인 업적과 상여금의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경우
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모두와 개인 업적 간의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도 있다. 게다가 기본급과 개인 업적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우리는 <표 2>의 7개 임금제도를 성과
<표 2> 지난 5년간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 실태
(단위 : %)

연봉제 도입
정기승급분 축소나 폐지
연령급 축소나 폐지
승급 폭 확대
업적급․성과급 도입
직무급․역할급 등 도입
능력급 확대
개인 업적과 연동하는 상여금 확대

한국
64.6
4.1
3.6
11.3
55.7
34.6
38.0
28.6

일본
23.3
51.4
44.1
15.5
40.9
32.4
29.6
54.5

6) 성과주의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한일 공동연구진 간에 논란이 많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과거부터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차등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였다. 공동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성과주의 임금이란 개인의 업적이나 성과와 임금 간
의 연계성을 (과거보다) 더 강화하는 임금제도의 개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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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임금이라는 구성 개념의 구성요소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합산지수로
서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 정도를 측정하였다.7)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3가지 이론적 관점의 총 6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대리인이론
의 두 변수는 비정규직 비중과 기술변화이다. 우선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근로
자에서 비정규직 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양국의 설문지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사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숫자와
정규직만의 직원 숫자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국의 설문지에서 예
시하는 비정규직의 범주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한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효과의 해석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기술변화는 주력 사업에 있어서 기술변화 정도로써 측정하였
다. 해당 질문은 “귀사의 주력 사업 분야에서 과거 5년간 기술혁신과 제품개발
의 속도는 어떻습니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주는 5점 척도(1= 매우 느
려졌다, 3=불변, 5=매우 빨라졌다)이다.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의 두 변수는 혁신전략과 수량적 유연화 전략이다. 혁
신전략은 Shaw, Gupta, Mitra, Ledford(2005)의 기술혁신전략 측정항목과 유사
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평균값을 혁신전략 변수로 사용하였다.
혁신전략과 관련된 질문은 “과거 5년간 기업경영에서 다음 항목을 어느 정도
중시해 왔습니까?”이며, 응답 범주는 3점 척도(1=중시하지 않음, 2=중간, 3=중
시)이다. 3개 문항은 각각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연구
개발 속도 개선이다. 인사전략으로서 수량적 유연화는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설문은 “귀사는 지난 5년간 인사관리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점을 중시하
여 왔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이며, 비정규직과 외부
인재(파견, 하청 등) 활용을 중시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해서 수량
적 유연화 변수를 작성하였다.8)
7) 정기승급분 축소나 폐지, 연령급 축소나 폐지, 승급 폭 확대는 우리나라의 임금제도로서은
의미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거한 나머지 관행들로 구성된 지수를 작성해
서 추정해도 결과는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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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도화이론의 두 변수는 산업별 확산율과 모기업의 압력이다. 산
업별 확산율 변수는 5년 전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산업별 확산율로 측정하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의 측정 시점은 지난 5년간이기 때
문에 5년 전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산업별 확산율 변수를 구해야 하지만 아쉽게
도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경우 도입 연도가 조사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설문지
에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 여부와 도입 연도가 조사되어 있어서 이 변수
를 대용치로 활용하였다.9)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 1999년까지, 그리고 한국의
경우 2002년까지 산업별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확산율을 구해서 성과주의 임금
제도의 산업별 확산율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모기업의 압력은 “현재 귀사의 이해관계자 중 귀사 경영에 대한 발언권이 실
질적으로 가장 강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서 추출하였다. 이 질문
에 대한 응답 범주는 국내 기관투자가, 외국인투자가, 모기업과 그룹기업, 개인
투자가(일반주주), 주거래은행 등인데 그 중 모기업과 그룹기업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하여 모기업의 압력변수를 작성하였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규모, 노동조합, 회사의 업력, 상장사 여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
다. 조직규모는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리인이론은 직원의 행위를 통제하는 두 가지 수단으로서
행위 모니터링과 성과급을 들고 있다. 대리인이론은 조직규모가 클수록 직원의
행위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행위 모니터링의 대체물인 성과급을 활
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한다(Brown, 1990; Brown & Heywood, 2005;
8) 동 질문의 나머지 응답 범주는 신규학교 졸업자의 정기채용, 인건비 유연화, 교육훈련, 입
사동기 사원 간 승진․승격 차등, 경력개발, 과장 등 중간관리자 삭감, 경영간부 육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실시 등이 있는데, 전체 응답 범주 중 수량적 유연화 전략의 측정지표
로서는 비정규직과 외부인재(파견, 하청 등) 활용이 가장 적합하다.
9)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우리가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성과주의 ‘임금’제도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 변수는 설문지에서 “귀사는 연령이나 근속보다도 일의 성과나 업
적을 중시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까?(예, 아니오)”로 측정하고 있으며, 도
입한 경우 그 도입 연도를 질문하고 있다. 개념적으로도 성과주의 인사제도에는 각종 평
가제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성과주의 임금제도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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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ling, 2002). 한편, 제도적 동형화이론에 따르면 규모가 큰 조직은 공중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동형화 압력을 많이 받는다(Edelman, 1990). 따
라서 만일 성과주의 임금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규모
가 큰 기업이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리인이론과 제도화 이론을 고
려하지 않더라도 규모가 큰 기업은 각종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함
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 임금
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규모는 전체 직원 숫자의 자연로그 값을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동조합도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전통적
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Freeman & Medoff, 1984). 성과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연대임금 또는 가
능한 평등한 임금과 사용자의 자의적 임금관리 배제를 추구하는 노동조합은 성
과급 도입과 부(-)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Brown, 1990; Brown
& Heywood, 2005; Heywood et al., 1997).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동조
합의 효과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전반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은 노동조합의 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Freeman & Medoff, 1984)에서뿐만 아니라 성과급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제
기되어 왔다(Heywood et al., 1998). 즉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라면 노동조합이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과 부(-)의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노동조합의 존재가 아니라 노사관계 상태가 중요하다는 지적은 우리에게 흥미
있는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더 적대적이
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과 노동조합
의 관계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
한 노동조합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
한 더미변수를 작성하였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존속 연수인 회사의 연령도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일 양국에서 성과주의 임금은 각각의 조사 시점에서
보면 새로운 임금제도였다. 연령이 오래된 기업의 경우 과거 제도의 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관행이나 제도의 도입에 늦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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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 측정 및 변수의 기술통계

성과주의임금
비정규직 비중
기술변화
혁신전략
수량적유연성
산업별확산율
모기업압력
규모
노동조합
회사연령
상장사
산업
(준거범주=
기타산업)

한국
(N=1,007)
측정 내역
평 표준
균 편차
5년간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지수
2.41 1.86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7.87 15.0
5년간 주력사업의 기술변화 정도(5점)
3.40 0.59
5년간 신제품개발, 차별화, R&D속도의 평균값 2.23 0.45
5년간 HRM에서 비정규직활용 중시=1
0.21 0.41
5년전 산업별 성과주의임금 확산율
0.25 0.07
모기업/그룹기업이 가장 강한 발언권=1
0.03 0.18
근로자수의 자연로그 값
5.79 0.93
노동조합 조직=1
0.39 0.49
조사 시점 연도에서 회사 설립연도 차감
23.9 14.7
상장회사=1
0.15 0.36
제조업=1
0.42 0.49
전기, 가스, 수도, 건설=1
0.10 0.30
도소매, 음식, 숙박=1
0.16 0.36
운수, 통신=1
0.10 0.30
금융, 보험=1
0.05 0.21
기타 산업=1
0.18 0.39

일본
(N=1,102)
평 표준
균 편차
2.92 2.00
23.3 24.6
3.89 0.95
2.38 0.50
0.64 0.48
0.17 0.03
0.23 0.42
6.43 0.94
0.54 0.50
47.9 30.4
0.16 0.37
0.36 0.48
0.08 0.27
0.17 0.38
0.15 0.36
0.06 0.23
0.18 0.38

연령의 이러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각각 조사 시점에서 회사 설립년도를 차
감해서 회사 연령 변수를 작성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5년에서 회사 설립연도
를 차감하였고 한국의 경우 2008년에서 설립연도를 차감하였다. 상장사 여부도
회사의 속성과 관련해서 설문지에서 조사한 항목이다.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
고 있는 회사도 공중의 감시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동형화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크고,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성과주의 임금을 도입함
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잘 대변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가능성도 높다. 상장
사 변수는 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마
지막으로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산업의 6개 범주인데 기타 산업을 준거 범주
로 5개의 더미변수를 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의 측정 내역과 기술통계치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4>는 변수간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비교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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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하나의 표에 제시하였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우측 상단은 일본
(N=1,102)의 분석 결과이며, 좌측 하단은 한국(N=1,007)의 분석 결과이다. 우
선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설정한 독립변수들은 모두 성과주의 임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통제변수의 상관계수도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독립변수 및 통제
변수와 성과주의 임금 간의 관계는 대체로 우리가 예측한 바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독립변수 중에는 비정규직 비중과 모기업의 압력을 제외하면 우
리가 예상한 바와 같은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규
모와 상장회사는 예상과 동일한 관계를 보이지만 회사 연령과 노동조합은 유의
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한일 양국에서 노동조합의 효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했는데,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은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과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가 나타나지 않으며, 계수의 방향도 정(+)이어서 한국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1
1. 성과주의임금

2

3

4

5

6

7

8

9

10

11

0.027 0.130 0.080 0.078 0.075 -0.014 0.176 0.028 0.012 0.083

2. 비정규직비중 0.078

0.009 -0.017 0.051 -0.055 0.019 0.328 -0.129 -0.130 -0.009

3. 기술변화

0.199 -0.008

4. 혁신전략

0.113 -0.092 0.235

0.229 0.066 0.087 -0.058 0.053 0.021 0.004 0.020
0.125 -0.001 -0.064 0.158 0.054 0.086 0.171

5. 수량적유연화 0.168 0.342 0.005 -0.061

-0.004 0.049 0.046 0.026 -0.039 -0.018

6. 산업별확산율 0.237 0.270 0.062 -0.087 0.276

0.007 0.029 -0.021 -0.043 0.025

7. 모기업압력

0.089 0.057 0.012 -0.022 0.043 0.088

8. 로그규모

0.162 0.237 0.082 0.062 0.178 0.102 0.041

-0.044 0.083 -0.295 -0.164

9. 노동조합

-0.063 -0.003 -0.037 0.014 0.084 -0.137 0.041 0.322

0.216 0.152 0.416
0.249 0.137

10. 회사연령

-0.076 -0.007 -0.060 -0.009 0.040 -0.063 -0.032 0.257 0.395

11. 상장회사

0.075 -0.003 0.051 0.103 0.047 0.006 -0.014 0.346 0.255 0.381

0.205

주 : 한국(대각선 하단)의 경우｜r｜>=0.113, p<.001, ｜r｜>=0.082, p<.01, ｜r｜>=0.062,
p<.05; 일본(대각선 상단)의 경우 ｜r｜>=0.125 ,p<.001, ｜r｜>=0.078 ,p<.01, ｜r｜>=
0.064, p<.05(양측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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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표 5>는 가설 검증을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한국과 일본은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모형 1에서 모형 5는 한국의 분석 결과이
며, 모형 6에서 모형 10은 일본의 분석 결과이다. 모형 1과 모형 6은 각각 통제변
수만 투입한 경우이며, 모형 2와 모형 7은 통제변수에 대리인이론의 두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분석모형이며, 모형 3과 모형 8은 통제변수에 전략적 인사관리
변수를 투입한 분석모형이며, 모형 4와 모형 9는 통제변수에 제도적 동형화 변수
를 투입한 분석모형이며, 마지막으로 모형 5와 모형 10은 모든 변수를 투입한
분석모형이다.
가설 1-1 및 가설 1-2는 대리인이론에 입각해서 비정규직 비중과 기술변화가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관계의 방향에 대
해서는 상반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
술변화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성과주의 임금과 모두 정(+)의 관계를 보이는 반
면, 비정규직 비중은 일본의 경우에만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비
중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성과주의 임금과 부(-)의 관
계가 나타날 수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의
도를 의미하거나 기업 전체 수준의 짧은 근속연수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성과주
의 임금과 정(+)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Drago & Heywood, 1995; Brown &
Heywood, 2005). 분석 결과는 일본의 경우에만 전자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술변화의 정도와 성과주의 임금 간의 관계는 존재하지만 관계의 방향성은
예측할 수 없었는데(Drago & Heywood, 1995) 분석 결과는 한일 양국 모두 정
(+)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대리인이론에 의하면 기술변화가 숙련요건을 상
승시키면 감독비용이 높아지고 따라서 기업은 성과주의 임금을 도입을 유인을
갖는다(Brown, 1990). 분석 결과는 대리인이론의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리인이론을 벗어나서 해석할 경우 기술변화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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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 성향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 임금제도인 성과주의 임금의 도
입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Drago & Heywood,
1995; Heywood et al., 1997). 다만 후자의 해석과 관련해서 기업의 혁신 성향
을 직접 측정한 혁신전략이 통제된 모형 5와 모형 10에서도 기술변화의 계수가
여전히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혁신 성향에 의한 대체 설명이
어느 정도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2-1과 가설 2-2는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의 두 변수에 관한 것이다. 모형
3과 모형 8을 보면 혁신전략과 수량적 유연화는 한일 양국에서 모두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 정도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독립변인들이 통제된
모형 5와 모형 10에서도 결과는 유사하다. 조직의 전략과 인사관리의 정합성,
그리고 인사관리 영역간 정합성에 주목하는 전략적 인사관리에서 혁신을 주도
하는 혁신형 전략과 정합성이 높은 임금정책은 성과주의 임금이다(Gerhart et al.,
1995; Miles & Snow, 1994; Milkovich & Newman, 2005). 혁신주도형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혁신적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와 필요한 인력의 외부 조달을 위해
서 성과주의 임금과 임금의 대외적 경쟁성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위와 같은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에서의 논의들을 지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인사전략으로서 수량적 유연화 전략은 성과주의 임금과 정의 관계
가 나타났다. 비정규직 활용을 확대하는 수량적 유연화 전략은 정규직의 장기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노동시장이 비효율성을 보일 때 고용 외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시도라면, 성과주의 임금은 대내적 공정성 규범에 구속된 내
부노동시장의 경직적 보상시스템을 벗어나 대외적 경쟁성과 성과와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하는 보상 유연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수량적 유연화와
성과주의 임금은 모두 전통적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 인
사관리 혁신이나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전의 변화나 혁신은 조직의 구조 관성
을 약화시켜 다른 혁신이나 변화를 촉진하는데(Kossek, 1987; Pil & MacDuffie,
1996), 수량적 유연화와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도 혁신이나 변화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상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가설 3-1과 가설 3-2는 제도적 동형화 관점의 변수 효과에 대한 것이다. 분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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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4 및 분석모형 9를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산업별 확산율과 모기업의 압력이
모두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 정도와 정(+)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일본의 경우 분석
모형 9에서 산업별 확산율이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다른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분석모형 10에서는 산업별 확산율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제도화
이론에 따르면 산업별 확산율은 모방 및 규범적 동형화의 지표이며(Tolbert &
Zucker, 1996), 모기업의 압력은 강압적 동형화의 대표적인 예이다(DiMaggio &
Powell, 1983). 분석 결과는 한국은 제도적 동형화가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에 영
향을 미쳤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을 제외하면 대리인이론에서 예
측하는 기술적 효율성이나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의 전략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제도적 동형화 요인도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본의 경우 기술적 필요성과 전략적 필요성은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을
설명하지만 제도적 동형화 요인을 그렇지 않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는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 파트에서 심도깊게 언급할 것이다.
통제변수의 효과와 관련해서 조직규모는 한일 양국 모두 성과주의 임금의 도
입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조직규모는 대리인이론에서 감독비용의
지표로서 단골 메뉴로 사용되는 변수이지만, 제도화이론의 변수이기도 하고 그
효과가 단순이 제도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효과일 수도 있어서 우
리는 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했었다. 회사 연령과 상장 회사의 효과는 한국에서
만 유의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흥미를 끄는 변수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한국의 경우에는 성과
주의 임금의 도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일본의 경우
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과급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노사관계 상태가 더 결정적일
수 있다(Heywood et al., 199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에피소
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은 성과주의
임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노사가 꾸
준한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10)
10) 한일 공동연구진의 토론에서 일본 연구자들이 지적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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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그리고 한국은 몇 년 뒤인
외환위기 이후에 이른바 성과주의 임금이 새로운 임금관리 패러다임으로 등장
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주의 임금 한일 비교연구를 위해 특별히 조사한 양국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을 제외하면 대리인이론의
기술변화,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의 혁신전략과 수량적 유연화 전략, 그리고 제
도적 동형화 이론의 산업별 확산율과 모기업의 압력이 모두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과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제도적 동형화 관점의 변수
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대리인이론의 비정규직 비중과 기술
변화,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의 혁신전략과 수량적 유연화 전략이 성과주의 임
금의 도입과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 노동조합은 한국의
경우에는 성과주의 임금과 부(-)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일 양국 모두 일관되게 성과주의 임금과 정(+)의 관계를 보인 변수는 전략
적 인사관리 관점의 혁신전략과 인사전략으로서의 수량적 유연화 전략이다. 이
러한 결과는 임금관리를 비롯한 기업의 인사관리는 조직전략에 의해서 규정되
고, 개별적인 인사관리 영역들은 전반적인 인사전략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전략적 인사관리의 관점을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변수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러
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
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혁신역량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
과 혁신전략은 성과주의 임금과 정합성을 갖는다는 점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향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주의 임금이 임금관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
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기업의 수량적 유연화 전략이 성과주의 임
금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과 전통적인 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수량적
유연화 추구가 향후에도 지배적인 인사관리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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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고찰하면 향후 성과주의 임금도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
할 패러다임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한일 양국 간에 성과주의 임금 도입 정도에 대한 이론적 예측변수들
의 효과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선 비정규직 비중은 대리인이론의
예측변수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성과주의 임금과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었지
만 한국의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비
중의 상반된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 측정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조사
시점인 2004년 현재 일본 총무성 자료의 비정규직 비중은 31.4%인데 <표 3>의
설문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23.3%인 반면, 한국의 경우 노동부 통계에 따르
면 2007년 비정규직 비중은 35.9%인바 <표 3>의 기술통계에 의하면 본 표본
기업들이 보고하는 비정규직 비중은 7.8%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7할 정도가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설문조사의 질문으로 측정해도 과소 보고의 위험이 낮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비정규직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질문해야 어느 정도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먼저 실시한 설문지를 그대로 번안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한일 양국 간 비정규직 비중의 효과 차이에는 이러한
측정상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11)
제도적 동형화 변수의 효과도 한일 간에 차이가 있었다.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 기업은 동형화 압력이 아니라 기술적 및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성과
주의 임금을 도입하는 반면,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동형화 압력도 중요한 도입
동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과주의 임
금의 대명사인 연봉제 도입률은 1996년 1.6%에서 2000년 23%, 2007년 52.5%
로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폭발적 증가는 동형화 압력이 기인한
11)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과소 보고되는 것은 사업체 조사에서 흔히 발
견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2002년에서 2004년간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사업체패널
조사들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었다. 어쨌든 한국의 경우 비정규
직 과소 보고가 비정규직 효과 추정에 편의를 낳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비
정규직 효과가 과소 추정되었는지 아니면 과대 추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과소 보고와 교란항 간의 관련성을 먼저 밝혀내야 하지만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
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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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분석에서 동형화 압력
변수의 의미가 양국 간에 다를 수 있으며, 우리가 측정하지 않았던 다른 제도적
동형화 지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도적 동형화 지표와 관련해서 인사부서의 위상과 역할도 중요한데, 일본의
경우 필드내 확산율에 따른 동조나 모방보다는 기업 내부 인사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제도적 동형화 압력의 지표로
설정한 모기업의 압력도 양국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기업
과 계열사 간의 관계는 마치 사업부제의 본사와 사업부와 같이 엄격한 통제가
특징임에 비해 일본의 모기업과 계열사 간 관계는 매우 수평적이고 느슨한 협
력관계가 특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Yiu, Lu, Bruton, & Hoskisson, 2007). 이
러한 양국간 제도적 차이가 성과주의 임금에 대한 모기업 압력의 효과가 상이
하게 나타났던 점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에 있어서 모기업
의 압력은 제도화이론에서 상정하듯이 명실공히 강압적 동형화 압력으로 작용
했을 수 있지만 느슨한 수평적 협력관계가 특징인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효과도 한일 간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성과주의 임금과 노동조합 간에 부(-)의 관계가 있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관계
가 없었다. 이러한 차이도 일정 부분은 양국 간 노동조합 특성 차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원의 범위가 블루칼라에 한정되는 경
우가 많고 화이트칼라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대리급 정도가 상한이지만, 일본의
경우 과장급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한국과 달리 성과주의 임금이 노동조합의 당
면 과제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사관계 상태가 중요하
다는 지적(Freeman & Medoff, 1984; Heywood et al., 1998)에서와 같이 한일
양국에 있어서 노사관계 상태의 차이가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노사관계 상
태의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의 분석 결과는 일본 기업에 비해서 한국 기업의 노
사관계가 평균적으로 덜 협력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어서 추후 보다 더 엄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성과주의 도입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
적인 패널자료가 더 적합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본질적으로 횡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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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변수간 관련성을 의미하
며 선후관계가 있는 인과관계로 보기는 힘들다. 비정규직 측정에서와 같이 한
일 비교를 위해 일본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그대로 번안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한일 간 제도적 여건 차이를 감안한 변수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
도 추후 연구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
한 주제가 성과주의 임금이 실제로 경영에 미친 효과인데 추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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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ecedents of the Performance Based Pay :
A Comparison of Japanese and Korean Firms
Dong-Bae Kim․Jeonghan Kim
Performance

based

pay(PBP)

has

become

new

paradigm

for

compensation strategy in both Japanese and Korean firm since the mid
1990s. Using a unique cross-national survey of Korean and Japanese firms
on performance based pay(PBP), we explored the antecedents of the PBP.
We found that: (1) technical change, innovation strategy, and numerical
flexibility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adoption of PBP in both
countries. (2) the diffusion of PBP in each field and the influence of
parent firm were both positively related with PBP in Korean firms. (3)
use of contingent workers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PBP in Japanese
firms. (4) the presence of trade union was negatively related with PBP in
Korean firms. We propos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suggested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performance based pay, agency theory,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institutional isomorphism, comparison of Japanese and
Korea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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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지역간 이주와 경제활동참가 및 직업훈련의 의사선
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경제 의사
선택은 모두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투자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
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시 결정성을 고려하기 위
해 이변량 프로빗 혹은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이들 의사선택의 결
정요인을 찾고 동시결정 여부를 알아보았다.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간 이주와 경제활동참가 및 직업훈련은 동시에 결정된다는
결론을 얻고 그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 논한다.

핵심용어: 지역간 이주, 경제활동참가,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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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도시경제 및 지역경제학 분야에서는 지역간 임금의 차이가 노동자의 이
주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적인 국제무역이론
중 하나인 헥셔-올린 정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또한 선호하는 지역 및 주
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지역간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요인으
로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존재 유무를 들 수 있다. 즉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는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위하여 좀 더 교육환경이 나은 지역으로의 이동
을 원하므로 교육기관의 존재 유무와 질적 수준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
는데, 교육시킬 자녀가 없는 가구라면 이러한 요인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 거주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요인으로서 쓰레기장이나
묘지 및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의 존재, 기타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증가시키는 요인 중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교육 및 훈련을 들 수 있다. 교육 및 훈련은 크게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규교육은 일반적인 학교의 교육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비정
규교육은 정규교육을 이수한 후 개인이 받는 모든 종류의 교육 및 훈련이 포함
된다. 특히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한 후 받게 되는 교육은 직업훈련으
로 대표되는데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및 직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
게 되므로 노동생산성과 직결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개
인의 직업에 있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인적
자본을 변화시키게 된다. 결국 직업훈련을 통하여 인적자본을 증가시켜 개인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
로의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관련 문헌에
서 연구되는 보편적인 지역간 인구이동의 한 예로서, 이들의 지역간 이동은 도
시지역으로 이주하여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토대로 생산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술 습득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직업훈련의 한
형태로 파악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구의 지역간 이동과
기술 습득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경제활동을 위한 행동으로 귀결된다. 인적자본을 축적시키는 과정 자체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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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앞선 과정들은 개인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포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위의 지역간 이동과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생산성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라 판단하여 이러한 작용들이 노동자에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행동과 경제
활동참가와는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제Ⅱ장에서는 관련된 기존 문헌을 살펴본 후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과 가설을
설정하고,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계량방법론과 자료의 특성에 대하
여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지역간 이동과 직업훈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본 분석의 결과
에 기초하여 시사점과 가능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논한다.

Ⅱ.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한 실증분석 모형의 설정

노동자들은 경제활동참가의 가능성을 높이며 자신의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
하여 지역이동을 시도하고 추가의 직업훈련을 받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
을 받는 경우에는 더욱 노동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세 요인을 노동자의 생산성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라 판단하여 노
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간 이동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르는 경제활동참가의 변화 및 직업훈련의 효과를 살펴보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임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김안국(2002)에서는 교육
훈련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받
은 확률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한 후 이러한 결과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로서 저학력자가 상대적으로 교육훈련 이수확률이 높아 정규
교육과 교육훈련은 대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훈련을 받을수
록 임금이 높아지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인적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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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대상으로서 지역간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60
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하면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있었고, 현재는
지역의 다핵화와 특성화가 이루어져 인구이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의 인구이동에 대한 경제학적인 의미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소득수준에 관련된 연구로서, 이러한 연구의 시초격인 Sjaastad(1962)는
인적자본 인구이동 이론1)을 제시하였는데, 이주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
여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이주를 실행한다는 논리 구조로서 발전되어 왔다.
개인이 이주를 할 때 인적자본 증가분으로 대변되는 수익이 다른 제반 비용보
다 클 경우 이주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주의 목적을 파
악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Dahl(2002)은 미국에서 지역간 이동을 각 지
역의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수익이 더
큰 지역으로 이주 후 취업을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편, 이은우(2005)에
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1~5차)를 이용하여 지역간 이주에 대한 결정요인과 이
주로 인한 소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비이주자는 이주자에 비
해 낮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소득격차의 요인분해 결과,
개인 속성보다는 지역간의 구조적인 격차가 소득격차의 요인이 되고, 지역간
인구이동은 지역간 소득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지역간 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지
역간 이동을 파악하고 있다(김혜원, 2005; 정인수, 2004). 특히, 김혜원(2005)에
서는 1999년부터 노동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자의 비율
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실업률의 차이는 지속적
이지 않은데, 이는 빈번한 노동이동으로 인해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Van Ommeren et al.(1999)은 이직에 대한 결정과 거주지 결정은 서로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직은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의 이동
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거주지에 대한 결정은 통근비용(commuting cost)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개인의 소득과 비용을 고려하여 효용을 증
가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므로 노동시장과 거주지시장은 서로 연관되어 결정된
다고 말한다. 본고에서는 원래 직업을 가지고 있던 개인의 이직보다 더 큰 개념
1) 이주를 인적자본 측면에 있어서 개인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투자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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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제활동참가 여부로서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또한 거주지의
결정은 지역내 이동(intra-regional move)보다는 지역간 이동(inter-regional move)
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실시한다.2) 지역내 이동의 경우는 노동시장에의 개인의
의사를 표현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주거형태의 전환 및 일반적인 이동일 가능성
이 크다.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른 구(區)로 주거를 이전하기보다는
이전 거주지의 계약 만기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
시장에 대한 결정과 거주지에 대한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역간 이동의 경우는 지역내 이동보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주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직업의 변화 및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등이 확연히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간 이동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이주, 경활, 교육의 자료특성 및 적용가능한 모형 설명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국노동패널은 전국적으로 대상가구 및 개인을 매년 추적 조사하여 가구 및 개
인의 특성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2009년 현재 10차년도 자료까지 제
공되고 있다. KLIPS에서는 가구 및 개인자료를 각각 제공하고 있는데, 가구별
자료는 각각의 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정보 및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자료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
의 대상은 개인 단위의 자료이지만 가구자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본고에서는 개인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가구자료만을 추출한 후 병합하
여 사용하였다.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지역간 이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개
년도의 자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6개 시도별 분류에 따른 거주
지에 대한 정보가 9차년도에는 서울이었다가 10차년도에는 부산이라고 되어
2) 본 분석에서는 지역내 이동은 시․도는 동일하나 시․군․구가 다른 경우를 지칭하고, 지
역간 이동은 시․도 사이의 이주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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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이주를 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10차년도 자료에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이주의 경우는 한 단위의 가구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주
한 가구가 중복하여 고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이주에 대한 판단은 개인자료에서의 거주지에 대한 응답
을 사용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을 경험하였는가에 대한 측정으로서, 설문 문항
중 직업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한 답변
은 ‘받아본 경험이 있다’, ‘현재 받고 있다’, ‘받아본 적이 없다’로 구분되어 있
는데, 본 연구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로 간주하는 것은 ‘받아본 경험이 있
다’와 ‘현재 받고 있다’로 답변한 관측치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와 관련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
주를 한 번 실시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장
기간에 걸쳐 하나의 지역에 머문 후의 가구특성과 개인특성을 살펴본다면 이주
에 대한 특성 및 결정요인에 대한 정보가 상당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 및 직업훈련과 같은 변수는 각 연도에 따라 급격히 바뀔 수 있으
므로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사용한다면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3). 본고에
서는 가장 최근으로 가용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4).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이주의 이유 중 하나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직업훈
련을 받기 위함이라는 가설을 설정한 후 이러한 요인이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후 다음 단계로서 이러한 요인들이 임금수준 및 소득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간 이주와 교육훈련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 것인지, 이주를 하
여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3) 이주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출생지와 현재 거주하고 있
는 지역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노동시장 관련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4) 이주의 빈도에 대한 패턴을 알아보기 위하여 4차와 5차년도, 5차와 6차년도, 6차와 7차년도,
7차와 8차년도, 8차와 9차년도, 9차와 10차년도의 이주 경험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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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을 받기 위하여 이주를 하는 이유는 원래 거주지역의 교육수준이 낙후되었
거나 특성화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주를 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 생각
할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보다 지방에 있을수록 교육여건 등의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므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이주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주경험 유무와 직업훈련 여부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본다. 이 경우 이주경험과 직업훈련이 모두 있는 경우(Case 1), 직업훈련은 받
았으나 이주경험이 없는 경우(Case 2),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으나 이주경험이
있는 경우(Case 3), 이주와 직업훈련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Case 4) 등 네 집단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사용되는 모형으로서 다항로짓 모형
(multinomial logit model)이 대표적이다. 종속변수가 0과 1로만 쓰이는 일반적
인 로짓 모형과는 달리, 다항로짓 모형은 여러 가지의 선택이 종속변수에 쓰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위의 네 가지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교육훈련과 이주에 대한 특성을 찾아낼
수 있고,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통하여 동시결정 여부에 대하여 분석이 가능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다항로짓 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이주와 직업훈련에
대한 네 가지의 선택이 되고, 설명변수로서 사용되는 변수는 성별, 연령, 근속
연수, 교육연수, 결혼 여부, 가족규모, 거주형태의 자가 여부, 거주지 만족수준
등이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 식 (1)이다.
                     (1)

이때,  는 교육과 이주의 결정에 대한 경우의 수로서 Case 1부터 Case 4까
지 네 가지의 선택항이 존재하는 변수이다.  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징으로서
성별, 연령, 근속연수, 교육연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벡터이다.  는 결혼 여부
에 대한 변수로서 기혼인 경우는 1, 미혼이나 이혼 및 사별 등과 같은 경우는
0으로 처리한 더미변수이다.  는 가족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한 가구의
구성원의 수를 의미한다. 가구의 구성원이 많을수록, 특히 자녀의 수가 많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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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주에 대한 비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5), 상대적으로 자녀의 수가 적거
나 없는 경우보다 이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Gardner et al., 1999).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자녀의 수와 부양가족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
족규모를 변수에 추가하였다.  는 주거지의 자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자가인 경우에는 1, 전세와 월세 등과 같은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  는
거주지의 만족도에 대한 변수로서 5점 척도로 조사된 변수이고,  는 직장의
비정규직 여부이며,  는 대학졸업 여부를 나타낸다. 다항로짓 분석에서는 이
들 변수를 교육과 이주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을
실시한다6).
일반적인 프로빗 모형이나 로짓 모형은 한정종속변수(limited dependent
variable) 모형으로서 종속변수가 0 혹은 1로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 의
사결정자의 선택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이주를
할 것인지, 경제활동에 참가할 것인지, 직업훈련을 받으러 갈 것인지 등의 결정
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자
의 선택은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
서 하나의 결정만을 분석하는 것은 때로는 빗나갈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모형이 이변량 프로빗(bivariate probit)
혹은 다변량 프로빗(multivariate probit) 모형이다. 이변량 프로빗은 모형 자체
로서는 두 회귀식이 각각 결정되는 형태로 보이지만, 오차항의 분포가 이변량
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 이는 각각의 종속변수를 설명
한 후 남게 되는 오차항끼리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형태이다.7) 위 오차항의 결
5) 자녀의 교육에 대한 비용과 같은 화폐적 비용 및 자녀의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등 비화폐
적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이주에 대한 비용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결정에 의한 문제이기보
다는 가구원 전체의 결정이 될 수 있다.
6) 직업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고려된 것은 비정규직 여부, 대학졸업 여부가 있
고, 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가족규모, 거주지의 자가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의 효과를 통해 이주 여부와 직업훈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는 이주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7) Greene(1996)은 이변량 프로빗 모형의 추정식에서 각각의 계수값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대수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
는 결합분포로부터 얻어진 4개의 셀 확률(cell probabilities)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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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분포는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각각의 오차항의 평균값은 0이
되고, 분산-공분산 행렬(variance-covariance matrix)에서 공분산 부분의 상관계
수는  가 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인 이변량 프로빗 모형이 지역간 이주
와 경제활동참가 및 직업훈련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 귀무가설을 검정하게 된다. 만약 이 귀무가설이 채택된다면 두

추정식, 혹은 여러 추정식들이 서로 상관이 없고 이들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가설이 기각된다면 본고에서 시도하는 이변량 프로빗
모형이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추정된 파라미터
가 최우추정량(Maximum Likelihood Eestimator: MLE)이라면, 선형확률 모형
이나 일변량 프로빗 모형에서의 효과와 비교해 보기 위해 각 변수별로 한계효
과(marginal effect)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변량 프로빗 모형
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계효과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빗 공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공식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Greene, 1996). 그러나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도함수는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평균값과 같은 특정 표본점에서 추정이 가능하며, 조건부 밀도함수가 대칭인
경우 이변량 프로빗 모형에서의 한계효과가 일변량 프로빗 모형과 동일함이 증
명되었다(Christofides et al., 1997).
본고에서는 KLIPS를 이용하여 이변량 혹은 다변량 모형에서 노동시장참가
및 교육훈련과 지역간 이주에 대한 동시결정을 분석한다. 종속변수로는 지역간
이주(  ), 경제활동참가(   ), 직업훈련교육(   )을 사용하였다8). 식 (2)부터 식
(4)까지의 각 종속변수별로 구성한 3개의 회귀식을 2개씩 조합하면 총 세 가지
의 이변량 프로빗 모형이 설정된다.9)
                    

(2)

8) 한편, 설명변수  는 모든 모형에 공통으로 도입되어 있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에 대한
변수이며,  은 결혼 여부,  는 가구의 규모,  는 자가 여부,  는 거주지 만족도를
나타낸다.  는 비근로소득,  는 소득만족도,  는 전기(9차년도 기준)의 직업훈련 여
부, 는 자격증 유무, 는 경력을 의미한다.
9) 식 (2)와 (3)을 조합하면 이주와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이 되며, 식 (3)
과 (4)를 조합한 것이 경제활동참가와 직업훈련에 관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이고, 식 (2)와
(4)를 조합하면 이주와 직업훈련에 관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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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이변량 프로빗 모형과 일반적인 모형의 차이는 오차항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각 회귀식에서의 오차항은 식 (5)와 같이 서로 결합
하여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도출되는 각각
의 모형에서도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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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 (5)의 경우에는 이주와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에서 오
차항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오차항의 분산은 행렬 형태로 나타내어지
는데 분산-공분산 행렬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는 두 식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값이 0이 된다면 모
형에서 설정한 두 식에서의 오차항은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시  값이 0이 아
니라는 가설까지 검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변량 프로빗 모형은 이주 여부, 경제활동참가 여부와 직업훈련 여부
에 대한 식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3개의 회귀식이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므로 삼변량 프로빗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변량 프로빗을 확장하
면 식 (6)과 같이 이주와 경제활동참가, 교육훈련에 대한 삼변량 프로빗 모형에
서 오차항에 대한 가정을 표현할 수 있다.
     
        
   

  ∼       
     
 

  
        
   





(6)

식 (6)에서 하첨자로 쓰여진  값은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등).
위와 같은 경우의 분산-공분산 행렬은  의 값이 여러 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
서 이변량 프로빗에서와 같은  가 0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번거로운 작업이
된다. 결국 다변량 프로빗 모형에서는 위에서 나타난  값들이 모두 0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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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회귀식 간의 관계 정도를 설명한다. 따
라서 귀무가설은           이 되며,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면 세
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동시의사결정 구조의 실증분석

1. 이주와 직업훈련의 패턴 추이
이주와 경제활동참가 및 직업훈련 여부의 동시결정에 대한 분석에 앞서 본 절
에서는 이주의 시간에 따른 패턴과 지역별 교육훈련 경험에 대한 현실을 알아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간 이주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
성을 살펴보아 구분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1>은 10차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주경험 여부에 따른 임금 및 나이, 교
육수준 등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4차년도와 10차년도를 비교한 자료
는 4차년도와 10차년도 모두 응답한 관측치만을 사용하였고, 5차년도와 10차
년도를 비교한 자료는 5차와 10차에 모두 응답한 관측치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하 동일하게 비교되었다. 표에 나타난 숫자는 10차년도의 평균값이며, 구분은
지역간 이동 여부이다. 모든 구분에서 임금수준 측면에서는 이주자가 비이주자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각 연도마다 표본이 달라지므로 편의(bias)가
생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주자와 비이주자의 임금수준의 차이는 15
만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이주를 경험함으로써 더
높은 소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예상되는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연령의 경우에는 비이주자가 이주자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주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기존에 생활하던 환경에 익
숙하여 이주한 후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지의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주자와 비이주자의 나이 차이는 4~6세 정도이다. 이는 Sjaastad
(1962)에서 제시된 이주비용 중 비화폐적인 비용으로 사료된다. 교육수준은 이
주자일 경우에 높은 모습을 보인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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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이주경험별 평균값 비교

4~10차
5~10차
6~10차
7~10차
8~10차
9~10차

이주
여부

관측치

임금

연령

교육
년수

가족
규모

결혼
여부

비이주

1,765

208.49

44.38

5.35

3.58

0.77

191

233.46

39.59

5.98

3.19

0.75

1,997

203.71

43.81

5.35

3.57

0.75

181

220.93

38.96

5.93

3.02

0.72

2,216

205.09

43.27

5.43

3.55

0.75

177

221.51

37.63

5.95

3.00

0.74

2,540

203.33

42.53

5.48

3.53

0.73

이주
비이주
이주
비이주
이주
비이주
이주
비이주
이주
비이주
이주

180

223.01

36.23

6.09

2.91

0.69

2,807

199.53

41.91

5.51

3.53

0.72

140

216.56

34.66

6.32

2.69

0.61

3,380

193.35

40.95

5.57

3.47

0.70

90

219.87

34.42

6.32

2.60

0.59

경에 적응하고 이주를 통해 인적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주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가족
규모 측면에서는 이주경험자가 가구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관적으로,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화폐적 비용과 비화폐적 비용이
이주를 할 때 많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기혼자이고 배
우자가 있는 경우가 이주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가족 구성 측면에서
가구원수가 적고 배우자가 없을수록 쉽게 이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직업훈련의 패턴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4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기초통계량이 <표 2>
와 같이 나타나 있다. 2003년 이후 전체적으로 직업훈련 경험자의 비율이 꾸준
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종 정책적인 지원 및 자기계발 수요의
증대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2007년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5% 정도로 나타나, 실제로
직업훈련 받은 노동자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강원, 영남권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훈련 경험자의 비

지역간 이주, 경제활동참가, 직업훈련의 동시 의사선택에 관한 실증분석(김주섭․정원일․전용일)



67

<표 2> 지역별 교육훈련 여부10)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균

2001
7.88
7.16
12.20
20.44
3.88
18.42
18.85
8.67
4.35
8.75
15.12
17.88
25.84
18.31
7.78
10.39

2002
6.78
8.31
8.26
6.57
4.02
21.01
23.58
7.56
9.09
21.25
7.53
14.29
15.39
8.67
6.56
8.94

교육 받은 사람 비율
2003
2004
2005
7.94
9.83
10.64
8.82
13.00
15.57
5.17
10.85
9.60
8.70
4.62
8.46
8.30
3.13
7.20
21.49
21.31
24.14
19.55
26.52
42.97
9.07
8.27
8.65
6.78
6.35
9.23
20.73
14.77
15.05
8.57
15.46
12.38
15.82
20.48
22.38
24.71
22.47
26.88
11.41
10.44
15.21
9.80
15.25
19.48
10.10
11.36
13.39

2006
15.83
17.60
9.49
10.79
6.60
26.50
33.08
12.79
12.50
20.34
19.47
25.71
34.78
11.89
18.75
15.91

2007
13.80
12.72
12.96
15.27
4.11
29.66
37.30
11.89
11.11
23.68
33.87
29.49
54.64
11.05
14.58
15.93

율을 보이는 반면, 충청과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영남 지역에서
는 유일하게 울산 지역만이 높은 직업훈련 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울산이
대기업 중심의 공업 도시이기에 지속적인 재직업훈련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나 직업을 가지게 될 기회가 높기 때문이다.
앞선 지역간 이주와 직업훈련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주와 직업훈련의
경험 비율을 교차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는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사용된 샘플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주 경험과 직업훈련 경험 여부를 보
여준다. 전체 표본은 5,469명이며, 이 중 이주 경험자는 111명, 직업훈련 경험
자는 691명으로 나타난다. 이 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절에서 분석되는 다항
로짓 모형의 종속변수 구분이 이루어지며, 직업훈련과 이주의 관계는 다음절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10) 제주도의 경우는 조사된 관측치 자체가 적고 이주 및 교육훈련 역시 거의 진행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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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간 이주 여부 및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직업훈련 있음
직업훈련 없음
전체

이주경험 있음
21
90
111

이주경험 없음
670
4,688
5,358

전체
691
4,778
5,469

2. 실증분석
다른 기존 문헌들에서 세 가지의 의사선택이 각자 결정되는 모형에 근거하여
추정된 반면, 본 논문은 서로 동시에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다변량
모형을 토대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른 문헌 및 본 분석과의
비교를 위하여, 먼저 지역간 이주와 직업훈련 여부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모
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역간 이주 여부와 직업훈련 여부 선
택의 조합이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후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분석하여 각 의사선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서로의 연관 정도를 살펴보고,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분석하여 세 의사선택이
실제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 그 의미를 살펴본다.
먼저, 지역간 이주 전후를 비교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직업훈련 경험 비율은
다음 <표 4>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주자의 경우에는 9차년도 조사에 대비하
여 10차년도에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9.91% 증가하였으나 비이주자의 경우
에는 6.57%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주자의 경우 9차
<표 4> 지역간 이주에 따른 직업훈련 경험 및 경제활동참가 변화
(단위 : %)

직업훈련 경험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9차년도 비율(A)
10차년도 비율(B)
변화((B)-(A))
9차년도 비율(A)
10차년도 비율(B)
변화((B)-(A))

이주자
21.62
31.53
9.91
65.38
62.64
-2.76

비이주자
13.34
19.91
6.57
58.16
58.31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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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비하여 10차년도에서는 2.76%가 감소하였으며, 비이주자의 경우는
0.15%가 상승하고 있다.
<표 5>는 지역간 이동과 직업훈련의 여부를 네 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다
항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11). 이때 지역간 이주와 직업훈련을 모두 받지
않은 경우는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모든 결과의 해석은
네 번째 경우(Case 4)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이주와 직업훈련의 경험이 없는 경
우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두 결정 중 어느 하나라도 선택할 확률은 증
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주를 인적
자본 축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 직업훈련 역시 인적자본의 의미가 크므로,
일반적인 예상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특히 이주와 직업훈련을 모두 경험할
확률은 어느 한 가지만 경험할 확률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며, 유의성 역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질수록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결정
을 하게 된다. 한편 가구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이주와 직업훈련을 모두 경험
할 확률과 이주만을 경험할 확률은 감소하게 된다. 즉 소득이 충분히 높은 수준
<표 5> 지역간 이주여부와 직업훈련여부의 결정요인(multinomial logit regression)
Case 1(이주o 직훈o)
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18.066
성별(남성=1)
0.509
(0.503)
연령
-0.162*** (0.046)
교육수준(중졸)
18.921
(1.583)
교육수준(고졸)
17.759
(1.784)
교육수준(대졸이상) 20.429
(1.575)
경력
0.107*** (0.034)
결혼여부(기혼=1) -0.067
(0.582)
가구구성원수
-0.433**
(0.213)
자가여부(자가=1)
0.403
(0.513)
거주만족도(만족=1) 0.066
(0.766)
근로소득
-2.633**
(1.33)
관측치
2
Pseudo R

Case 2(이주x 직훈o)
계수
표준오차
-2.279
(0.332)
0.131
(0.093)
-0.027*** (0.006)
0.573*** (0.161)
0.988*** (0.193)
1.210*** (0.173)
0.032*** (0.005)
0.456*** (0.117)
-0.152*** (0.041)
0.007
(0.097)
0.195
(0.15)
0.910*** (0.166)
5469
0.085

Case 3(이주o 직훈x)
계수
표준오차
-0.891
(0.873)
-0.174
(0.224)
-0.050*** (0.015)
1.005*
(0.524)
1.428**
(0.575)
1.555*** (0.552)
-0.011
(0.024)
0.053
(0.265)
-0.333*** (0.102)
-0.338
(0.245)
-0.426
(0.282)
-1.420**
(0.655)

주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1) 구분의 기준은 본 논문의 제Ⅲ장에서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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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이주와 직업훈련을 모두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는 소득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개인의 효용함수를 고려할 때 소득이 높으
면 여가시간을 늘리고 노동을 줄이게 된다는 이론에서 접근해 보면, 인적자본
에 대한 투자 역시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직업훈련의 결정만을 할 확률은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이주와 직업훈련을 모두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직업훈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비교집
단인 인적자본의 축적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훈련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이주와 직업훈련은 반대의 방향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이주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보다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주
보다는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주와 경제활동참가의 이변량 프로빗 결과를 살펴보면(표 6 참조),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유의한 의미를 가지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가족규
모가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근로소득 규모, 소득
만족도 등이 있다. 성별의 경우에는 지역간 이주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주에 관한 특별한 패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한국의 실정에 비
추어보면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주와 경제활동
참가의 동시결정하에서 이주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는 참가
할 수 있는 확률 역시 낮아진다12). 앞서 언급된 Sjaastad(1962)에서는 지역간
이주를 개인의 인적자본 투자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이론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자본에 투자하여 회수가 가능한 기간이 상대적으
로 적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자본에 투자를 덜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나이가 많을수록 이주를 할 확률이 적어지게 된다. 한편, 경제활동참가 역시 연
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데, Gardner et al.(2001)은 이주를 직업 혹은 경제활동
상태를 바꾸기 위해－주로 참가 혹은 이직－행해지는 것이라는 기본 가정하에
서 연구를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도 이주를 하는 사람은 경제활동참
가가 늘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2)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있어서 연령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계수값의 부호가 음(-)의 값으
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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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규모가 클수록 이주에 필요한 비용이 커지게 된다. 비화폐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실제로 이사비용 등에 있어서 가족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또한 이은우(2005)와 Gardner et al.(2001)의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논리를 각각 증명하였다. 또한, 소득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된 항목을 두 가
지의 기준(만족 이상－매우 만족 · 만족, 보통 이하－보통․불만족․매우 불만
족)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한 것이다. 즉 소득만족 여부가 양(+)의 계수값을
갖는 의미는 가구의 소득에 만족할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제활동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며 이에 따
라 소득만족도가 높아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비경제활
동인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되는 맹점이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만족스러울수록 경제활동참가를 하여 더욱 나은 소
득수준에 도달하도록 쫒아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소득이 불만족스러
<표 6> 지역간 이주, 경제활동참가의 동시결정(bivariate probit estimation)

공
통

이
주
경
제
활
동
참
가

상수항
성별(남성=1)
연령
교육수준(중학교졸)
교육수준(고졸)
교육수준(대졸이상)
결혼여부(기혼=1)
가구구성원수
자가여부(자가=1)
거주지만족도(만족=1)
경력

이주 여부
계수
표준오차
-0.699**
(0.327)
-0.022
(0.088)
-0.022***
(0.006)
0.365*
(0.189)
0.427**
(0.213)
0.577***
(0.197)
-0.067
(0.102)
-0.181***
(0.040)
-0.126
(0.093)
-0.184
(0.118)
-0.001
(0.008)

경제활동참가 여부
계수
표준오차
1.450***
(0.498)
0.509***
(0.056)
-0.003
(0.003)
-0.112
(0.077)
-0.062
(0.112)
-0.109
(0.093)
0.075
(0.066)
-0.004
(0.023)

비근로소득

-0.083

(0.094)

소득만족도(만족=1)

0.289***

(0.055)

직업훈련여부(훈련=1)

0.255***

(0.095)

-0.142

(0.234)

자격증여부(보유=1)
관측치



5469
-0.226 (Chi-Square=9.181 & p=0.002)

주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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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서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다면 이 경우에는 실망실업자의 비경제활동
인구 포함에 소속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소득이 낮은 수준이어서 구직을
하였지만 여의치 않아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간 이주와 경제활동참가의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검정하
기 위한 카이제곱 검정에서     로 측정되었다. 즉 두 결정이 동시에 이
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값이 0.002로서 1%
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게 되므로 지역간 이주와 경제활동참가의 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두 결정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와 훈련 여부의 동시결정을 <표 7>에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
보다 경제활동참가를 많이 하고, 훈련 역시 남성이 더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두 추정식의 계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두 종속
변수 사이의 선후관계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면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훈련을 받을 가능성
<표 7> 경제활동참가, 직업훈련의 동시결정(bivariate probit estimation)

공통

경제
활동
참가
직업
훈련

상수항
성별(남성=1)
연령
교육수준(중학교졸)
교육수준(고졸)
교육수준(대졸이상)
결혼여부(기혼=1)
비근로소득
소득만족도(만족=1)
직업훈련여부(훈련=1)
자격증여부(보유=1)
가구구성원수
근로소득
경력
관측치



경제활동참가 여부
직업훈련 여부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1.410***
(0.509) -1.430***
(0.146)
0.523***
(0.057)
0.084*
(0.049)
-0.003
(0.003) -0.012***
(0.003)
-0.105
(0.078)
0.267***
(0.077)
-0.053
(0.113)
0.498***
(0.097)
-0.061
(0.095)
0.678***
(0.085)
0.061
(0.066)
0.162***
(0.058)
-0.063
(0.098)
0.266***
(0.056)
0.078
(0.099)
-0.118
(0.239)
-0.012
(0.235)
0.320***
(0.083)
0.016***
(0.003)
5389
0.382(Chi-Square=34.51 & p=0.000)

주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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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인적자본이 증가한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직업을 구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의 경우는 경제
활동참가 여부에서는 유의한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훈련 여부에서는 유의한 음
의 값을 보인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투자에 대한 수익(즉 늘어난 인적자본으
로 임금을 올리는 등의 효과)이 적어지므로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근속연수와 교육수준 역시 훈련의 결정을 추정하는 식에서 유의한 모습을 보이
는데, 이는 모두 훈련을 투자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기대되는 수익을 고려해 보
면 적절한 부호와 유의성이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업훈
련을 받은 경우가 많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교육수준과 추후 직업훈련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교육에 대한 투자를 자기 자신의 선택
(self-selection)이라고 생각한다면13), 개인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비용과 편
익을 고려할 때 편익이 더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직업훈련 역시 유사한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장기에 받은 교육과 취업 이후에 받는 직
<표 8> 지역간 이주, 직업훈련의 동시결정(bivariate probit estimation)

공통

이주
직업훈련

상수항
성별(남성=1)
연령
교육수준(중학교졸)
교육수준(고졸)
교육수준(대졸이상)
결혼여부(기혼=1)
경력
가구구성원수
자가여부(자가=1)
거주지만족도(만족=1)
근로소득
관측치



지역간 이주 여부
계수
표준오차
-0.634*
(0.333)
-0.025
(0.089)
-0.023***
(0.006)
0.349*
(0.189)
0.402*
(0.213)
0.555***
(0.197)
-0.039
(0.105)
-0.004
(0.008)
-0.187***
(0.042)
-0.106
(0.094)
-0.201*
(0.119)

직업훈련 여부
계수
표준오차
-1.430***
(0.145)
0.088*
(0.049)
-0.013***
(0.003)
0.268***
(0.077)
0.498***
(0.097)
0.676***
(0.085)
0.161***
(0.058)
0.017***
(0.003)

0.330***
(0.083)
5389
0.042 (Chi-Square=0.408 & p=0.523)

주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3) 교육은 인적자본의 형성 및 증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으
며, 직업훈련은 이러한 목적에 더해 그들의 직업에서 계속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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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모형의 적절
성을 알아볼 수 있는   값을 살펴보면  값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모습
을 보여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와 훈련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선택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검정되
었다.
이주에 대한 결정과 훈련에 대한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한 이
변량 프로빗 모형의 결과를 <표 8>에서 살펴보면, 이주와 경제활동참가 이변량
프로빗 모형에서는 음(-)의 값을 나타냈지만 유의하지 않았던 거주지 만족도 여
부(만족 이상이면 1, 보통 이하이면 0)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음(-)의
값을 가진다. 이는 현 거주지가 만족스럽다면 이주를 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
을 의미하는데,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14) 속에서 거주하는 개인이나 가구
는 소득이 낮고 종사상 상태 역시 불안정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와 경제활동참가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주와 훈련을 동시결정할 때 거
주지 만족도 여부는 더욱 개인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부분에서 앞선 이변량 프로빗의 결과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동시결정이 일어나는지를 검정하여 두 선택 사항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주와 직업훈련은 동시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0.408로서 동시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또한  의 값은 0.042로 나타나 거의 0에 근접하고 있다. 결국 이주와
직업훈련은 두 요소가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경제활동참가’, ‘경
제활동참가-직업훈련’의 동시결정을 통하여 이어지는 의사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주와 경제활동참가 및 훈련의 세 가지 의사결정을 동시에 하는 것을 고려
한 다변량 프로빗 분석(표 9)에서는 이주에 대한 결정식의 추정 부분에서는 자
가 여부나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주 자체에 대한 결정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러 의사결정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주 결정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가족규모 등으로
14) 예를 들어 혐오시설 주변 및 오지마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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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특히 이들 세 설명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고 부호 역시 동일하
므로 이주를 선택하는 데 가장 먼저 고려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
의 결정요인에서는 교육수준의 차이가 더 이상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즉 세 가지의 의사결정을 동시에 하는 과정에서 교육수준은 이주와 직업훈련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주와 경제활동참가의 이변량
프로빗 모형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
를 보였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이론과는 배치되는 결과였지만, 세 가지를 동시
<표 9> 지역간 이주, 경제활동참가, 직업훈련의 동시결정(multivariate probit
estimation)

공
통

이
주

상수항
성별(남성=1)
연령
교육수준(중졸)
교육수준(고졸)
교육수준(대졸이상)
결혼여부(기혼=1)
가구구성원수
자가여부(자가=1)
거주만족도(만족=1)
경력
가구구성원수
비근로소득
소득만족도(만족=1)
직업훈련여부(훈련=1)

경
제
활
동
참
가 자격증여부(보유=1)
직 근로소득
업
훈
련 경력
관측치
Chi-Square 통계치1)

지역간 이주
Std.
Coef.
err.
-0.649*
(0.333)
-0.024
(0.089)
-0.026*** (0.006)
0.353*
(0.189)
0.410*
(0.214)
0.563*** (0.197)
-0.040
(0.105)
-0.186*** (0.041)
-0.108
(0.094)
-0.203*
(0.119)
-0.004
(0.008)

경제활동참가
Std.
Coef.
err.
1.420*** (0.504)
0.518*** (0.057)
-0.003
(0.003)
-0.054
(0.078)
-0.098
(0.113)
-0.067
(0.095)
0.063
(0.067)

-0.009
-0.066
0.266***
0.154

(0.024)
(0.099)
(0.056)
(0.098)

-0.126

(0.237)

직업훈련
Std.
Coef.
err.
-1.430*** (0.145)
0.087*
(0.049)
-0.013*** (0.003)
0.267*** (0.077)
0.498*** (0.097)
0.678*** (0.085)
0.156*** (0.058)

0.330*** (0.083)
0.016*** (0.003)
5389
Chi-Square=16.08 and p-value=0.001

주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1) 카이제곱 검정은 삼변량 프로빗의 3개의 회귀식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
는 것으로서         을 검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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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려한 결과 교육수준은 유의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주와 직업훈련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분석으로 볼 수 있다.
훈련에 관하여서는 기존 경제활동참가와 훈련의 이변량 프로빗 모형과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업훈련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며, 근속연수가 길면 새로운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이주와 근속연수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미루어 볼 때, 근속연수가 오래되어 새로운 인적자본 축적이 필요한 근로자
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주보다는 교육훈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모형의 적절성을 알아보는 카이제곱 검정에서 다변량 프로빗 분석에서는 3
개의 추정식을 분석한다. 따라서  값 역시 이주-경활, 경활-훈련, 이주-훈련의
세 가지의 결과가 도출되는데, 위 표에 제시된 값은 이들  (편의상  ,  ,
 로 표현)의 모든 값이 0이 아닌, 즉        을 검정할 수 있다.

이때의 검정통계량인   =18.62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p-value는 0.0003으로
나타난다. 이는 세  의 값이 공통으로 0이 된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고, 따라서
이주와 경제활동참가 및 훈련에 대한 결정은 각 개인별로 동시에 고려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이주와 경제활동참가 및 직업훈련의 의사선택에서 어
떠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경제활동참가는 가장 기본적
인 개인의 선택으로서 이를 통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등 경제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이다. 직업훈련은 경제활동참가 이후 개인의 더욱 큰 부가가치
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개인의 편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간접적인
영향을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결정 역시 심도 있게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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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간 이주는 생활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쫒아갈
수도 있지만, 경제활동참가라는 목적을 찾아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의사선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선택은 모두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투자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들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변량 프로빗 모형
을 이용하여 동시결정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세 가지의 의사선택을 두 가지씩 묶어 분석을 실시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의
결과는 ‘이주와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와 직업훈련’의 두 가지 의사선택
끼리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간 이주와 직업훈
련의 동시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참가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간 이주를 결정하거나 혹은 직업훈련을 결정하는 것으로 결
론지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인적자본 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적자본을 쌓
는다는 것은 경제활동에의 참가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일련의 과정들이 동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간 이주와
직업훈련은 두 결정이 모두 인적자본 축적만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동시적으
로 두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두 결정들을
연결시켜 본다면, 경제활동참가를 위한 인적자본 축적의 한 방법으로서 지역간
의 이주를 하게 되며, 경제활동참가에 성공하여 인적자본을 추가적으로 증가시
키는 방법으로서 직업훈련을 받는 구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 두 결정
사이에서의 동시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지역간 이주와 경제활동참가 및
직업훈련은 동시에 결정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앞선 이변량 프로빗
모형의 세 회귀식을 분석해 보면, 행동이 관측되는 과정은 세 부분의 활동이
일련의 흐름을 가지며 결정된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변량 프로빗 모형의 검
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활동이 동시에 결정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
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모든 의사결정은 겉으로 나
타나기 이전에 모두 선택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동시결정성이 보
이는 것이 당연시할 수 없는 경우로 Jeon and Kim(2009)을 거론할 수 있다. 그
연구에서는 한국의 여성노동자의 경우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의사가 동시에 이
루어지지 않고, 대신 출산에 경제활동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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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 구조로, 경제활동참가에는 최근 1~2년의 출산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개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경제활동과 이주 및 직업훈련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임금상승 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더욱 투자를 많
이 하게 되고, 이러한 활동을 직업훈련 및 지역간 이주를 통하여 실현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간 이주를 경험하거나 직업훈련을 많
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 역시 앞으로 근로자 자신이 임금 혹은 소득을 창
출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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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ultaneous Decisions on Inter-regional Residental
Movement,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Job Training Opportunities
Jooseop Kim․Wonil Jeong and Yongil Jeon
Inter-regional mov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occupational training
are all considered as the investment for accumulating human capitals. We
examine whether their decision processes are jointly made or not. By
adopting suitable models such as bivariate and multivariate probit models,
we analyze potential factors in Korean labor market that may affect the
decisions of individual labor workers simultaneously.
Our statistical tests in the multivariate probit analysis indicate that the
inter-regional mov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occupational training are
decided collectively for the individual Korean workers. Particularly,
“inter-regional move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occupational training” are linked under the bivariate
probit models. This fact needs to be fully incorporated when any suitable
policy is implemented.
Keywords : inter-regional mobility, labor force participation, job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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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널리 열려져 있는 사실
이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의학발달을 감안하여 새로운 기대수명을 계산해 본
결과에 의하면, 통계청의 예측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더 길게 연장돼 보통 사
람들도 상당한 확률로 100세에 근접하는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
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반가운 것만이 아닌 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
람들이 만성적인 건강문제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신체적 준비가 미흡할 경우 모 일간지 기획연재기사의 제목처
럼 100세까지의 삶은 축복이기보다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앙으로 다가
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논의를 중고령자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은퇴라는 사건은 대부분의 사
람들이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주요한 사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의 은퇴와 건강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은 전반적으로 은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동의하고 있
지만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은퇴와 건강에 대한 인과관계를 크게 직접적인 관계와 간접적인 관
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만약 어떤 사람이 갑
작스러운 비자발적인 실업을 겪거나 강제로 조기퇴직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경
험으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발적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은퇴가 더 많은 심리
적․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건강을 증진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간접적인 인과관계로 어떤 사람들은 은퇴 이후 종교활동이나 시민단체
참여, 여가활동 등 미은퇴자에 비해 자발적 사회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충분히

1) 조선일보(2011.1.3.판), “100세 쇼크 축복인가 재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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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고, 이러한 참여가 심리적 지지와 안정, 정보 공유 등 다양한 경로를 통
해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퇴가
직장 중심의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을 약화시킴으로써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한다(최성수 외, 2008).
이와 같이 만약 은퇴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
겠으나 이와 반대로 은퇴 이후 건강이 악화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으로 볼 때도 은퇴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즉, 본인의 의사와 반
하는 강제 조기퇴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조기퇴직을
경험하게 되면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후의 경제활동참가를 억제
하는 동시에 본인의 치료와 휴양의 부담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은퇴 이후의 건강상태의 변화는 중요
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의 결과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고령자의 건강과 은퇴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임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개인의 건강과 은퇴를 조사한 자료가 충
분히 축적되지 않아 건강과 은퇴의 상관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
들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손용진(2005), 이승렬(2007), 최성수 외(2008), 석
상훈(2010) 등이 있을 뿐이다. 손용진(2005)은 ｢한국노동패널｣의 2003년 자료
를 이용하여 2년 전과 비교하여 은퇴자 집단은 건강이 나빠졌다고 한 비율이
높아졌으나 미은퇴자 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한 이승렬(2007)은 ｢한국노동패널｣의
2003~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은퇴할 확
률이 높게 나타나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은퇴하게
될 확률이 남성 48.5%, 여성 36.9%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문제로 은퇴한 중
고령자의 경우 건강플로우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관적, 객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나는 건강자산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또한 최성수 외(2008)는 ｢고령화연구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자와 미은퇴자 집단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족, 친구, 자원단체
활동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한 사회적 연결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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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 대상인 은퇴와 주관적 건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은퇴
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은퇴를 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유의만 결과를 얻
었으며, 다른 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자에게 있어서 건강
상태가 보다 나쁠 확률은 미은퇴자에 비해 1.95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석상훈(2010)은 ｢국민노후보장패널｣의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주
관적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할수록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
선되다가 이후 악화되었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건강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상호 이질적인 은퇴 집단과 미은퇴 집단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점에 은퇴하지 않
은 은퇴자들을 마치 동일한 시점에서 은퇴한 것처럼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동일 시점에 은퇴를 경험한 은퇴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선택
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사용하여 은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순수한 효
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와 건강상태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 ｢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성향점수 매칭법을 소개하고, 제Ⅲ장에서는 본 연
구의 대상으로 하고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
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던 분석방법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주관적 건
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 분석과 성향점수 매칭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은퇴
의 건강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
약․정리한다.

Ⅱ. 분석방법 소개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한 매칭방법은 사회과학 분야의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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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의 영향을 파악할 때 많이 사용된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무
작위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할 때 비교집단을 설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개인의 속성요소는 설명변수의 설정만으로는 다 통제
될 수 없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른 속성
적 요소는 동일하지만 현 상황만 다른 그룹으로 표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
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성향점수 매칭방법2)이 있다.
성향점수 매칭방법은 Rosenbaum and Rubin(1983)으로부터 제안되었다. 이
방법론은 정부정책, 교육훈련 등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비모수적 방법론이다. 매칭방법론의 주 목적은 무작위 실험이 불가능할
때, 그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특히, PSM 방법론은 데이터 분포
에 관한 특별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많은 방법론과 함께 사용되어
여러 강한 가정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성향점수 매칭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은퇴의 순수한 효과는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의 건강상태와 만약 동일한 은퇴자가 은퇴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건
강상태 간의 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개인  가 지난 조사 이후 은퇴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
고,   (     )는  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성과(potential outcome)이
다. 그리고  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정의되고,  는 흔히 처치 수혜자(     )에
대한 처치의 평균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라고 불
린다. 은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라는 차원에서 이 식을 해석하면,
      은 은퇴자의 은퇴 이후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은 실제 은퇴자가 은퇴하지 않았다면 얻게 되었을 가상적 상황에서의

주관적 건강상태(conterfactual)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 자료에서 쉽게 추정될 수 있는 반
면에       은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칭기
2) 이하 성향점수 매칭법은 유경준․강창희(2010)의 연구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밝혀둔다.

86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1호

법은 관측되지 않는       을 추정하기 위하여 은퇴자와 동일한 관측
특성(  )을 갖는 미은퇴자의 성과를 이용하는 통계방법이다. 관측 가능한 특성
에 기반하여 은퇴자와 미은퇴자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PSM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조건부 독립성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CIA)에 기초
하고 있다.
    ⊥   

이 가정은 관측되는 특성(  )이 주어져 있을 때 한 개인의 은퇴 여부(  )는
잠재적인 성과(   ,   )와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      
               ’이 성립한다. 즉,   라는 관측 특성을 갖는 은퇴자

가 은퇴하지 않았을 경우의 평균 가상 건강상태(          )는 은퇴자와
동일한 관측 특성을 갖는 미은퇴자의 관측된 평균 건강상태(           )
에 의하여 추정된다. 은퇴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측 특성( )을 가질 수 있으므
로, 실제 은퇴자가 은퇴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되는 평균 가상 건강상태는
 에 대하여          를 가중평균함으로써 구해진다. 즉,      =
            의 관계가 성립한다. 결국 은퇴자의 평균 효과는

  
          의 식을 통하여 추정된다.
 
       - 

그러나 실제 이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가 한 변수가 아닌 여러 개의 변수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변수의 조합에 대하여 동일한 값을 갖는 두 명의
짝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Rosenbaum and
Rubin(1983)은 성향점수         를 이용한 매칭을 통해서도  를
이용하는 매칭과 동일한 인과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의 다차원
성의 문제(curse of dimensionality)를 해소하였다. Rosenbaum and Rubin(1983)
은 가정 1과 2가 추가될 경우 성향점수를 이용한 매칭을 통해서 선택편의가 없
는 처치효과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음을 보였다.
가정 1.      
가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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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정들이 성립할 경우 은퇴집단의 한 구성원과 성향점수가 동일한(보다
정확하게는 근사한) 미은퇴집단의 구성원을 짝지어서 그 성과를 차분하여 처치
효과를 추정하며, 이 추정치는 무작위 실험평가와 동일하게 선택편의가 존재하
지 않게 된다3).

Ⅲ.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은퇴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은퇴자와 미은퇴
자를 선별하고 이들의 건강상태를 은퇴 전후로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
｣과 ｢한국노동패널｣, 그리고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하는데 그 이유는 ｢
고령화연구패널｣은 은퇴와 건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2차 조사 자료까지만 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를 전후하여 건강상태를 살
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구축한
｢한국노동패널｣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는 6차년도 이후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은퇴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측정되어 있지 않고 부가조사 형태로 두 차례
만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패널조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조
사가 진행되는 제한이 있으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와 건강상태를 처음 조
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패널자료는 2005년
당시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약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 명을 추출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수집하고 있으
며, 원표본 유지율은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9년 3차년도 조사에서 가구 기준
으로 83.0%로 나타나 표본 유지율은 양호한 편이다. 본 조사에서는 가구의 경
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 현황 및 퇴직, 은퇴, 노후생활, 건강, 가족관계, 노후소

3) 자세한 매칭기법에 대해서는 최강식(2007)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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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보장 현황 등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축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은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연속적으
로 연결하여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
국민노후보장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 그리고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연속해
서 관찰된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 임금근로
자가 2차년도에는 일자리를 그만두고 앞으로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활
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경우를 은퇴로 정의한다. 실제 자료에
서 은퇴는 조사 시점에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만 15세 이후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이에 대해 근로 및 소득활동의 경험
이 있다고 대답한 개인에 대해 다시 “현재 귀하는 은퇴하셨습니까?4)”라고 질
문을 통하여 측정된다. 이 같은 은퇴의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현재의
경제활동참가 여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정의로 평가될 수 있
다(김지경, 2005).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은퇴의 정의는 (t-1)기 임금근로자가 (t)
기에 은퇴를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비교집단(미은퇴자)은 (t-1)
<표 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임금근로자 기준)
(단위 : 명, %)

임금 → 임금(미은퇴)
임금 → 비임금
임금 → 실업
임금 → 은퇴(은퇴)
임금 → 탈락
전체

1차(2005년) →
2차(2007년)
빈도
비율
1,071
68.96
35
2.25
127
8.18
121
7.79
199
12.81
1,553
100.00

2차(2007년) →
3차(2009년)
빈도
비율
815
61.19
77
5.78
110
8.26
196
14.71
134
10.06
1332
100.00

전체
빈도
1,886
112
237
317
333
2,885

비율
65.37
3.88
8.21
10.99
11.54
100.00

4) 1차조사에서는 은퇴를 ‘부분은퇴’와 ‘완전은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 부분은퇴
는 근로 및 소득활동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고령이나 건강악화 또는 새로운 고용계약 등
으로 종전의 소득 및 근로시간(임금근로자), 경영참여 및 사업규모(고용주/자영업자)를 현
저히 줄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완전은퇴는 3차조사의 은퇴의 정의와 일치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정의의 일관성을 위해 1차조사에서는 완전은퇴로 응답한 개인을 은퇴자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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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임금근로자이면서 (t)기에도 여전히 임금근로자인 집단으로 설정한다. 비임
금근로자와 실업자는 은퇴에 대한 태도나 특성이 임금근로자와 상당히 이질적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비임금근로자와 실업자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으로 은퇴집단은 1~2차년도 자료에서 121명, 2~3차년도 자료에서
196명이 추출되어 총 317명이 선별되었으며, 미은퇴집단은 1~2차년도 자료에서
1,071명, 2~3차년도 자료에서 815명이 추출되어 총 1,886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2>는 분석대상을 은퇴 여부에 따라 은퇴집단과 미은퇴집단으로 분류하
여 이들 집단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은퇴 관련 특성 등을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은퇴집단과 미은퇴집단 간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 살펴보면 은퇴집단이 미은퇴집
단보다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고 연령도 높은 반면에, 학력수준은 낮게 나타났
다. 고용상태는 은퇴집단이 미은퇴집단보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다소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은퇴집단의 평균 은퇴연령은 63.13세이며, 은퇴 사유
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경우가 많으며(54.89%), 은퇴의 자발성 측면5)에
서는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64.67%), 60세 이전에 은퇴하는 조
기은퇴6)보다는 60세 이후까지 근로상태를 유지하는 경우(67.51%)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은퇴 다음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은 건강상태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를 사용한다. Idler and Benyamini(1997)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① 기존에
사용되었던 변수들보다 건강상태와 건강위험 요소를 측정하는 데 더 포괄적이
며 정확한 측정지표이며, ② 현재의 건강 정도와 궤적을 판단하는 효과적인 평
가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③ 결과적으로 건강상태에 효과를 미치는 활동
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④ 건강의 악화를 늦출 수 있는 자원의 유무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그 특성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다루기 쉽게 간
5) 은퇴의 자발성은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귀하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였
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측정되고 있다.
6) 일반적으로 조기은퇴는 연금수급 자격과 결부되어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금수급 자
격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수급 개시연령(60세)을 기준으로 은퇴시 연령이 60세 이전에
은퇴한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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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 세, 명)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종사상 지위

직업

은퇴 연령
은퇴 사유
은퇴 자발성
조기 은퇴

여성
남성
평균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없음
있음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평균
건강
건강 이외
자발적 은퇴
비자발적 은퇴
조기은퇴
지연은퇴
전체
관측치

미은퇴자
42.52
57.48
61.29
7.64
32.93
20.84
26.99
9.38
2.23
14.10
85.90
55.64
20.34
24.01
2.23
4.73
3.46
6.17
5.69
3.14
1.17
12.12
4.04
57.10
0.16

100.00
1,886

은퇴자
48.58
51.42
65.35
10.73
35.96
20.19
23.97
8.20
0.95
23.03
76.97
45.57
26.27
28.16
1.58
3.48
2.85
6.96
6.96
4.11
2.53
8.54
3.16
59.49
0.32
63.13
54.89
45.11
35.33
64.67
32.49
67.51
100.00
317

단하며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건강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
표로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건
강상태에 대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자 그 질문에서 묻고 있는 바대로 총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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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주관적 건강상태는 질병의 증상을
포괄하고 현재와 미래의 건강상태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경제적 요인
의 상호작용임을 알 수 있다(석상훈, 2010).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주관적 건강은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
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 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의 5점 척도로 조사되
어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표 3>에서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중고령자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다. 그러나 은퇴 여부에 따라 생애 근로를 마감한 은퇴자는 미은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를 구체적으로 은퇴사유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건강 이외의 이유로 은퇴하는 경우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
<표 3>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

전체
미은퇴자
은퇴자
은퇴사유(건강)
은퇴사유
(건강 이외)
은퇴자발성 여부
(자발적 은퇴)
은퇴자발성 여부
(비자발적 은퇴)
조기은퇴 여부
(조기은퇴)
조기은퇴 여부
(지연은퇴)

1. 매우
좋지
않다
3.36
1.59
13.92
22.99

2. 좋지
않은
편이다
26.18
23.99
39.24
52.87

2.82

3. 보통
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30.50
32.17
20.57
13.22

35.09
37.00
23.73
9.77

22.54

29.58

10.81

34.23

15.61

전체

평균

4.86
5.25
2.53
1.15

100.00
100.00
100.00
100.00

3.12
3.20
2.62
2.13

40.85

4.23

100.00

3.21

25.23

28.83

0.90

100.00

2.75

41.95

18.05

20.98

3.41

100.00

2.55

9.71

33.98

24.27

27.18

4.85

100.00

2.83

15.96

41.78

18.78

22.07

1.41

100.00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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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건강상의 이유로 생애 근로를 마감하는 경우
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
다. 은퇴의 자발성 측면에서는 자발적 은퇴자에 비해 비자발적 은퇴자가 자신
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기은퇴 여부에 있어서는 조기은
퇴자에 비해 지연은퇴자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 지연
은퇴자가 조기은퇴자에 비해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연은
퇴자가 조기은퇴자의 비해 연령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7).

Ⅳ. 은퇴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주관적 건강상태 결정요인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자. 이
를 위해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은퇴 변수를 모형
에 도입하여 이를 로짓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
가 성향점수 매칭법을 적용함으로써 추정방법에 따라 은퇴의 주관적 건강상태
에 대한 효과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8).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우 좋다”, “좋은 편이
다”로 응답한 경우를 ‘건강(good)’으로, “보통이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불건강(poor)’으로 다시 정의하였다9). 그리고
은퇴라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네 가지의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모형 1은 기본
모형으로 주관적 건강상태(1=건강)를 종속변수로 하고 은퇴 여부를 모형에 도
7) 조기은퇴자의 평균 연령은 56.8세이고 지연은퇴자의 평균 연령은 68.4세이다.
8) 양 방법을 통해 구한 추정치가 유사할 경우 추정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9) 일반적으로 건강상태를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건강(good)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상태는 나빠지기 때문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보통"을
불건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는 않지만 "보통"으로 응답
한 사람들을 건강(good)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형에 따라 회귀계수의 크
기와 유의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수정할 만큼의 차이를 보이
고 있지 않아 "보통"을 불건강으로 분류한 결과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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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다. 모형 2는 은퇴사유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경우와 건강 이
외의 이유로 은퇴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모형 3은 은퇴의 자발성 여부
에 따라 자발적으로 은퇴한 경우와 비자발적으로 은퇴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4는 은퇴시 연령에 따라 60세 이전에 은퇴하는 조기은퇴와 60
세 이후에 은퇴한 지연은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
적 요인, 배우자 존재 여부, 주택 및 자산 보유 여부, 공적연금 수급 여부, 객관
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질환이나 장애 유무, 광역시 이상의 도시거주 여부,
기간더미 등이 사용되었다10).
<표 4>는 로짓 분석을 이용하여 각 은퇴 관련 변수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11). 먼저, 모형 1에서 은퇴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0.125로 이를 통해 생애 근로를 마감하는 은퇴라는 사건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약 12.5% 정도 악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모형 2에서는 은퇴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본
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게 될 경우의 한계효과는 -0.264로 나타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강 이외의 이유로 은퇴
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관적 건강상태는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2). 은퇴의 자발성 측면에서 살펴본 모형 3에
서 은퇴가 비자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의 한계효과는 -0.145로 비자발적 은
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발적으
로 은퇴를 한 경우에도 은퇴라는 사건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 유의수준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은퇴
시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이전에 은퇴를 한 조기은퇴자(한계효과, -0.107)나 60

10)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는 <부록 1> 참조.
11) 은퇴의 건강효과를 좀 더 엄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은퇴와 관련하여 다양한 interaction
term으로 도입해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충분한 사례수를 제
공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
했음을 밝힌다.
12) 은퇴사유 중 건강을 제외하면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이
를 분석에 담지 못하였으나 특정 은퇴사유에 따라서는 은퇴 이후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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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건강상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 결과

은퇴 여부
건강
은퇴
건강
사유
이외
은퇴 자발적
자발성 비자
여부 발적
조기은 조기
퇴여부 지연
성별(1=남성)
연령
교육수준2
(1=종졸)
교육수준3
(1=고졸 이상)
배우자유무
공적연금 수급
여부(t)
주택소유 여부
자산보유 여부
질환/장애 유무
도시거주 여부(t)
기간더미
상수
Number of obs.
LR chi2(12)
Prob > chi2
Log likelihood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Coef. P value dy/dx Coef. P value dy/dx Coef. P value dy/dx Coef. P value dy/dx
-0.565 <0.001 -0.125
-1.439 <0.001 -0.264

0.058 0.763 0.014
-0.380 0.100 -0.085
-0.673 <0.001 -0.145
-0.486
-0.614
0.443 <0.001 0.103 <0.001 0.998 <0.001 -0.004 0.647 -0.001 -0.003
-0.004 0.670 -0.001 0.446 <0.001 0.103 0.448 <0.001 0.105 0.446

0.040
0.001
0.760
<0.001

-0.107
-0.134
-0.001
0.104

0.078 0.566 0.018 -0.114 0.449 -0.027 -0.111 0.459 -0.026 -0.113 0.451 -0.027
0.796 <0.001 0.190 0.082 0.548 0.019 0.074 0.586 0.018 0.078 0.568 0.018
-0.115 0.445 -0.027 0.771 <0.001 0.183 0.791 <0.001 0.188 0.794 <0.001 0.189
0.062 0.587 0.015 0.017 0.887 0.004 0.062 0.587 0.015 0.060 0.601 0.014
0.468
0.476
-1.115
-0.489
0.149
-0.677

<0.001
<0.001
<0.001
<0.001
0.121
0.234
2,200
351.62
<0.001
-1304.41

0.107
0.109
-0.253
-0.116
0.035

0.462
0.459
-1.085
-0.512
0.138
-0.850

<0.001
<0.001
<0.001
<0.001
0.155
0.139
2,200
377.12
<0.001
-1291.66

0.104
0.104
-0.245
-0.120
0.032

0.468
0.480
-1.115
-0.486
0.147
-0.667

<0.001
<0.001
<0.001
<0.001
0.127
0.241
2,200
352.69
<0.001
-1303.87

0.106
0.109
-0.253
-0.115
0.035

0.467
0.475
-1.115
-0.489
0.150
-0.734

<0.001
<0.001
<0.001
<0.001
0.119
0.209
2,200
351.8
<0.001
-1304.32

0.106
0.109
-0.253
-0.115
0.035

세 이후에 은퇴를 한 지연은퇴자(한계효과, -0.134) 모두에게 은퇴라는 사건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연은퇴자의 건
강악화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상호 이질적인 은퇴집단과 미은퇴집단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분석 결과는 지금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연은퇴자가 조기은퇴자 비해 연령이 일반
적으로 높고 우리나라에서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생애근로를 마감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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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13)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분석 결과
와는 달리 조기은퇴가 지연은퇴보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성향점수 매칭 방법에 따
라 선택편의 문제를 통제한 상태에서 은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2. 은퇴의 건강효과 분석

가. 은퇴 결정요인 분석
성향점수 매칭법을 적용하여 매칭에 사용될 성향점수는 한 개인이 (t)기에 은
퇴를 할지에 대한 여부는 (t-1)기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추정된다.
이를 위해 우선 은퇴 결정에 대한 프로빗이나 로짓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이 모형의 확률값을 점수화하여 유사한 점수(score)를 갖는 관측치를 묶어나가
는 순서로 분석이 진행된다. 그리고 은퇴의 순수한 효과는 분류된 처치집단(은
퇴집단)과 비교집단(미은퇴집단) 사이의 평균 성과의 차이(ATT)로 측정된다.
<표 5>는 성향점수 매칭 과정에서 실시된 은퇴 결정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
이다. 먼저, 전체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은퇴 결정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스스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은퇴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를 다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년제가 적
용될수록, 자가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은퇴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교육수준
은 고졸 이상인 경우에 은퇴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
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t-1)기의 건강상태, 그리고 기간더미 변수를 사용하
여 은퇴집단과 미은퇴집단 사이의 매칭을 시도하였다.

13) 조기은퇴자 가운데 자발적 은퇴자는 32.0%이고 비자발적 은퇴자는 6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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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은퇴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 결과

건강상태(t-1)
성별(1=남성)
연령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 2
(1=중졸)
교육수준 3
(1=고졸 이상)
정년적용 여부
일자리 만족도
연금수급 여부(t-1)
주택소유 여부
자산보유 여부
손자녀 유무
자녀취업 여부
도시거주 여부(t-1)
기간더미
상수
Number of obs.
LR chi2(15)
Prob > chi2
Log likelihood

전체
Coef.
P value
-0.339
0.015
-0.396
0.017
0.095
<0.001
-0.149
0.408

남성
Coef.
P value
-0.301
0.108
0.136
<0.001
0.729
0.162

여성
Coef.
P value
-0.391
0.071
0.073
<0.001
-0.128
0.542

0.347

0.058

0.202

0.423

0.380

0.157

0.334

0.051

0.052

0.814

0.646

0.017

0.147
0.389
0.100
0.532
-0.086
0.593
0.190
0.213
0.039
0.787
0.121
0.440
-0.156
0.258
0.027
0.836
0.817
<0.001
-8.187
<0.001
2,201
158.51
<0.001
-828.01

0.567
0.012
0.165
0.497
-0.064
0.741
0.510
0.032
0.088
0.669
0.151
0.481
-0.051
0.790
-0.171
0.348
0.782
<0.001
-12.300
<0.001
1,246
111.37
<0.001
-388.00

-0.221
0.439
0.131
0.544
-0.305
0.330
-0.044
0.830
0.027
0.895
0.196
0.411
-0.202
0.312
0.168
0.384
0.881
<0.001
-6.777
<0.001
955
67.75
<0.001
-427.69

나. 은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표 6>에는 성향점수 매칭법14)을 통해 추정된 은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
치는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15).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은퇴라
는 사건으로 인해 주관적 건강상태는 10.0% 정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은퇴자의 성별로 나누어 보면, 은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는
남성과 여성 중고령자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에 있
어 은퇴라는 사건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14) 본 연구에서 성향점수를 이용한 매칭을 위해 STATA 프로그램의 pscore.ado를 이용하였다.
15) <부록 2>에서 가정 2의 balancing property를 검정하기 위하여 매칭 전과 매칭 후 처치
집단과 비교집단 간 개인의 특성 차이를 계산하였다. 매칭 후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개인 특성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가정 2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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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매칭 자료를 이용한 은퇴의 건강효과 추정 결과

은퇴자(전체)
은퇴자
남자
여자
성별
은퇴
건강
건강 이외
사유
은퇴자발 자발
성 여부 비자발
조기은퇴 조기
지연
여부

treatment
group
317
163
154
174
143
112
205
103
214

control
group
896
519
396
542
535
361
716
447
540

ATT

Std. Err.

t-value

-0.100
-0.098
-0.137
-0.223
0.048
-0.074
-0.117
-0.116
-0.101

0.032
0.048
0.049
0.043
0.055
0.065
0.044
0.054
0.042

-3.090
-2.037
-2.776
-5.227
0.867
-1.141
-2.643
-2.145
-2.417

계수값(13.7%)이 남성(9.8%)보다 더 높아 여성에게 은퇴의 건강하락 효과는 남
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퇴사유별로 살펴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은
퇴하는 경우 은퇴라는 사건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22.3% 정도 악화시키는 반면
에, 건강 이외의 이유로 은퇴한 경우에는 은퇴라는 사건이 앞에서의 로짓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오히려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은퇴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는 비자발
적으로 은퇴할 경우에 은퇴라는 사건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11.7% 정도 악화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은퇴자의 경우에는 은퇴시 연령과
상관없이 은퇴라는 사건이 주관적으로 건강상태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로짓 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지연은퇴(10.1%)보다 조기
은퇴(11.6%)의 경우가 다소 높게 추정되고 있다16).

Ⅴ. 결 론

본 연구는 은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
노후보장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 분석과 매칭기법을 적용하였다.
16) 조기은퇴자 가운데 비자발적 은퇴자의 은퇴효과는 성향점수 매칭법에서의 가정 2가 성립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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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임금근로자의 평균 은퇴연령은 63.13세이며, 은퇴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경우가 많으며(54.89%), 은퇴의 자발성 측면
에서는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64.67%), 60세 이전에 은퇴하는
조기은퇴보다는 60세 이후까지 근로상태를 유지하는 경우(67.51%)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로짓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생애 근로경험을 마감하는 은퇴라는 사건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게 될 경우 은퇴라는 사건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가 비자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은퇴
라는 사건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
발적으로 은퇴를 한 경우에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
으나 이는 통계적 유의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조기은퇴 여부를 떠나 모든 은퇴
자에게 은퇴라는 사건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택편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성향점수 매칭법을 통해 은퇴
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은퇴라는 사건으로 인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약 10.0% 정도 악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한 은퇴자의 경우 은퇴라
는 사건으로 인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약 22.3% 정도 악화되는 것을 나타났다.
비자발적으로 은퇴할 경우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약 11.7% 정도 악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조기은퇴와 지연은퇴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에 좋지 않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영향은 지연은퇴(10.1%)보다 조기은퇴
(11.6%)의 경우가 다소 높게 추정되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은퇴라는 사건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나라 조기은퇴자의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
실이다. 이로 인해 의료비용과 건강 투자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석상훈)

 99

같은 문제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은퇴의 건강효과도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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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
Obs

Mean

Std.
Dev.

Min

Max

은퇴 여부(1=은퇴)

2,203

0.144

0.351

0

1

은퇴사유(1=건강)

2,203

0.079

0.270

0

1

은퇴사유(1=건강 이외)

2,203

0.065

0.246

0

1

은퇴자발성(1=자발)

2,203

0.051

0.220

0

1

은퇴자발성(1=비자발)

2,203

0.093

0.291

0

1

조기은퇴(1=조기은퇴)

2,203

0.047

0.211

0

1

조기은퇴(1=지연은퇴)

2,203

0.097

0.296

0

1

(t-1)기 건강상태(1=건강)

2,201

0.421

0.494

0

1

(t)기 건강상태(1=건강)

2,200

0.400

0.490

0

1

성별(1=남성)

2,203

0.566

0.496

0

1

연령(2009년 기준)

2,203

61.875

6.820

41

89

가구주 여부(1=가구주)

2,203

0.754

0.431

0

1

교육수준 1(1=종졸 미만)

2,203

0.414

0.493

0

1

교육수준 2(1=중졸)

2,203

0.207

0.406

0

1

교육수준 3(1=고졸 이상)

2,203

0.378

0.485

0

1

배우자 유무(1=배우자 있음)

2,203

0.830

0.376

0

1

정년적용 여부(1=정년적용)

2,203

0.250

0.433

0

1

일자리 만족도(1=불만족)

2,203

0.214

0.410

0

1

(t-1)기 공적연금 수급 여부(1=수급)

2,201

0.180

0.385

0

1

(t)기 공적연금 수급 여부(1=수급)

2,203

0.260

0.439

0

1

주택소유 여부(1=자가)

2,203

0.753

0.431

0

1

자산보유 여부(1=보유)

2,203

0.727

0.446

0

1

손자녀 유무(1=있음)

2,203

0.519

0.500

0

1

자녀취업유무(1=취업)

2,203

0.394

0.489

0

1

질환/장애 유무(1=있음)

2,203

0.442

0.497

0

1

(t-1)기 도시거주 여부(1=광역시 이상 거주)

2,203

0.559

0.497

0

1

(t)기 도시거주 여부(1=광역시 이상 거주)

2,203

0.553

0.497

0

1

기간더미

2,203

0.459

0.498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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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성향점수를 이용한 매칭 이후 변수의 차이 비교
Mean
treatment
group

t-test
control
group

t-value

p>t

(t-1)기 건강상태

0.322

0.306

0.430

0.669

성별(1=남성)

0.514

0.529

-0.370

0.715

65.353

65.320

0.060

0.953

가구주 여부

0.760

0.754

0.180

0.853

교육수준 1(1=중졸 미만)

0.467

0.459

0.210

0.836

교육수준 2(1=중졸)

0.202

0.199

0.080

0.937

교육수준 3(1=고졸 이상)

0.331

0.342

-0.290

0.775

정년적용 여부

0.196

0.194

0.060

0.952

일자리만족도

0.233

0.221

0.360

0.719

(t-1)기 공적연금수급 여부

0.215

0.244

-0.870

0.385

주택소유 여부

0.754

0.761

-0.200

0.839

자산보유 여부

0.675

0.697

-0.580

0.561

손자녀 유무

0.678

0.664

0.370

0.710

자녀취업 여부

0.347

0.336

0.300

0.763

(t-1)기 도시거주 여부

0.552

0.550

0.060

0.949

기간더미

0.618

0.612

0.160

0.871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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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Retirement on Health
Sanghun Seok
To estimate the effect of retirement on self rated health status, binary logit
analysi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was used on 1st through 3rd wave
panel data from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nalysis showed
that retirement works to deteriorate subjective health status in Korea.
Especially, in the cases of involuntary retirement, retirement due to health
reasons, and early retirement, retirement has a strong negative effect on self
rated health status. If retirement has such negative influence on health,
retirement can cause undesirable results not only for the affected individuals
but also for the society in general; for example, premature involuntary
retirement may result in higher cost of medical care and health investment.
This problem will become more severe as population aging progresses. Results
herein shows that effect of retirement on health must be considered when
forming policies to prepare for aging society.
Keywords : KReIS(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retirement, health,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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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성과 분석
-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 -

노 용 진*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 중반에 유노조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무노조기업보다 낮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 모형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Nash의 임금교섭 모형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조합
의 존재가 임금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이 2005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2007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년도 1인당
영업이익은 2005년과 2007년 모두 임금인상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용조정의 실시․계획은 임금인상률에 2007년에만 약하게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조정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에
대한 매개변수 역할을 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성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의 특성들로서 노조 조직률이나 파업, 상급단체
구분 등은 모두 임금인상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에는 2005년에 비해서 무노조사업체의 비율이 증가하고 비가
맹노조와 한국노총의 비율은 증가하고 민주노총의 비율이 감소되는 등 노동조합의
연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노동조합의 긍정적 임금인상률 효과를 억제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석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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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이후 등장해서 갈등적 노사관계와 높은 임금인상률
등을 주된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2000년대 중반 이
후 변화의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해서 2009년 현재 10.1%(고용노동부 2010년 6월 30일 보도자료)로 한자릿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파업건수도 2004년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협약
임금인상률도 5%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
로 증가추세에 있었던 유노조기업-무노조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격차가 2003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다(김장호, 2008). 본 연구는 이처럼 2000년대 중반
에 발견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체제의 변화 징후들을 2005년과 2007년
의 임금인상률 분석을 통해서 평가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들이 왜 발생하였고 그것들이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전개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데 소중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은 기업에게는 직접적 비용요소이고 근로자들에게는 대표적인 근로조건
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지표 중의 하나이
다. 그동안 노동시장의 구성요소로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에 관한 실증분석들
은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김우영․최영섭, 1996; 김장호, 2008; 류재우, 2005;
조우현․유경준, 1997; 조동훈, 2008), 노사관계의 성격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임금교섭 결과 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학술지에 게
재된 임금교섭 결과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으로 노용진․이규용(2001)이 존재하
지만, 그 논문은 노사 양측의 행위적 관점에서 임금교섭 과정을 분석하고 있을
뿐이고, 임금교섭 결과를 노사관계의 성격 평가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 그 밖
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교섭 과정과 결과에 관한 분석 논문들이 다수 존
재하고 있지만1), 그것은 정부의 단기적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근거 자료 확
보를 위한 분석들이고 노사관계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들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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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임금교섭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
라 노사관계의 성격 변화를 평가한 논문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는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도 이론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나머지 장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
구들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유노조기업의 임금교섭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
구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자료와 기초통계를 설명
하고, 제Ⅳ장에서 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와 그 배경들에
관한 실증 결과들을 분석․해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미들을 해석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 모형

1.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임금인상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게 기대하는 주된 역할 중 하나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시장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프리미엄을 형성․유지하는 데 있다. 노동조합은 다
수의 근로자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근로자들
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일상적 이해에 기초한 실리
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노동조합이 경제적 기능 외에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경
우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기능이고,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고용조건 개선이
노동조합 활동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게 그처럼 중요한
근로조건 중 임금이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임금이 노사관계의 핵심적 고려사
항이 되는 경우가 많고, 노동조합의 행위․성격과 임금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
이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노사관계의 성격과 변화 추이를
1) 정부는 1987년 이후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임금교섭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해 왔지만, 공교롭게도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인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
분석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임금교섭과 임금인상률이 정부의 정책적 우
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성격 변화 징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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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노조 부문의 임금교섭 결과가 비노조 부문으로 확대 적용되는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은 존재하고 있다. 가령,
Blanchflower and Bryson(2002)은 17개국의 평균 노조 임금프리미엄을 12% 정
도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추정 모형과 추정 방법에 따라 약간
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00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노조의 임금효과가
대체로 확인되고 있다. 가령, 임금구조기본조사 자료를 분석한 류재우(2005)와
김장호(2008) 등에는 각각 6~7%와 3～4% 정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
석한 조동훈(2008)에서는 4.6% 정도의 노조 임금 프리미엄이 확인되고 있다.
Blanchflower and Bryson(2002)의 문헌 연구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노조
임금효과 추정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
만, 우리나라 논문들의 통계 모형들이 대부분 근속연수와 기업규모 등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공급 구조로 인해서 근속연수가 임금결
정에 근로자들의 숙련도 이상으로 과다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노동조
합이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근속연수와 기업규모의 효과 중 일부는
노동조합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임금효
과가 과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의 노조 임금 프리미엄 변화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표 1>에 정리된 유노조기업-무노조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격차를 보
면, 그것이 1998년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 있다가 2003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조 임금 프리미엄의 존재는 노조조직률과 무관
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지만(Blanchflower & Bryson, 2002), 그 크기는 노사
관계의 성격에 의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임금결정에서 노사관계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1980년대 이후 노조 임금 프리미엄이 얼마간 감소 추세에 있었다(Kaufman,
2002). 이러한 직관적 문제 의식에서 2000년대 중반의 우리나라에서 노조 임금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하락세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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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노조-무노조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격차와 파업건수 추이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유노조-무노조 임금격차
25.5
27.5
29.2
21.7
23.2
27.5
27.4
27.5
28.1
27.0
31.7
38.1
41.3
44.0
45.9
46.7
46.2
43.4
42.1
40.3

파업건수
1,873
1,616
322
234
235
144
121
88
85
78
129
198
250
235
322
320
462
287
138
115

자료 : 김장호(2008)와 KLI 노동통계(2002, 2010)를 결합하였음.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화 흐름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노동조합의 임금 프리미엄은 원론적으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임금을 시
장경쟁 밖으로 빼내서 시장임금 이상으로 도출해내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통칭하여 노동조합의 교섭
력(bargaining power)이라고 부르고 있다. 힘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
의 의지를 관철하는 영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노동
조합이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Katz & Kochan, 1992). 임금교섭에서 노동조합
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
기 때문인데,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비용이 수용하지 않는 비용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처럼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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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체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조직하고 지속
할 수 있는 역량(strike leverage)으로 측정될 수 있다. 힘은 반드시 외화되어 있
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조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잠재역량
도 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파업 조직 및 유지 역량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노동
조합의 교섭력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파업에 동원할 수 있는 조직역량과 단
결의 정도, 파업 의사 등 주체적 요인뿐 아니라, 파업에 의해서 기업의 이윤이
영향을 받는 정도(기업의 지불능력 정도, 제품시장의 독점화 정도, 생산방식,
재고의 정도 등), 단체교섭 구조, 정치적 환경, 법률적 환경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Mishel, 1986). 따라서 교섭력의 함수인 노동조합의 임
금 프리미엄도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합과 기업의 정치적 장악력 외에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정치적․제도적 상황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노동조합의 주체
적 조직역량과 기업의 경영상황 등 두 가지 주된 변수들의 함수로 집약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변수들의 상태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어떻게 변화
하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역량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
우, 경영상황이 우호적인 경우와 비우호적인 경우 등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
보고자 한다. 이 때 노동조합의 조직역량이 높고 기업의 경영상황이 우호적인
때와, 노동조합의 조직역량이 낮고 기업의 경영상황이 비우호적인 때 등 2가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간단하게 판명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임금인상률은 높아질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의 교섭력과 임금인상률이 낮을 것이다. 반면에 기업의 경영상황이 우호적이고
노동조합의 조직역량이 낮은 때와 기업의 경영상황이 비우호적이고 노동조합
의 조직역량이 높은 때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다소간 복잡해질 수 있다. 전
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금결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시장경
쟁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조직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시장경쟁의 압력에 의해서 임금인상이 제한될 가능성
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경쟁
우위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프리미엄을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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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량이 높고 경제적 환경이 우호적인 상황에서만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높아지
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노동조합의 임금 프리미엄은 노조의 교섭력에 기초
를 두고 있다고 추론하였는데, 역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역량과 교섭력은 노동조
합의 임금 프리미엄에 대한 전망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결집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기초를 둘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처럼 어떤 계
기를 통해서 단체행동을 통한 임금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
들이 노동조합으로 열광적으로 결집하게 되는 것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가지
고 있는 독특한 도구성(instrumentality)에 기인한다2).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노
동조합들은 파업이나 집회 등을 통해 힘을 과시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쟁취하
게 되고, 무노조기업들마저도 노조조직화 위협 속에서 근로조건을 유노조기업
의 근로조건 수준으로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유노조기업의
근로조건이 무노조기업으로 넘쳐흐르는 spillover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유노조기업으로부터 시작하는 유사 패턴교섭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
서 이 시기에는 일부 핵심 대기업을 조직화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근로자에 대
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결국 노동조합 조직률
의 증가 → 높은 임금인상률 → 노동조합 조직률의 증가와 교섭력의 증대 →
높은 임금인상률 등의 순환적 구조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공세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보인 높은 노사
분규 빈도와 높은 임금인상률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량이 확대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임금 프리미엄
이 무제한 확대될 수는 없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이
무노조기업들과의 제품․서비스시장 경쟁압력을 받고 있고 따라서 노조의 임
금 프리미엄을 확대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2) 조효래(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높은 전투성도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도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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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기업이나 사업단위 임금교섭이 일반화된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의 경우
에는 임금교섭의 결과가 해당 기업이나 사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시장임금에 의
존하고 있는 무노조기업, 그리고 해외의 저임금 기업들과의 경쟁압력에 시달리
게 된다. 이것은 결국 노사관계 제도가 시장경제라는 하부구조와 충돌되는 것
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그 이전에 얻은 임금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노동조합의
성숙 국면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도 지난 1990년대 말
의 금융위기 이후 점차 그런 성숙 국면에 진입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
이 든다.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임금 프리미엄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 주된 현상 중 하나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뿐
아니라 고용조정이 쟁점으로 등장하는가 여부에 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서 고용조정 문제를 우려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노동조합의 임금 추
동력은 약화되기 시작한다. 과도한 임금인상이 고용조정을 낳을 수 있다는 분
위기가 존재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높은 임금인상률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금교섭에서 고용에 의해 임금인상이 제약을 받는 상
황을 임금-고용 상쇄관계(wage-employment tradeoff)라고 한다(Katz & Kochan,
1992).
이와 같이 비우호적인 경영상황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임금 영향력이 약화
되는 경우, 그것이 역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본 연구가 제기하는 문제 의식 중의 하나이다. 순수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우호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임금 프리미엄이 확대될 전망이
약화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노조 결집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노동조합의 조직역
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거친 이
후 노동조합의 임금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노동조합의 임금 프리미엄
수준이 다소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있으며(Kaufman, 2002), 미국 근로자들의 실
질임금이 20~30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게 되었다(CNN 2011. 2. 16 보도). <표
1>에서 유노조기업-무노조기업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2003년 이후에 노동조
합의 파업 빈도도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3), 이 점에서 우리나라에
3) 참고로 2000년대 중반 궤도연대, GS칼텍스, 코오롱, 두산중공업 등 몇 개의 굵직한 파업

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성과 분석(노용진)

 111

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조합의 약화와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 둔화 사이
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유노조기업의 상대적 임금인상
률 둔화가 노동조합의 조직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인가 여부는 그 상황에 대한
노사 양측의 대응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추론하기
는 어렵고 실증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의 시각을 통해서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의 임금인상률 분석을 통해
서 우리나라 노조 임금프리미엄이 진짜 줄어들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주체
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이 노동조합 조직역량의 약화나 연성화 현상을 수반하고 있는지 등을 실증적으
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모형
기업단위 분석에서 노동조합의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연구모형을 설정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교섭력을 한 변수로 포함하는 임금교섭 모형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쉬의 일반교섭 모형(Generalized Nash
Bargaining Model: GNB)을 기본적인 임금교섭 모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4).
            

(1)

여기서  와  는 각각 노동조합과 기업의 효용함수이고,  는 임금수준, 
는 고용수준,  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타 변수들인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1인당 영업이익을 사용하고자 한다5). 그리고  는 노동조합의 교섭
에서 노동조합이 패배를 경험하면서 파업의 파괴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4) Nash의 일반교섭 모형은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최적해가 임금교섭 모형과
같은 비협력교섭 모형(Non-cooperative bargaining model)의 교섭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
에(Binmore & Dasgupta, 1987) 그것을 임금교섭 모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조건들은 ① 노사 양측이 서로 교대로 제안을 하고 새로운 제안이 있기 전에 반드시 수
용 또는 거절되어야 하고, ② 교섭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무한히 계속되어야 하며, ③
합의의 지연에 따른 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고, 그 밖에 ④ 완벽한 정보와 연속
적인 시간, 감가되는 지연비용 등의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Doiron, 1992). 이들
조건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등은 그 자체로서 중
요한 연구 주제이지만, 저의 능력 밖의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
지 않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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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측의 교섭력은 (    )로
표시될 수 있다.
내쉬의 일반교섭 모형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인  가 클수록 임금결정에서
노동조합의 효용함수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극단적으로  = 1
인 경우에는 임금이 노동조합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측은 노조에 의해 결정된
임금수준에 기초해서 고용규모와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통상 노동
조합의 독점 모형(monopoly model)으로 알려진 임금교섭 모형이다(Fellner,
1949; Cartter, 1959). 반대로  = 0인 경우에는 임금결정에서 근로자들의 영향
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데, 무노조기업의 임금결정 모형이 거기에 근접한다.
이 임금교섭 모형에서 임금뿐 아니라 고용규모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하
게 되면, 노사가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효율협약 모형
(efficient contract model)이 탄생하게 된다(McDonald & Solow, 1981). 노사가
효율협약 모형에 입각해서 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1인 노동조합의 독점 모형
이나  = 0인 기업의 독점모형보다 노사 쌍방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임금-고용의 배합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단순화를 위해서 고용은 임금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Nash 교섭모형의 최적해는 노사 양측의 효용들을 곱셈한 값을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용, 교섭력,
그리고 경영성과 등의 함수로서 임금결정 모형을 구할 수 있다.
W = f ( E, π , Y )

(2)

이 임금함수에서 고용(  )과 경영성과(  ) 등은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
를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요구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통계 모형
의 단순화를 위해서 임금함수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는 노동조합의 함
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더미변수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상의 독립변수

5) 임금인상률의 선행변수로서 생산성 변수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조합의 임금효
과에 대한 매개변수로서 수익성 지표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1인당 영업이익을 사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생산성 지표를 독립변수에 포함해 본 결과, 그 통계적 유의도가
수익성 지표보다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변수들의 추정치에는 큰 변화를 낳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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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재정리하여 얻은 선형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

(3-1)

                                       

여기서  와  는 기타 통제변수들과 그 계수들의 벡터이다. 이 모형에서 경
영성과 변수들이           와       등 2개 항으로 표시된 것은 임금
교섭이 전년도 성과와 그 이후의 변동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교섭과정을 잡
아내기 위한 것이다(노용진․이규용, 2006). 그것은 동시에 오하카분해(Oaxaca
Decomposition)와 동일한 전개 방식이어서(Mellow, 1981),   는 경영성과의
변화가 임금인상에 미치는 효과성이고,   는 경영성과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성
의 변화를 잡아내고 있다.
본 연구의 임금교섭 모형에서는 고용이 임금의 함수로 가정되고 있어서 고용
의 변동치(        )는 임금인상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
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최근 3년 동안의 고용조정 경험․계획 여부를 고용변동에 대한 대리변수
로 사용하고자 한다. 유노조기업의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률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고용변동 자체보다도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조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6) 임금결정함수에 고용조정 여부나 고용조정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
실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설정된 임금인상률 결정모형
은 다음과 같다.


                              

(3-2)

위의 회귀모형에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   ,   ,   등이다. 그 중  
은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의 직접적 임금효과를 잡아내고 있
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음수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노동
6) 단순한 고용변동보다 고용조정이 임금교섭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가는 insider-outsider
mode이나 median voter model 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형의 논리는 다
소간 차이가 있지만, 두 모형의 핵심 논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조합의 집행부
선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은 정치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insider나 median voter의
이해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의 정책이 결정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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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금효과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의 직접적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조직률,
파업, 노동조합 소속 상급단체 유형 등의 변수들을 노동조합 더미변수 대신 사
용하여 그것들이 임금인상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
고 그 추정 결과들 외에 이들 변수들이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이들 변수들의 변화와 임금인상률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한편   ,   ,   등은 노동조합의 간접적 임금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우선 기업의 경영성과는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매개로 해서 임금교섭에 영향
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가 그것을 보여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잡아내고   는 그 효과성에 어

떤 변화가 있는가를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
영향이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와   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성
과를 통해서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추정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을 통한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기업이
경영성과와 고용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그 회귀모형들에 대한 추가적 분석도 실시하고자 한다.

Ⅲ. 자료와 기초통계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2차년도 자료와 (주)한국
신용평가의 재무정보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자료의 조사 시점은 2006
년과 2008년이지만, 조사 대상은 2005년과 2007년 정보이다. ｢사업체패널조사｣
의 표본추출과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 등은 이미 다른 논문들에서 많이 보고되
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사업체패널조
사｣의 1~2차년도 자료의 표본 크기들은 각각 1,424개와 1,744개인데,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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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005년과 2007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2차년도 자료에 모두
포함된 사업체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공공부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그 밖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에 결측치가 있는 사업체들을 제
외하고 남은 관측치들이 본 연구의 기본 표본을 구성하는데, 그 크기는 423개
였다7). 다만, 파업이나 군필 고졸 남성의 초임, 동종 업계 대비 상대적 임금수
준 등 3개 변수들은 결측치를 포함하는 사업체들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
에 그 변수들을 포함하는 회귀모형의 표본 크기는 더 줄어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노사관계 특성 변수들의 측정과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노조의 존재 여부
를 가리키는 더미변수인 유노조 사업체는 2005년의 46.3%에서 2007년에
45.6%로 약간 줄어들고 있다(유노조 사업체 3개가 무노조로 전환되었음). 노조
조직률은 전체 근로자수 중 노동조합원 비율로 측정하였고 무노조 사업체는 0
으로 처리하였는데, 그것은 2005년에 82.3%, 2007년에 85.1%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파업은 해당 연도에 파업이 발생했으면 1, 아니면 0으로 처리된 더미변수
이다. 파업이 발생한 사업체의 비율은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
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가맹노조 등은 가입한 상급단체를 이용해서 구분한
변수이다. 그 중 비가맹노조가 2005년의 6.1%에서 2007년에 7.3%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노총이 2005년의 68.4%에서 2007년에 68.9%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노총은 2005년의 25.5%에서 2007년에 23.8%로 감
소하고 있다. 이상의 노사관계 특성 변수들을 보면, 2005년과 2007년에 큰 차
이는 없지만 약간의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소수의 무노조화가 진행
되고 있고 민주노총 계열 노조의 감소와 비가맹 독립노조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데, 이 점들은 일정하게 노동조합의 연성화를 시사한다.
임금인상률은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직접 조사한 것인데, 유노조기업의 경
우에는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직종을, 무노조기업의 경우에는 다수 직종 정규
7) 표본의 크기가 이처럼 대폭 줄어든 이유는 전년도 재무정보 지표에 결측치가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 전년도 재무정보를 제외하여 표
본 크기를 900개 이상으로 확대해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논문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표본 감소가 편의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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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의 인상률로 측정하
였다. 인상률 기준이 임금총액이기 때문에 원리상 모든 급여 항목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사후에 결정되는 성과배분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임금인상률이 2005년과 2007년 공히 무노조 사업체가 유노조
사업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8). 그리고 2007년의 임금인상
률이 2005년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반면에 군필 고졸
남성 정규직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으로 측정된 고졸 초임은 여전히 유노조기업
이 무노조기업보다 400만 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동
종 업계 평균 임금수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수준인지 정성적으로 측정
한 상대적 임금수준(① 매우 낮다～⑤ 매우 높다 등의 5점 척도)에서는 유노조
기업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통계에서 임금수준은 유노조
기업이 더 높지만 임금인상률에서는 무노조기업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조정은 최근 3년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였거나 계획한 적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한 고용조
정 실시․계획을 가리키는 더미변수이다9). 그 평균값을 보면, 2005년과 2007
년 공히 유노조 사업체가 무노조 사업체보다 고용조정의 실시 또는 계획이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용조정을 실시 또는 계획한 사업체의 비율은 무
노조기업의 경우 29.1%(2005년)와 22.6%(2007년)임에 반해 유노조기업은 각
각 41.3%와 30.1%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성과는 영업이익을 근로자수로 나눈 1인당 영업이익으로 측정하였다. 회
귀모형에서 1인당 영업이익의 로그값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때 영업이익이 -1
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에는 -log(-영업이익)로 처리하였고, -1에서 1 사이에 위
8) <표 1>에 볼 수 있듯이, 임금구조기본조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김장호(2008)에서 유노조
기업과 무노조기업의 임금격차가 2003년 이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보이는
유노조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인상률 추이와 그 결과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다.
9) 여기에서 고용조정 계획까지를 포함한 이유는 고용조정이 필요했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까지를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조정의 실시/계획 변수 대신 고용조
정 실시 변수를 사용해도 분석 결과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변수를 사용
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조정을 계획했다가 노사간 교섭에 의해
그것을 중지하는 대신 임금인상률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고요조정 실시/계획 변수를 사용했다.

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성과 분석(노용진)

 117

치하는 경우에는 0값을 부여하였다. 1인당 영업이익은 해당 연도와 전년도 정
보를 모두 사용하였다. 그 평균값을 보면, 유노조 사업체의 1인당 영업이익이
무노조 사업체의 그것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유형자
산으로 측정된 노동장비율도 유노조 사업체가 무노조 사업체보다 더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근로자수도 유노조 사업체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의 통제변수들로 사용된 비정규직 비율, 복수 사업체 여부, 기업연령,
주당 근로시간 등에 관한 기초통계도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그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수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비율로 구하였다. 이 때 비정
<표 2> 기초통계

유노조(더미)
노조조직률(%)
파업(더미)1)
한노총(더미)
민노총(더미)
비가맹(더미)
임금인상률(%)
2)
고졸 초임(백만)
3)
상대적 임금(5점)
고용조정(더미)
인당 영업이익t(M)
인당 영업이익t-1(M)
인당 유형자산(M)
근로자수(명)
비정규직 비율(%)
복수 사업체(더미)
기업연령(년)
주당 근로시간4)

2005
2007
무노조기업
유노조기업
무노조기업
유노조기업
(N=227)
(N=196)
(N=230)
(N=193)
0.463(0.499)
0.456(0.499)
0.000(0.000)
82.347(27.576)
0.000(0.000)
85.123(25.942)
0.007(0.082)
0.072(0.260)
0.008(0.091)
0.061(0.240)
0.000(0.000)
0.684(0.466)
0.000(0.000)
0.689(0.464)
0.000(0.000)
0.255(0.437)
0.000(0.000)
0.238(0.427)
0.000(0.000)
0.061(0.240)
0.000(0.000)
0.073(0.260)
6.715(3.896)
5.817(3.222)
5.775(3.215)
4.528(2.974)
17.472(3.059)
21.278(4.874)
19.009(3.453)
23.350(5.739)
3.044(0.670)
3.232(0.816)
2.987(0.632)
3.156(0.735)
0.291(0.455)
0.413(0.494)
0.226(0.419)
0.301(0.460)
18.521(59.976)
36.437(65.781)
19.563(58.492)
36.929(75.110)
21.523(56.209)
40.415(76.096)
13.087(66.158)
29.937(58.765)
106.52 (173.18) 262.26 (408.66) 114.66 (161.20)
273.05 (407.68)
532.29 (1357.40) 1776.95 (5348.20) 557.27 (1426.74) 1807.04 (5455.35)
15.852(21.386)
15.642(17.196)
10.826(17.688)
7.464(12.089)
0.441(0.498)
0.745(0.437)
0.452(0.499)
0.715(0.453)
17.520(12.903)
28.128(15.715)
19.883(13.407)
29.860(15.480)
7.115(5.679)
7.727(5.378)
47.320(5.745)
47.263(6.990)

주 : 1) 파업의 표본 크기 : 2005년(무노조 149개, 유노조 180개), 2007년(무노조 121개, 유
노조 180개)
2) 고졸 초임의 표본 크기 : 2005년(무노조 182개, 유노조 148개), 2007년(무노조 183
개, 유노조 147개)
3) 상대적 임금수준의 표본 크기 : 2005년(무노조 227개, 유노조 194개), 2007년(무노
조 229개, 유노조 192개)
4) 2005년 주당 근로시간은 주당 초과근로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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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근로자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뿐 아니라 사내하청, 용역, 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포함하였으며,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하였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에 비해서 2007년에 다소간 줄어들고 있고, 특
히 유노조기업에서 약간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2005년 자료에는 주당 총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당 초과근
로시간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근로자수와 복수 사업체 여부, 기업연령 등
의 측정방법은 평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산업대분류도 통제하고 있는데, 산업분포에 관한 기초통계는 <부표 1>에
정리되어 있다.

Ⅳ. 실증분석 결과

실증분석 결과들은 <표 3>과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3>의 <패널 A>
에는 노동조합의 존재와 경영성과, 고용조정 등이 임금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고, <패널 B>와 <패널 C>에는 경영성과와
고용조정이 노동조합의 임금효과에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고용조정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가 정리되어 있
다. <표 4>에는 노조조직률, 파업, 상급단체 등 노동조합의 특성 변수들이 임금
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고, 이 추정치들과 함께
2005년과 2007년 사이의 노사관계 특성 변화도 고려하면서 노동조합의 임금효
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3>의 <패널 A>에 정리된 추정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의 존재가 임
금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은 2005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이
지만 2007년에는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10). 이 분석 결과들은 2005년 이후 2007년 사이에 임금인상에
10) 이 결과들은 이 시기에 유노조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무노조기업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
지,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군필 남성 고졸 초임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해 본 결과 유노조기업의 임금수준이 무노조기업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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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1).
1인당 영업이익으로 측정된 경영성과가 임금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
도 <표 3>의 <패널 A>에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전년도 1인당 영업이
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즉, 전년도 1인당 영업이익
은 2005년에는 α=0.05 수준에서, 2007년에는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1인당 영업이익의 변화는 2005년과
2007년 공히 임금인상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 결
과들은 임금인상률이 전년도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용진․이규용(2001)의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 한편 <표 3>의
<패널 B>에 정리된, 노동조합의 존재가 1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정 결과와 비교해 보면 노동조합이 1인당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에 매개변
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의 <패널 A>에는 고용조정의 실시․계획이 임금인상률에 미치는 영
향의 추정치도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5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값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2007년에는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차이
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조정이 임금-고용 상쇄효과를 통해서 임금인상률의 결
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자들이 고용조정을 노동조합의 힘으로 방어하
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조정 추정계수
의 통계적 유의도가 2007년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2007년에만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률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과 일관된다. 이 결과들은 2005년과 2007년 사이
에 노동조합의 성격에 일정한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본 연구의 기초통계에서 일정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무노조기업으로의 전환이나 비가맹노조나 한국노총 계열 노조의 증가 등으로
것보다 2005년에 12.2%, 2007년에 10.2%만큼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부표 2 참조).
11) 1인당 영업이익 변수의 결측치로 인한 표본 크기의 대폭 감소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에 편의를 낳았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 1인당 영업이익 지표를 제외하고 표본의 크기
를 900개 이상으로 증가시켜 추정해 본 결과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가 본 연구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은 2005년 모형에서 노동조합의
추정계수가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변화하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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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노동조합의 연성화가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 시기에 몇 개의 대기
업 노동조합들이 파업에서 패배한 경험은 다른 노동조합들에게도 분위기를 상
당히 많이 위축시켰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고용조정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에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한 단계로서 노동조합이 고용조정의 실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추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표 3>의 <패널 C>에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2007년에 노동조합의 존재가 고용조정의 실시․계획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그리고 2007년의 경
우에는 고용조정의 실시․계획이 임금인상률에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2007년에는 고용조정의 실시․계획이 약하게
나마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를 억제하는 매개변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표 3> 노동조합의 존재와 임금인상률
A. 노동조합, 경영성과, 고용조정과 임금인상률 : OLS(N=423)

종속변수 = 임금인상률
변수

2005

(1)
상수
12.176(3.876)
유노조
-0.384(0.422)
인당 영업이익t-1 0.247**(0.103)
Δ인당 영업이익 0.001(0.001)
고용조정
비정규직 비율
0.003(0.010)
복수사업체
0.179(0.426)
기업연령
-0.030**(0.013)
주당 근로시간
-0.015(0.033)
log(고용)
-0.299*(0.174)
R2
0.098

(2)
12.175(3.881)
-0.386(0.425)
0.249**(0.105)
0.001(0.001)
0.023(0.379)
0.003(0.010)
0.178(0.427)
-0.030**(0.013)
-0.015(0.033)
-0.298*(0.174)
0.098

2007
(3)
(4)
6.029(3.584)
6.171(3.578)
-1.072***(0.370) -1.016***(0.370)
0.178**(0.077)
0.149*(0.079)
0.001(0.001)
0.001(0.001)
- -0.596^(0.362)
0.007(0.011)
0.009(0.011)
-0.118(0.374)
-0.104(0.374)
0.000(0.011)
0.000(0.011)
0.000(0.025)
-0.002(0.025)
-0.228^(0.152)
-0.234^(0.151)
0.083
0.089

주 : ^p<0.10(단측) *p<0.10(양측) **p<0.05(양측) ***p<0.01(양측)
산업대분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간명한 표 정리를 위해 여기에 보고하지 않
고 있음.

12) 참고로, 2000년대 초반 자료를 분석한 윤진호(2004)와 윤윤규(2008)에서는 각각 노동조
합의 존재가 고용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유노조기업의 고용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가 자료의 시기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분석모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여기서 확인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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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노동조합과 경영성과 : OLS(N=423)

상수
유노조
인당 유형자산
log(고용)
비정규직 비율
복수사업체
기업연령
주당 근로시간
R2

종속변수 = 1인당 영업이익
2005
2007
1.027(2.093)
2.685(2.446)
-0.137(0.230)
0.052(0.255)
0.001***(0.000)
0.001^(0.000)
0.228**(0.093)
0.244**(0.103)
-0.010**(0.005)
-0.006(0.007)
0.120(0.229)
0.262(0.257)
-0.005(0.007)
-0.009(0.008)
-0.041**(0.018)
-0.047***(0.017)
0.216
0.156

주 : ^p<0.10(단측) *p<0.10(양측) **p<0.05(양측) ***p<0.01(양측)
산업대분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간명한 표 정리를 위해 여기에 보고하지 않고
있음.
C.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 로짓모형(N=421)

상수
유노조
인당 영업이익t-1
Δ인당 영업이익
상대적 임금수준
비정규직 비율
복수사업체
기업연령
주당 근로시간
-2 * Log-L

종속변수 = 고용조정 실시/계획
2005
2007
-10.394(175.700)
-9.300(193.700)
0.552(0.248)
0.467*(0.270)
-0.225***(0.065)
-0.240***(0.057)
-0.001^(0.001)
-0.001(0.001)
-0.002(0.153)
-0.103(0.179)
0.006(0.006)
0.012^(0.008)
0.181(0.251)
0.111(0.264)
0.002(0.008)
0.000(0.008)
0.000(0.021)
-0.016(0.019)
499.564
436.556

주 : ^p<0.10(단측) *p<0.10(양측) **p<0.05(양측) ***p<0.01(양측)
산업대분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간명한 표 정리를 위해 여기에 보고하지 않
고 있음.

있다. 그것을 체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임금인상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 고용조정의 실시․계획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
조합의 계수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가 <표 3>의 <패널 A>에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약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노동조합 계수의 유의도가 줄
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조정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에 매개변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약하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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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존재하고 있다.
<표 4>에 정리된 노동조합 특성별 임금인상률 효과들도 2005년보다 2007년
<표 4> 노동조합의 특성과 임금인상률
종속변수= 임금인상률

2005
(1)
(2)
(3)
(N=423) (N=329) (N=423)
12.212
13.624
12.095
상수
(3.874)
(3.783)
(3.899)
-0.005
노조조직률
(0.005)
-0.407
파업
(0.953)
-0.371
한노총
(0.461)
-0.265
민노총
(0.625)
-1.000
독립노조
(1.097)
0.247** 0.163^
0.252**
인당 영업이익t-1
(0.105)
(0.110)
(0.105)
0.001
0.001
0.001
Δ인당 영업이익
(0.001)
(0.001)
(0.001)
0.025
-0.612^
0.009
고용조정
(0.378)
(0.405)
(0.380)
0.003
0.008
0.003
비정규직 비율
(0.010)
(0.012)
(0.010)
0.183
0.291
0.180
복수사업체
(0.427)
(0.461)
(0.428)
-0.029** -0.031** -0.030**
기업연령
(0.013)
(0.013)
(0.013)
-0.013
-0.035
-0.013
주당 근로시간
(0.033)
(0.036)
(0.033)
-0.293*
-0.404** -0.303*
log(고용)
(0.173)
(0.180)
(0.175)
0.099
0.145
0.099
R2

2007
(5)
(N=301)
8.037
(3.628)

(6)
(N=423)
6.187
(3.597)

-

-

-

-0.520
(0.900)

-

-

-

-

-

-

-

0.138*
(0.079)
0.001
(0.001)
-0.596^
(0.361)
0.008
(0.011)
-0.075
(0.373)
0.001
(0.011)
0.000
(0.025)
-0.218^
(0.151)
0.094

-0.043
(0.091)
-0.001
(0.001)
-1.108***
(0.406)
0.006
(0.013)
-0.345
(0.429)
0.001
(0.012)
-0.001
(0.027)
-0.417**
(0.172)
0.106

(4)
(N=423)
6.041
(3.569)
-0.013***
(0.004)

-0.900**
(0.405)
-1.179**
(0.551)
-1.590*
(0.902)
0.152*
(0.079)
0.001
(0.001)
-0.606*
(0.363)
0.008
(0.011)
-0.114
(0.375)
0.000
(0.011)
-0.001
(0.026)
-0.225^
(0.152)
0.091

주 : ^ p<0.10(단측) * p<0.10(양측) ** p<0.05(양측) ***p<0.01(양측)
산업대분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간명한 표 정리를 위해 여기에 보고하지 않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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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계적 유의도가 더 높다. 우선 노동조합의 주체역량을 가리키는 변수인 노
조조직률의 경우 계수 추정치가 2005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2007년에는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유노조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
귀분석에서도 노조조직률의 임금인상률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
(-)의 값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노조조직률은 임금인상률에 미치
는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에는 파업이 임금인상률에 미치는 영향도 정리되어 있는데, 그 추정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임금교섭에
서 파업의 파괴력이 약해지고 있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조정과 같은 수세적 쟁점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데, 추정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음수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수세적 국면에서 파업을 조직하는 경우 고
용조정을 회피하거나 또는 그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양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표 4>에 소속 상급단체가 임금인상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
는가에 관한 추정 결과도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소속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의
성격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민주노총 계열 노동조합은 전투적인
투쟁노선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고, 비가맹노조들은 사용자 측과 분규를 경험한
이후 상급단체에서 탈퇴한 노조들인 경향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2005년에는
소속 상급단체가 임금인상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007
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는 보고하고 있
지 않지만, 유노조기업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비가맹노조의 임
금인상률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계열 노조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표 2>에 소속 상급단체가 군필 남성
고졸 초임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가 정리되
어 있는데, 비가맹노조의 임금수준이 무노조기업의 임금수준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비가맹노조의 임금효과가 다른
상급단체 소속 노동조합들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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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초통계는 비가맹 노동조합의 비율이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에서도 임금결정에서 노동조합의 영향
력이 감소하는 한 이유를 알 수 있다.

Ⅴ. 결 론

이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과 2007년에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경영성과와 고용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특성 변화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인의 실증적 근거 찾기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분석모형은 노동조
합의 교섭력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내쉬의 임금교섭 모형이었다.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2005년과 2007년 공히 유노조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무
노조기업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2003년
이후 유노조-무노조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김장호(2008)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그리고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무노조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체가 3
군데 발견되고 있고, 상급단체 중 비가맹노조와 한국노총 계열 노동조합의 비
율이 증가하고 민주노총 계열 노동조합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두 해 모두
파업이 발생한 사업체의 비율은 이전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 인당 영업이익은
유노조기업이 더 높지만, 고용조정을 실시하거나 계획했던 기업의 비율이 유노
조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노동조합의 존재가 임금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이 2005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2007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용조정의 실시 또는
계획이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도 2005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
의 값을, 2007년에는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2007년에 고용조정은 유노조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은 약하게나마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에 매개변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1인당 영업이익으로 측정된 경영성과는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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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07년 공히 임금인상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에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이상의 결과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노조의 임금인상률 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 약하게나마 고용조정이나 또는 고용조정 위협이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조정은 2005년에도 많이 존재했지만 그것이 임금인상률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2007년에만 나타나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자신
의 힘으로 고용조정을 방어해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점차 많아져 가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중반에 노동조합들
이 몇 개의 대기업에서 경험했던 파업 패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조합의 특성들 중 노조 조직률과 상급단체 등의 변수들은 임금인상률에
2005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2007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추정 결과들을 비가맹노조와 한국노총 계열 노
조의 비율 증가 및 민주노총 계열 노조의 비율 감소와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노조 임금인상률 효과 차이 중 일부는
노동조합의 연성화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파업은 임금인상률에
2005년과 2007년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체 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조
직률이나 파업, 전투성 등의 특성들이 임금인상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
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특성들이
바로 노조조직률, 파업, 전투성 등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특성들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
으며, 그 결과 노동조합의 연성화도 부분적으로 약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1990년 말의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금융위기 시에는 파업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발생한 한 이유도 노동조합의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의 운동 방식에 전반적인 변화 조짐
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전임자 축소와 복수노조 허용 등의 국면들을 적절
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경향들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의 간접효
과로서 무노조기업의 임금인상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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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더라도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이 둔화되거나 약간 감소하는 정도이지 전반
적인 하락추세로는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Kaufman, 2002; Kochan et al.,
1986).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유노조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무노조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한 가지 이유는 고용조정이다. 유노조기업에서 고용조
정 가능성이 더 높고, 그것을 통해서 유노조기업의 임금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만, 통계적 유의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최근의 유
노조-무노조 간 임금인상률 역전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워서 향후 다른 추가적인 요인들을 찾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고려사항은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임금수준이 낮은 무노조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가파른
인상률을 보여왔다. 이처럼 높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이 무노조기업의 높은 임
금인상률을 압박하고 있지만 유노조기업이 그 정도의 인상률을 따라잡기가 힘
들기 때문에 유노조-무노조 임금인상률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
만 본 연구의 분석틀과 자료가 그것을 연구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다루지 못했음을 본 연구의 한계로 밝히고자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률이 2007년(12.3%)뿐 아니라 2005년에도 13.1%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
고, 영향률도 2005년의 8.8%와 2007년의 11.9%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액의 인상률만으로 2005년과 2007년 사이의 노조
임금인상률 효과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노조-무노조의 임금인상률 역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
리나라에서 유노조-무노조기업의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쟁 속에서 유노조기
업이 감내할 수 있는 유노조-무노조 임금격차가 얼마인지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는 쉽지 않더라도 그 격차의 무한한 확대를 용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유노조-무노조 임금격차에 대한 유노조기업의 반발점이 존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그 반발점에 가까워질수록 노동조합의 임금프리미엄을 높이
기는 어려워지며 그만큼 노동조합의 결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

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성과 분석(노용진)

 127

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유노조-무노조 임금격
차가 얼마나 감내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그에 관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
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분석 결과는 그동안 계속 확대되어 왔던 유노조-무노조
간 임금격차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2005년과 2007년만
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유노조-무노조 임금인상률 역전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 확정하기는 힘든 상태이기 때문
에 그 이후 시기의 임금교섭 결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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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산업 분포 : 대분류(9차 기준)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
재료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
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
련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2005
2007
무노조(N=227) 유노조(N=196) 무노조(N=230) 유노조(N=193)
0.608(0.489)
0.638(0.482)
0.609(0.489)
0.637(0.482)
0.009(0.094)
0.031(0.173)
0.009(0.093)
0.031(0.174)
0.004(0.066)

0.010(0.101)

0.009(0.093)

0.005(0.072)

0.053(0.224)
0.093(0.290)
0.031(0.173)
0.018(0.132)

0.046(0.210)
0.041(0.198)
0.143(0.351)
0.010(0.101)

0.061(0.240)
0.087(0.282)
0.026(0.160)
0.017(0.131)

0.036(0.187)
0.047(0.211)
0.150(0.358)
0.010(0.102)

0.048(0.215)

0.036(0.186)

0.048(0.214)

0.036(0.187)

0.004(0.066)
0.075(0.264)

0.000(0.000)
0.005(0.071)

0.004(0.066)
0.074(0.262)

0.000(0.000)
0.005(0.072)

0.035(0.185)

0.010(0.101)

0.035(0.184)

0.010(0.102)

0.000(0.000)
0.018(0.132)

0.000(0.000)
0.010(0.101)

0.000(0.000)
0.017(0.131)

0.000(0.000)
0.010(0.102)

0.004(0.066)

0.015(0.123)

0.004(0.066)

0.016(0.124)

0.000(0.000)

0.005(0.071)

0.000(0.000)

0.005(0.072)

<부표 2> 임금수준 결정모형(N=330)
종속변수 = log(고졸 초임)
2005
2007
상수
2.507(0.121)
2.496(0.121)
2.815(0.144)
2.804(0.143)
유노조
0.124***(0.026)
0.102***(0.027)
한국노총
- 0.109***(0.028)
- 0.088***(0.028)
민주노총
- 0.178***(0.041)
- 0.164***(0.041)
비가맹
- 0.106^(0.082)
- 0.020(0.076)
인당영업이익t-1 0.015**(0.006)
0.016***(0.006) 0.007^(0.005)
0.007^(0.005)
비정규직 비율 0.001(0.001)
0.001(0.001)
-0.002***(0.001) -0.002***(0.001)
복수사업체
0.011(0.025)
0.013(0.025)
0.020(0.026)
0.025(0.026)
기업연령
0.000(0.001)
0.000(0.001)
0.000(0.001)
0.000(0.001)
주당 근로시간 -0.001(0.002)
-0.001(0.002)
-0.004**(0.002) -0.004**(0.002)
log(고용)
0.047***(0.010) 0.045***(0.010) 0.054***(0.010) 0.052***(0.010)
R2
0.305
0.312
0.340
0.350
주 : ^p<0.10(단측) *p<0.10(양측) **p<0.05(양측) ***p<0.01(양측)
산업대분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간명한 표 정리를 위해 여기에 보고하지 않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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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Wage Bargaining Outcomes in the Mid-2000s
Yongjin Nho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whether the wage increase rate of the
union sector is lower than that of the-non-union sector in the mid-2000s
in Korea, and why. I adopt the generalized Nash bargaining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wage increase rate of the union
sector is really lower than that of the-non-union sector in 2007, but not in
2005. It is also indicated that employment adjustment has a weak negative
effect on wage increase rate only in 2007, and that employment
adjustment is likely to act as a mediator between trade union and wage
increase rate. On the other hand, one-year lagged operating income per
capita has positive effects on wage increase rate both in 2005 and 2007,
but it is not supported as a mediator. Trade union characteristics such as
unionization rate, strike, and types of federation affiliated do not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wage increase rate, and some of them
have rather negative effects. The rates of the non-union sector,
independent unions, and KFTU are higher in 2007 as compared to 2005,
and the softer trend may affect the negative effect of trade union on wage
increase rate. Finally the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 of the study results
for the Korean IR trends are discussed.
Keywords : wage bargaining outcomes, bargaining power, union wage premium,
IR dynamics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손지아․박순미)

노
1)

동 정 책 연 구

2011. 제11권 제1호 pp.131~165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131

연 구 논 문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손 지 아**
박 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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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개별 지표별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 있어서는 20~30대 집단(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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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0%였으며 최고 8개 지표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일자리
그 자체가 아닌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고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
한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일자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들이 개발되어 장
애인 일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접근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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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대사회에서 일자리의 문제는 기본적인 생존의 보장은 물론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시장의 자유경
쟁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민의 일자리정책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최
근 들어 우리나라도 노인, 장애인, 기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고
용정책을 실행하여 일자리를 통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정책은 실업률 감소와 고용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개별 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과 장애인 고용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중심축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9장애인통계(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장애인의 2005년과 2008년의 경제활동상태의 비교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은 38.2%에서 41.1%, 실업률은 10.6%에서 8.3%, 고용률은 34.1%에서 37.7%
로 개선되어 왔다. 사업체의 상시 장애인 노동자의 수도 2005년에 124,432명에
서 2008년 153,419명으로 23.3% 증가하였다. 이처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수
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 노
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는 임시근
로자가 25.7%, 일용근로자가 30.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정규
직 여부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35.9%, 비정규직이 64.0%로 나타나 장애인의 일
자리가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계층의 다양화로
인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생겨나고 있고, 신규 고용창출이 고용조건 악화를 동
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
에 이러한 경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사회 통합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이
상헌, 2005: 5).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까지의 장애인고용정책이 취업 그 자체에 목적을 두어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접
근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즉 단순히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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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어떤 일자리에 어떤 방식으로 고용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인
권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장애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도 연결되
어 있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미시적 수준의 고용의 질을 논의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는
직무만족도를 활용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박자경․김종진․강용
주, 2009; 이동명․이정주, 2007; 이요행․김성희․강배근, 2008)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 정책적 수준에서 고용의 질에 접근한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 자료
를 활용하여 임금근로 장애인의 고용의 질에 대해 분석한 변경희(2010)의 연구
가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는 고용의 질을 논하는 데 있어서 임금, 직업위세,
직업배려, 직무만족도 등 4가지 변수를 이용하고 있어 임금이나 직무만족도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연구들에 비해 고용의 질 개념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지
만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데는 일정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위해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장애인 일자리에 적용해 보는
경험과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탐색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용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최근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1)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괜
찮은 일자리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소들
을 기준으로 장애인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측정 가능
한 지표들을 구성하고,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자료에 이러한 지표들을 적용한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
1)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라는 용어는 ILO의 decent work를 국가 간 분석이 아닌 개별
국가의 특정 일자리에 대한 분석일 경우 work가 아닌 job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는 decent job으로 사용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ILO의 decent work은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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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의 관점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Ⅱ.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과 구성요소

1.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과 구성요소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생산적인 일”을 지칭하는 괜찮은 일자리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고용량 달성이라는 양적 목표 중심에서 벗어난 고용의 질
(quality of employment)도 고려되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괜찮은 일
자리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는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7년 ILO의 87회 국제노동회의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decent
work’ 란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 ILO는 ‘decent work’를 세계화된 노동에
대응하는 중점 이슈 중의 하나로 설정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지표의 개
발과 지역별․국가별 적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ILO
의 ‘decent work’에 관한 연구보고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Anker et al.(2002)
가 작성한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이다. 이 보고서
는 괜찮은 일자리를 측정하기 위한 11가지 지표를 제안하고 있는데, ① 고용기
회(Employment opportunities), ② 적합하지 않는 노동(Unacceptable work), ③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④ 적절한
노동시간(Decent hours), ⑤ 고용의 보장과 안정성(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⑥ 일과 가정의 양립(Combining work and family life), ⑦ 고용에 있어
서의 공평성(Fair treatment in employment), ⑧ 안전한 작업환경(Safe work
environment), ⑨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⑩ 노사관계와 사회적 타협
(Social dialogue and workplace relations), ⑪ 괜찮은 노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맥락(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decent work)이다.
이러한 ‘decent work’ 개념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포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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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이라는 점,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
리고 일자리 문제를 노동시장에서의 개별적 계약이 아닌 넓은 범위의 사회경제
적 틀 속에서 이해한다는 점(Sen, 2002; 황준욱, 2005) 등에서 노동시장 소외계
층이나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 특히, Anker et al.(2002)의 지표는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포괄적
인 개념하에서 고용기회와 임금 및 노동시간과 같은 일자리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수준까지 고려하고(방하남․이상호, 2006: 98)
일반적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중고령층과 같이 노동시장의 진입이나
퇴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고용문제를 개선하는 기준
을 제공한다(이성균, 2009: 189).
따라서 여성, 노인과 함께 대표적인 노동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포괄적 개념하에서 노
동자의 권리보장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ILO의 ‘decent work’ 개념을 사용
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분석한다.

2. 괜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소에 따른 지표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사용하여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측정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등장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 또한 대부분의 연
구는 연구자의 목적과 연구대상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과 세부지표를 선
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최옥금(2006)은 Anker et al.(2002)의 구성요소 중 빈곤의 진입 및 탈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중심으로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적절한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등 3가지로 구성하였다.
문순영(2008)은 돌봄노동의 일자리 질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Anker et
al.(2002)의 구성요소 중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작업환경의 안정성과 함께 직업교육과 보수교육을 지표로 구성하는 직업훈련
요소를 추가하였다.
최희경(2009)은 괜찮은 일자리 개념의 노인 돌봄서비스직에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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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
ILO의 ‘decent work’
1
2
3
4
5

6

7
8
9

고용기회( E m p l o y m e n t
opportunities)
적합하지 않는 노동
(Unacceptable work)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적절한 노동시간
(Decent hours)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
(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일과 가정의 양립
(Combining work and
family life)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
(Fair treatment in
employment)
안전한 작업환경
(Safe work environment)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계
10 (Social dialogue and
workplace relations)

문순영
(6요소)

최옥금
(3요소)

최희경
(11요소)

이현미
(8요소)

자발적일자
리선택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적절한
임금

본 연구

일의 적합도

적절한 임금 적절한 임금 적절한 임금
적정
노동시간

적정
노동시간

적정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일과 가족생
활의 양립

일과 가족생
활의 양립

직업훈련

고용평등

고용평등

고용평등

작업환경
의 안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안전한
작업환경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노사합의

노조 유무
노조가입여부
노조의 장애
인권익대변
여부

노사합의

괜찮은 노동에 대한 사회경
제적 맥락(Economic and
11
social context of decent
work)
연구자에 의해 추가된 요소

고용서비스
전문적 교육
경험 여부
직무만족도
주관적 만족
편의시설 설
치 여부

에서 ILO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의 구성요소 중 고용기회와 사회경제적 맥락을
제외한 9가지 구성요소에 전문적 교육과 주관적 만족을 추가하여 11가지 지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손지아․박순미)

 137

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현미(2010)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에서 ILO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의 구성요소 중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
장, 고용평등, 작업환경의 안정성, 노사합의 등 7가지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여
기에 직무만족도를 추가하고 있다.
덧붙여,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적용하진 않았지만 장애인의 고용의 질에 대
한 거의 유일한, 변경희(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임금, 직업위세, 직업배려, 직
무만족도의 4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임금, 직업위세, 직무만족도 이외에 고용주에 의한 직
업배려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괜찮
은 일자리 개념에 대한 각 연구자의 이해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지표의 분석 자료와의 적합
성, 측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
고 있는 구성요소는 적절한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등 3요소였으며, 덧붙
여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에서의 공평성, 안전한 작업환경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성요소로는 교육과 노동자의
만족도와 관련된 지표가 주로 추가되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 개념의 기준으로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가 일차적 목적인 본 연구에서는 ILO의 ‘decent work’ 측정지표를 포괄적
으로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Anker et al.(2002)가 제안한
‘decent work’를 측정하기 위한 11가지 구성요소 중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거
시지표로 구분되어 국가 간 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용기회(Employment
opportunities)와 괜찮은 노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맥락(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decent work)을 제외한 9가지 구성요소를 활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
가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초적이고 탐색적 연구라는
점과 정책적 관점에서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decent work’의 구성요소 중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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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덧붙여,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논하는 데 있어 장애인의 특수
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
여부의 2가지 측정지표로 구성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구성요
소를 추가하였다. <표 1>은 ILO의 ‘decent work’ 개념의 구성요소와 살펴본 선
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채택한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Ⅲ. 분석 자료와 변인

1.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차조사(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2)는 우리나
라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약 5,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본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의 질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로, 장애인고용패널 2차조사 당시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
는 장애인의 비임금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의 부족과 비임금 일자리
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의 적용에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근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 대상자는 20세 이상 임금근로자로, 총 분석대
상은 1,125명이다.
2)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통계는 기존 5년 주기
로 실시되던 ｢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가 유일하며, 그나마 조사 대
상과 목적의 차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장
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
적으로 2008년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2차년도 조사 실시로 종단면적 자료를 구축하였
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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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측정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는 Anker et al.(2002)의 ILO에서 권고한 괜찮은 일자
리 구성요소로, 10개의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 범주별 측정가능한 지표를 구
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괜찮은 일자리 변수 및 측정지표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
적합하지 않는 노동
(Unacceptable work)

변수
일의 적합도

지표
교육수준 적합도, 기술수준 적합도, 지식/
기능의 활용도 변수들의 변수값 총점 중
12점 이상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
동(Adequate earnings and 월평균 임금
productive work)

126.2만원 이상(2009년 2/4분기 전체 근
로자 월평균 임금 252.4만원의 50% 이상)

적절한 노동시간
(Decent hours)

20.4일 이하
2009년(2/4분기) 전체 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
(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일과 가정의 양립
(Combining work and
family life)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
(Fair treatment in
employment)

월평균 근무일수

정규직 및 지속근무 정규직(1점)이면서 지속근무 가능한 경우
(1점) 모두 해당한 값으로 2점인 경우
가능 여부
휴가지원 여부

유급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가비용
지원 4가지 모두 있음

장애로 인한 차별경
차별경험 없음
험 여부

안전한 작업환경
안전한 작업환경
(Safe work environment)

일자리 안전상황 변수값 3점 이상(안전한
편이다 이상) 및 일자리 사고 경험 없음(1
점)에 모두 해당하는 값으로 4점 이상인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노동조합이 있고(1점), 노동조합에 가입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
노동조합 유무 및 가 했으며(1점), 노동조합이 장애인의 권익
계(Social dialogue and
입 정도
대변에 있어 그렇다 이상(3점 이상), 모두
workplace relations)
해당한 값으로 5점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1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및 고용서비스 경험 점),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 있음(1점),
조치
모두 해당하는 값으로 2점인 경우
여부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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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 않는 노동은 일의 적합도 관련 구성요소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교육수준 적합도, 기술수준 적합도, 지식/지능의 활용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우
선적으로 각 변수들을 활용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나 요인적
합도가 유의하지 않아, 변수값 총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괜찮은 일자리의 기
준으로 그런 편이다(4점) 이상의 총점인 12점 이상을 임계점으로 활용하였다.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구성요소는 임금과 관련된 변수로, 월평균 임금
을 그 분석 기준으로 채택했는데, 적절한 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ILO에서
권고하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조사시점인 2009년 2/4분기 통계청 발표 기준 전체 근
로자 월평균 임금 2,524천 원의 2분의 1 수준인 1,262천 원 이상으로 설정하였
다. 적절한 시간은 적정 노동시간 관련 구성요소로, 월평균 근무일수를 기준으
로, 즉 2009년 2/4분기 통계청 발표 기준 전체 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0.4일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었다.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은 고용안정성 관련 구성요
소로, 정규직(1점)이면서 지속근무 가능한 경우(1점)에 모두 해당한 값으로 2점
인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로 설정하였다.
일과 가족생활 양립 구성요소와 관련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복지후생 항목
중 유급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가비용 지원이 모두 있는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로 보았으며,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은 응시자격, 채용과정, 승진, 복리
후생 등에서의 차별 경험 여부를 묻는 11개의 변수를 활용하여 차별경험이 없
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안전한 작업환경 구성요소와 관련해 일자리 안전상황, 일자리 사고경험 변수
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자리 안전상황은 1점(매우 위험하다)에서 4점(매우
안전하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자리 사고경험 변수는 사고경험의 유무로
이루어진 변수이다. 이에 괜찮은 일자리 기준으로 일자리 안전상황이 안전한
편이다 3점 이상 응답률과 일자리 사고경험 없다의 변수값 1점을 합한 4점 이
상 점수를 괜찮은 일자리 임계점으로 활용하였다. 사회보장은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기준으
로,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련 구성요소는 노동조합이 있으며(1점), 장애인 근
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1점), 노동조합이 장애인 권익대변을 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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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상, 3점 이상)를 합한 5점 이상을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성요소로, 사업장 내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각 변수값 중 있다(1점)로
응답한 2점인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 임계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괜찮은 일자리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
사 대상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인 임금근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이 73.4%, 여성이 26.6%로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우
리나라의 장애인고용현황(노동부 외, 2009)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 중 남성 64.8%, 여성 35.2%(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와 비교 해 보면, 장애인의 경우 남성근로자의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연령은 48.2세로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고
졸이 3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초졸 23.7%, 중졸 19.3%, 대졸이
상 14.0% 순이었다. 가구주여부로는 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73.7%로 나타
나 많은 임금근로장애인의 근로소득이 가구의 주소득원으로 이들의 임금수준
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생활수준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외부장애가 6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감각
장애 30.2%, 신체내부 장애 3.7%, 정신적 장애 3.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
도별로는 중증 23.5%, 경증 76.5%로 임근근로장애인의 경우 경증의 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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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125)

특성
남성
성별
여성
20대
30대
40대
연령
50대
60대 이상
연령 평균
무학
초등학교 졸업
교육
중학교 졸업
수준
고등학교 졸업
대졸 이상
가구주
가구주
가구원
여부
미혼
혼인
유배우자
상태
무배우자
특별시, 광역시
거주지역
시, 도
신체외부 장애
감각 장애
장애유형
정신적 장애
신체내부 장애
중증
장애등급
경증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상태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하층
주관적
중하층
사회경제적
중상층
지위
상층
농, 임, 어업
제조업
업종
건설업
판매업
서비스업

빈도(명)
826
299
53
161
359
432
120

80
267
217
404
157
829
296
162
763
120
473
652
706
340
37
42
264
861
21
436
623
45
563
461
98
3
27
250
150
119
577

비율(%)
73.4
26.6
4.7
14.3
31.9
38.4
10.7
48.2세(SD=9.78)
7.1
23.7
19.3
35.9
14.0
73.7
26.3
14.4
67.8
17.8
42.0
58.0
62.8
30.2
3.3
3.7
23.5
76.5
1.9
38.8
55.4
4.0
50.0
41.0
8.7
0.3
2.4
22.3
13.4
10.6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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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해 하층 50.0%. 중하층
41.0%로 임금장애인 스스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중하층 이하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장애라는 특수
성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 장애인의 업종으로 서비스업 51.4%, 제조업 22.3%,
건설업 13.4% 순으로 나타나 과거 제조업 중심이었던 장애인 일자리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업종 전환이 진
행되면서 서비스업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또한 서비스업으로의 진입이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괜찮은 일자리 특성
다음으로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기준으로 지표들의 주요 현황과 괜찮은 일자
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 적합하지 않는 노동(일의 적합도)
적합하지 않는 노동은 일의 적합도 관련 구성요소로, <표 4>는 현재 하고 있
는 일의 교육수준 적합도, 기술수준 적합도, 지식/지능의 활용도 변수를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1점(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은 해당 변수에서 4점(그런 편이다)
과 5점(매우 그렇다)의 합계 점수인 12점에서 15점 사이로 하였다. 각 항목별
‘그런 편이다’ 이상 응답한 비율은 ‘교육수준 적합도’는 21.6%, ‘기술수준 적합
도’는 18.9%, ‘지식/기능의 활용도’는 32.3%로, 지식/기능의 활용도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표 5>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각각의 항목 총점이 12점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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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의 적합도 특성
지표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2점)
교육수준
보통이다(3점)
적합도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평균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적합하지
그렇지 않다(2점)
기술수준
않는 노동보통이다(3점)
적합도
그런 편이다(4점)
일의 적합도
매우 그렇다(5점)
평균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지식/
그렇지 않다(2점)
기능의 보통이다(3점)
활용도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평균

빈도(명)

비율(%)

16

1.4

284
583
220
22

25.2
51.8
19.6
2.0
2.95(SD=.763)

20

1.8

286
606
198
15

25.4
53.9
17.6
1.3
2.91(SD=.740)

30

2.7

197
534
330
34

17.5
47.5
29.3
3.0
3.13(SD=.825)

<표 5> 일의 적합도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
지표

내용

빈도(명)

비율(%)

적합하지 않는
노동-일의
적합도

일의 적합도 12점 미만
총점
12점 이상

1,017

90.4

108

9.6

괜찮은 일자리
비율(%)

(12점 이상)
9.6

나. 적절한 임금
적절한 임금 구성요소와 관련해 <표 6>은 월평균 임금 현황을 나타내고 있
다. 50만~99만 원 33.5%, 100만~149만 원 24.9%, 50만 원 미만 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임금은 121.8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
금의 2분의 1인 126.2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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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적절한 임금 특성
지표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임금

내용

월평균 임금

50만원 미만
50만~99만원
100만~149만원
150만~199만원
200만~299만원
300만~499만원
500만~999만원
1,000만원 이상
평균

빈도(명)
비율(%)
137
12.2
377
33.5
280
24.9
134
11.9
118
10.5
57
5.1
9
.8
13
1.2
121.86만원(SD=88.84)

<표 7> 적절한 임금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
지표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적절한 임금

빈도(명)

비율(%)

126.2만원 미만

738

65.6

126.2만원 이상

387

34.4

내용
월평균
임금

괜찮은 일자리
비율(%)

(126.2만원 이상)
34.4

<표 7>은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분의 1의 126.2만 원 이상 해당하는 비율은 34.4%로
나타났다.

다. 적절한 시간
적절한 시간 관련 구성요소와 관련해 <표 8>은 적정 노동시간와 관련된 월
<표 8> 적절한 시간 특성
지표
적절한 시간적정 노동
시간

내용

월평균 근무일수

10일 미만
10~14일
15~19일
20~24일
25일 이상
평균

빈도(명)
비율(%)
47
4.2
75
6.7
170
15.1
515
45.8
318
28.3
20.26일(SD=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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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적절한 시간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
지표
적절한 시간적정 노동
시간

빈도(명)

비율(%)

20.4일 미만

619

55.0

20.4일 초과

506

45.0

내용
월평균
근무일수

괜찮은 일자리
비율(%)

(20.4일 미만)
55.0

평균 근무일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24일 45.5%, 25일 이상 28.3%,
15~19일 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무일수는 20.26일로 나타났다.
<표 9>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전체 근로자 평균 근무일수 20.4일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은 55.0%로 나타났다.

라.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
<표 10>은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 관련 구성요소와 관련된 변수들의 현황
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정규직 여부와 관련해 정규직인 경우가 35.8%로 나타
났으며, 지속근무 여부와 관련해 지속근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7.8%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와 관련해 <표 11>과 같이 정규직이면서 지속근무 가
가능한 경우는 33.2%로 나타났다.
<표 10>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 현황
지표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고용안정성

내용
정규직
비정규직
예
아니오

정규직 여부
지속근무 여부

빈도(명)
402
721
874
249

비율(%)
35.8
64.2
77.8
22.2

<표 11>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의 괜찮은 일자리 현황
지표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고용안정성

빈도(명)

비율(%)

아니오

752

66.8

모두 예

373

33.2

내용
정규직 및
지속근무
여부

괜찮은 일자리
비율(%)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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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구성요소와 관련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복지후생 항목 중 유급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가비용 지원 등이
모두 있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표 12>는 이들 휴가 관련제도 현황에 대한 내용
이다. 먼저, 각각 휴가 제공 현황과 관련해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급
휴일 16.0%, 출산휴가 6.9%, 육아휴직 5.9%, 휴가비용 지원 6.4% 등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괜찮은 일자리 기준과 관련해 <표 13>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제
공 현황과 관련해 4가지 항목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했고, 전혀
없다는 8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1가지 10.0%, 2가지 3.6%, 3가지
3.6%로 나타나,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 부합하는 비율은 1.8%임을 알 수 있다.
<표 12> 일과 가족 생활의 양립 현황
지표

내용
유급휴일
출산휴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육아휴직
제공
현황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휴가비용
지원
전혀 없음
1가지 있음
2가지 있음
3가지 있음
4가지 모두 있음

빈도(명)
945
180
1,047
78
1,059
66
1,053
72
911
113
40
41
20

비율(%)
84.0
16.0
93.1
6.9
94.1
5.9
93.6
6.4
81.0
10.0
3.6
3.6
1.8

<표 13>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
지표
일과가족
생활의 양립

내용
휴가관련
항목

4가지 모두
있음
3가지 이하
있음

빈도(명)

비율(%)

20

1.8

1,105

98.2

괜찮은 일자리
비율(%)

(휴가 관련
항목 4가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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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 구성요소는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유무와 관련 있는
데, <표 14>는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과 관련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
답 중 차별경험이 특별히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5.1%로 나타났고, 다른 근로
자에 비해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0.9%,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
로 불이익을 당했다 0.7%, 응시자격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두었다
0.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표 15>와 같이 고
용에 있어서의 공평성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기준과 관련해 차별경험이 없다를
응답한 비율이 95.1%로 나타났다.
<표 14>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 현황
지표

고용에
있어
서의
공평성
(고용
평등)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다중
응답)

내용
빈도(명) 비율(%)
응시자격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두었다.
7
0.6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
8
0.7
했다.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11
0.9
객관적 평가 없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2
0.2
특별급여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업무량(근무시간)에 있어
5
0.4
차별을 받았다.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직무나 부서에 배치 받았다
3
0.3
직급 부여 시 낮은 직급을 부여받았다
3
0.3
승진에서 장애를 이유로 누락되거나 제한되었다
3
0.3
교육훈련이나 연수 기회를 제한당했다
2
0.2
일자리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복리후생(4대
5
0.4
보험, 유급휴가, 병가 등)을 받지 못했다.
기타
8
0.7
특별히 없음
1,117
95.1

<표 15>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 현황 및 괜찮은 일자리 현황
지표

내용

고용에 있어서의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있음
차별경험
공평성-고용평등
차별경험 없음

빈도(명)

비율(%)

8

0.7

1,117

99.3

괜찮은 일자리
비율(%)
(차별경험
없음)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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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한 작업환경
<표 16>은 안전한 작업환경 관련 구성요소 및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일자리 안전상황에 대해 안전한 편
이다 60.6%, 매우 안전하다 12.3%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사고경험과 관련해 사
고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8.1%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작업환경과 관
련된 괜찮은 일자리 현황은 일자리 안전상황이 안전한 편 이상이고 일자리 사
고경험이 없는 경우는 72.4%로 나타났다(표 17).
<표 16> 안전한 작업환경 현황
지표

안전한
작업환경

내용
일자리 안전상황

일자리 사고경험

매우 위험하다
위험한 편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예
아니오

빈도(명)
24
281
682
138
21
1,104

비율(%)
2.1
25.0
60.6
12.3
1.9
98.1

<표 17>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
지표
안전한 작업환경

빈도(명)

비율(%)

아니오

311

27.6

모두 예

814

72.4

내용
일자리 안전
및 사고
경험 없음

괜찮은 일자리
비율(%)

72.4

아. 사회보장
사회보장 관련 구성요소는 4대 보험, 즉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 포함), 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비율로 설정하였다. <표 18>은 4대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각각 사회보험에 대해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
우가 국민연금 45.8%, 건강보험 50.8%, 고용보험 46.2%, 산재보험 44.2% 등으
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 기준과 관련해 4대 보험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36.5%로 나타났고, 전혀 없다 45.0%, 1가지 3.9%, 2가지 6.8%, 3가지 7.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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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사회보장 현황
지표

빈도(명)
610
515
553
572
605
520
628
487
506
44
76
88
411

내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공현황

산재보험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전혀 없음
1가지 있음
2가지 있음
3가지 있음
4가지 모두 있음

비율(%)
54.2
45.8
49.2
50.8
53.8
46.2
55.8
44.2
45.0
3.9
6.8
7.8
36.5

<표 19> 사회보장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
지표

사회보장

내용

4대보험
가입 현황

4가지 모두
있음
3가지 이하
있음

빈도(명)

비율(%)

411

36.5

714

63.5%

괜찮은 일자리
비율(%)

(4대보험
모두가입)
36.5

나타나,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 부합하는 비율은 36.5%임을 알 수 있다(표 19).

자.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계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련 구성요소는 노동조합 유무, 장애인 근로자의 노
동조합 가입 여부, 노동조합의 장애인 권익대변 여부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우선, 노동조합 유무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11.0%로 나타났고, 장
애인 당사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63.4%, 노동조합의 장애인 권익대변 여부
는 그렇다 39.7%, 매우 그렇다 2.6%로 나타났다(표 20). 괜찮은 일자리 기준으
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의 장애인
권익대변을 하고 있는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값을 임계점으로 설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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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계 현황
지표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계

내용
예
노동조합 유무
아니오
노동조합
예
아니오
가입유무
전혀 그렇지 않다
노조의
그렇지 않다
장애인
그렇다
권익대변
매우 그렇다

빈도(명)
123
1,000
78
45
10
35
31
2

비율(%)
11.0
89.0
63.4
36.6
12.8
44.9
39.7
2.6

<표 21>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계의 괜찮은 일자리 현황
지표

내용

사회적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 아니오
대화와
에 가입하였으며, 노동조합
모두 예
작업장 관계 의 장애인 권익대변

빈도
(명)

비율
(%)

1,092

97.1

33

2.9

괜찮은 일자리
비율(%)

2.9

현황은 <표 21>에 나타나듯이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은 2.9%로
나타났다.

차.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
다음으로, 괜찮은 일자리와 관련된 ILO의 권고기준 외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사업장 내 편의시설 설치 여부, 고용서비스 경
험 여부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로 분석하였다.
우선, <표 22>는 사업장 내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임금근로 장애인의 고용서
비스 경험 여부 현황을 나타낸 내용이다.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관련해 전체
응답 중 사업장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9.4%,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 바닥 높
이 차이 제거 8.7%, 계단이나 복도의 핸드레일(손잡이) 설치 8.1% 순으로 나타
났다. 고용서비스와 관련해 전체 응답 중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
답한 비율이 94.5%로 나타났으며, 취업알선 1.8%, 구직(직업)상담 1.2%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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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사업장 내 편의시설 설치 현황
지표

편의시설
설치 여부
(다중응답)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다중응답)

내용
빈도(명) 비율(%)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 바닥 높이 차이 제거
144
8.7
계단이나 복도의 핸드레일(손잡이) 설치
134
8.1
엘리베이터, 계단형 리프트 설치
106
6.4
점자유도블럭이나 점자표지판 설치
64
3.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155
9.4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123
7.4
장애인용 작업대 설치
30
1.8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음
897
54.3
구직(직업)상담
14
1.2
취업정보 제공
10
0.9
직업능력 평가
1
0.1
직업탐색
2
0.2
취업알선
21
1.8
통근차량 융자
1
0.1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2
0.2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3
0.3
자립생활훈련(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1
0.1
정보화 교육
3
0.3
활동보조인(근로지원인)
3
0.3
직업적응훈련
1
0.1
경험한 적 없음
1,075
94.5

<표 23> 편의시설 관련 괜찮은 일자리 현황
지표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

내용
사업장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고용서비스
경험 있음

아니오

빈도(명)

비율(%)

1,109

98.6

16

1.4

괜찮은 일자리
비율(%)

1.4
모두 예

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 기준으로 사업장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모두에 해당하는 값을 임계점으로 설정하였는
데, 현황은 <표 23>에 나타나듯이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은 1.4%
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임금근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현황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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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임금근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현황(전체)
지표
⑴ 적합하지 않는 노동
-일의 적합도
⑵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
동-적절한 임금
⑶ 적절한 시간-적정 노동
시간
⑷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고용안정성
⑸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비율
(%)

12점 미만
1,017
108
12점 이상
126.2 만원 미만
738
126.2 만원 이상
387
20.4일 미만
619
506
20.4일 초과
아니오
752
모두 예
373
4 가지 모두
20
있음
3가지 이하
1,105
있음
차별경험 있음
8
차별경험 없음 1,117
아니오
311
모두 예
814
4가지 모두
411
있음
3가지 이하
714
있음

90.4
9.6
65.6
34.4
55.0
45.0
66.8
33.2

1,092

97.1

내용
일의 적합도 총점
월평균임금
월평균 근무일수
정규직이면서 지
속근무가능 여부
휴가관련항목

⑹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 장애로 인한
고용평등
차별경험
일자리 안전상황
⑺ 안전한 작업환경
및 사고 경험없음
⑻ 사회보장

빈도
(명)

4대보험 모두가입

노조가 있으며, 장
애인근로자가 노
⑼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조에 가입하였으
관계
며, 노조가 장애인
권익을 대변하는
경우
사업장 내 편의시
⑽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설 설치 및 고용서
조치
비스 경험 있음

아니오

괜찮은
일자리
비율(%)

9.6
34.4
55.0
33.2

1.8
1.8
98.2
0.7
99.3
27.6
72.4

99.3
72.4

36.5
63.5
%

36.5

2.9
모두 예
아니오
모두 예

33

2.9

1,109

98.6

16

1.4

1.4

<표 24>와 같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 지표(전체 10개 지표) 해당 비율을 <표
25>에 제시하였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에
적용해 보았을 때 10개 지표 전체를 만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였으며, 최
고 8개 지표를 만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7개 이상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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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 해당 비율
구분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
해당비율

8개
7개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비율(%)
0.4
2.1
7.1
20.3
41.4
77.0
98.2
100.0

일자리 비율에 해당되는 경우는 2.1%, 6개 이상 괜찮은 일자리 비율에 해당되
는 경우는 7.1%, 5개 이상 괜찮은 일자리 비율에 해당되는 경우는 20.3%로 나
타나고 있다. 즉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특성과 관련해 20.3%의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를 5개 이상 만족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임금근로 장애인 특성별 괜찮은 일자리 현황
다음은 임금근로 장애인 특성별 괜찮은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즉 성별,
연령, 학력, 산업특성, 장애유형별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를 <표 26>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일의 적합도 구성요소와 관련해 학력
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대졸 이상 집단이 다른 집
단에 비해 일 적합도 기준에서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적절한 임금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각 특성별 모두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
었다. 즉 남성 집단, 20~30대 집단, 대졸 이상 집단, 2차산업 종사자 집단, 경증
집단이 다른 특성 집단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적정 노동시간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연령, 학력, 산업특성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40대 이상 집단, 고졸 집단, 2차산업 종사자 집단이 다
른 특성 집단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안정성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성별, 연령, 학력, 산업특성에 있어 집단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손지아․박순미)

 155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 집단, 20~30대 집단, 대졸 이상 집단, 2차산업 종
사자 집단, 경증 집단이 다른 특성 집단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6> 괜찮은 일자리의 특성별 분포
(단위 : %)

지표
⑴ 적합하지 않는 노
동-일의 적합도
⑵ 적절한 임금과 생
산적 노동-적절한
임금
⑶ 적절한 시간-적정
노동 시간
⑷ 노동의 보장성과 안
정성-고용안정성
⑸ 일과가족생활의
양립
⑹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고용평등
⑺ 안전한 작업환경

⑻ 사회보장
⑼ 사회적 대화와 작
업장 관계
⑽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

괜찮은
일자리
여부
아님
맞음
X2
아님
맞음
2
X
아님
맞음
X2
아님
맞음
X2
아님
맞음
X2
아님
맞음
X2
아님
맞음
X2
아님
맞음
X2
아님
맞음
X2
아님
맞음
X2

주 : *P<.05, **P<.01, ***P<.001.

성별
남

여

90.3
90.6
9.7
9.4
.026
57.3
88.6
42.7
11.4
95.702***
45.2
44.5
54.8
55.5
.041
62.8
77.9
37.2
22.1
22.566***
98.1
98.7
1.9
1.3
.451
0.7
0.7
99.3
99.3
.010
33.7
11.0
66.3
89.0
56.154***
62.2
66.9
37.8
33.1
2.058
96.6
98.3
3.4
1.7
2.275
98.4
99.0
1.6
1.0
.510

연령
학력
20~
40대
중졸
대졸
고졸
30대
이상
이하
이상
89.3
90.7 92.4
89.9 84.7
10.7
9.3
7.6
10.1 15.3
.401
8.527*
56.1
67.8 81.4
56.4 32.5
43.9
32.2 18.6
43.6 67.5
10.625***
153.591***
59.3
41.6 38.3
51.5 52.5
40.7
58.4 61.7
48.5 47.8
22.045***
20.418***
54.7
69.7 79.6
61.1 35.7
45.3
30.3 20.4
38.9 64.3
17.665***
116.255***
96.7
98.6 99.3
98.3 94.3
3.3
1.4
0.7
1.7
5.7
3.375
17.754***
0.9
0.7
0.4
1.5
0.0
99.1
99.3 99.6
98.5 100.0
.187
5.568
21.5
29.1 31.9
26.2 15.9
78.5
70.9 68.1
73.8 84.1
4.996*
16.325***
51.9
66.2 71.6
57.2 50.3
48.1
33.8 28.4
42.8 49.7
15.330***
34.811***
98.6
96.7 97.7
97.5 93.6
1.4
3.3
2.3
2.5
6.4
2.177
7.590*
95.3
99.3 99.3
98.0 97.5
4.7
0.7
0.7
2.0
2.5
19.918***
4.361

156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1호

<표 26>의 계속
(단위 : %)

지표
⑴ 적합하지 않는 노
동-일의 적합도
⑵ 적절한 임금과 생
산적 노동-적절한
임금
⑶ 적절한 시간-적정
노동 시간
⑷ 노동의 보장성과 안
정성-고용안정성
⑸ 일과가족생활의
양립
⑹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고용평등
⑺ 안전한 작업환경

⑻ 사회보장
⑼ 사회적 대화와 작
업장 관계
⑽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

괜찮은
산업구분
일자리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여부
아님
96.3
90.5
90.1
맞음
3.7
9.5
9.9
X2
1.163
85.2
59.0
68.7
아님
맞음
14.8
41.0
31.3
2
15.238***
X
11.1
45.3
46.1
아님
맞음
88.9
54.8
53.9
12.893**
X2
아님
85.2
60.3
69.8
맞음
14.8
39.8
30.2
X2
14.726**
100.0
97.3
98.7
아님
맞음
0.0
2.8
1.3
3.584
X2
아님
0.0
1.5
0.3
맞음
100.0
98.5
99.7
X2
5.480
아님
29.6
40.5
20.3
맞음
70.4
59.5
79.9
X2
52.025***
88.9
58.8
65.1
아님
맞음
11.1
41.3
34.9
12.140**
X2
아님
100.0
97.0
97.0
맞음
0.0
3.0
3.0
X2
.838
아님
100.0
99.0
98.3
맞음
0.0
1.0
1.7
X2
1.348

장애정도
중증

경증

91.3
8.7

90.1
9.9

.313
76.5
62.3
23.5
37.7
18.212***
47.3
44.3
52.7
55.7
.783
70.8
65.6
29.2
34.4
2.476
99.2
97.9
0.8
2.1
2.056
1.1
0.6
98.9
99.4
.884
22.3
29.3
77.7
70.7
4.837*
64.8
63.1
35.2
36.9
.254
97.3
97.0
2.7
3.0
.096
97.3
99.0
2.7
1.0
3.718

주 : *P<.05, **P<.01, ***P<.001

일과 가정생활 양립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학력특성에 있어 대졸 이상 집단
이 다른 특성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평등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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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안전한 작업환경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각 특성별 모두 집단 간 차이를 나
타내었다. 즉 여성 집단, 20~30대 집단, 대졸 이상 집단, 3차산업 종사자 집단,
경증 집단이 다른 특성 집단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사회보장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연령, 학력, 산업특성에 있어 집단 간 차이
를 나타내었다. 즉 20~30대 집단, 대졸 이상 집단, 2차산업 종사자 집단이 다른
특성 집단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계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학력특성에 있어 대졸 이
상 집단이 다른 특성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연령 특성
에 있어 20~30대 집단이 다른 특성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만족하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V. 결 론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들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결과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20세 이상 임근근로 장애인 1,125명이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73.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이 48.2세로 중․장년
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3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고, 초졸 23.7%, 중졸 19.3%, 대졸 이상 14.0% 순이었다. 또한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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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인 경우가 73.7%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신체외부 장애가 62.8%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23.5%, 경증 76.5%로 임
근근로 장애인의 경우 경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경제
적 지위와 관련해 하층 50.0%. 중하층 41.0%로 임금근로 장애인 스스로 근로
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중하층 이하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 장애인의 업종으로 서비스업 51.4%, 제조업
22.3%, 건설업 13.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 근거하여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특성을 분
석한 결과와 관련된 것이다.
첫째, 전체 장애인 일자리 중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
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표로는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
성(99.3%), 안전한 작업환경(72.4%), 그리고 적절한 노동시간(55.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유무를 변수로 활용한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 변수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이미 취업상태에 있
는 임금근로 장애인으로 제한되었기에 차별경험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임금근로 일자리로의 진입 자
체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응시자격, 채용 과정 등 일자리
로의 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정도가 자료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
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용에서의 공평성’
지표는 향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다 적합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1.4%), 일과 가족의 양립(1.8%)
과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계(2.9%), 일의 적합도(9.6%) 등의 지표에서는 괜
찮은 일자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특성(성별, 연령, 학력, 산업 구분, 장애 정도 등)별 비교를 통
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는 개별 지표별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으
며, 전반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 적절한 임금, 노동보장성, 안전한 작업환경 지표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안전한 작업환경 지표를 제외하고 적절한 임금과 노동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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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표에서는 남성 집단이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지표는 괜찮은 일자리 핵심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로서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의 질이 낮은 특성은 장애인 일자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향후 여성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우선적 고려의 필요
성을 제기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로는 적절한 임금,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 지표에
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력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로는 고용평
등,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 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집단 간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20~30대 집단(vs 40대 이상 집단), 대졸 이
상 집단(vs 대졸 이하 집단)이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금
근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40대 이상의 중고령자 및
저학력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고용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산업 구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적절한 임금,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
회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등의 지표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2차산업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 현황에서 판매․서비스직의 3차
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3차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단, 안전한
작업환경 지표에서는 3차산업(vs 1, 2차산업)이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3차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
애 등급에 대한 분석 결과로 적절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환경 두 지표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적절한 임금 지표에서는 경증 집단(vs 중증 집단)이,
안전한 작업환경 지표에서는 중증 집단(vs 경증 집단)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
자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임금의 경우 경증 집단이 중증 집단
에 비해 단위당 생산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안전한 작업환경의 경우 중증 장애인 채용 시 시설투자 및 지
원정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즉 장애인 일자리 작업환경의 개선이 주로
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고용지원정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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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행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 중 가장 핵심적 요소로 판단
되는 지표로 적절한 임금,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사회보장의 3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최옥금, 2006). 이 지표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살
펴보면, 적절한 임금은 34.4%,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성은 33.2%, 사회보장은
36.5%로 각각 나타났으며, 3가지 핵심 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비율은 14.6%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옥금(2006)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
된 비장애인의 임금근로 일자리 중 괜찮은 일자리의 비율인 20.0%보다 낮으며,
3가지 지표를 노인 돌봄서비스직에 적용한 최희경(2009)의 연구 결과인 59.2%
와 비교하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일자리와 비교하여 장애인일자리
에서 괜찮은 일자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의 임금 향상과 4대 사회보험제
도, 그리고 노동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3개의 지표들이 과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표
로서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넷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특성을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에 적용해
보았을 때, 10개 지표 전체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였으며, 최고 8개
지표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7개 이상은 2.1%, 6개 이
상은 7.1%, 5개 이상은 20.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황준욱(2005)의 주장처
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ILO의 ‘decent work’ 지표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일
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임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본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지표에서 활용된 변수들은
객관적인 지표들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장애인들이 괜찮은 일자리에 대하여 지
니고 있는 주관적 인식 또는 만족도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객관
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가늠
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및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표들을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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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인 일자리 가운데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
표 모두를 충족시키는 일자리의 비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이 0%라
고 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가 모두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몇 개의 지표를 충족시킬 때 괜찮은 일자리
로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객관
적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후속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다.
한편, 괜찮은 일자리 개념 자체가 경제성장이나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상헌, 2005: 4)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향후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LO가 제시한 모든 지표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구성요소들 중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지표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
두되게 된다. 또한, 구조와 제도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단일한 틀을 어떻게 적
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황준욱, 2005).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일
자리 가운데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
문에 구성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과 모든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지표의
개발은 본 연구의 주제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연구 주제들은 향후 반드시 고민이 필요한 분야이며 후속연구
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괜찮은 일자리 지표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고용문제가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시도하였
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
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질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시행된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재검
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일자리 자체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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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
서는 장애인 일자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들이 개발되어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접근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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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Decent Job’ Perspective
Ji-a Son․Soon-mi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easurable indicators of
‘decent job’ based on the ILO indexes and to explore how much of the
disabled people’s job could be classified into ‘decent job’ catego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aim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When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criteria employ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identified.
First, when the analyse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s, results showed a remarkable differences. However, in terms
of age and education level, it was found that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vs. forties) and those who were college graduate(vs. middle school
graduate or less) tended to be over representative under 'decent job'
categories. Second, when the job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using
‘decent job’ standards, it was revealed that 0% of the jobs available for
the disabled satisfied all the 10 standards employed in this study. The
‘decent job’ which satisfied 8 out of 10 standards was 0.4%.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jobs for the disabled
tended not to satisfy the 'decent job' standards employed in this stud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reexamine the directions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t appeared that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should be directed to raise quality standards of the available jobs
rather than increasing job itself. On the other hands, it would be also
important in the future to deal with ‘decent job’ more carefully and
concretely by developing qualitative indicators which reflect the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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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용 접근법에 근거한 도시가구의
빈곤에 대한 취약성 분석

김 계 숙*
민 인 식**

빈곤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가구들이 미래에 빈곤해
질 수 있는 취약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취약성은 확실성 등가
소비(certainty-equivalent consumption) 수준에서의 효용과 기대소비효용
간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효용론적 입장에서의 취약성 측정은 가구가 직면하
는 위험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정량화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2001년
부터 2008년까지 KLIPS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약성을 측정하고 취약
성을 빈곤, 집계위험, 고유위험, 불설명위험 및 측정오차로 분해하여 그 성
분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가구들이 취약성의 가
장 큰 원인은 빈곤 때문이며, 위험과 관련된 취약성이 가구의 후생 손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에서 도시가구들의 구조적 빈곤
을 제거하면 후생이 16.43% 증가하며, 위험의 제거는 8.05% 후생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특성 중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취약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유의한 원인 중 하나이다. 빈곤에 대한 취약성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빈곤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상을 확정하려는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방식을 활용하면 개별 가구들이 위험관리 전
략을 수립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적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용어: 취약성, 기대효용이론, 집계위험, 고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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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있어 빈곤층을 식별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
정이다. 그런데 기존의 빈곤 측정방식(예를 들어 현재의 빈곤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소득이나 소비에서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와 같
은 기준으로 빈곤완화정책의 수혜자를 결정할 경우 지원을 받는 ‘빈곤가구’가
이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지원을 받지 않는 ‘빈곤하지 않은 가구’가 빈
곤상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미래에 가구들이 빈곤해질 수 있는 취약성, 즉 빈곤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
to poverty: 이하 취약성)은 가난하지 않지만 빈곤에 취약한 가구들과, 취약하지
않지만 가난한 가구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빈곤과 구별되며(Gaiha and
Imai, 2008: 1), 가구가 생각하는 복지(well-being)는 평균 소득이나 지출뿐 아니
라 가구가 직면하는 위험에 좌우된다(Ligon, 2010: 2). 정태적 빈곤분석은 시간
의 경과에 따른 빈곤의 동태성을 무시하며 가구의 현재 빈곤상태만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소비변동이 지속될 경우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아울러 정태적
방식은 빈곤이 구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가구가 직면하는 위험 때문인지 구분하
지 못한다. 그래서 개발경제학자들은 빈곤의 동태성을 고려한 사전적 빈곤 측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Günter & Harttgen, 2009: 1223). 가구의 복
지 향상 측면에서 빈곤을 예방하거나 퇴치하기 위한 정책들이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할 부분은 현재 누가 빈곤하고 누가 빈곤하지 않은지의 사후적 분류를 넘어
서 가구들이 빈곤해질 수 있는 취약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데이터 획득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횡단면 데이터나 2~3회
차의 단기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약성을 분석하거나, 가구들의 총취약성만
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Chaudhuri et. al., 2002; Kamanou & Morduch,
2002; Günther & Harttgen, 2009). 최근 들어서 Gaiha and Imai(2008)는 패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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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사용하여 취약성을 측정하고 취약성을 빈곤과 집계 및 고유위험으로 분
해함으로써 가구가 빈곤에 취약해지는 근원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Günter and
Harttgen(2009) 역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고유충격과 집계충격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Gaiha and Imai(2008)은 남부 인도의 극히 일부
시골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Günter and Harttgen(2009)은 횡단면 데이터에
기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지역 가구들의 취약성을 측정하고 취약성을 여러 성
분으로 분해하여 취약성의 근원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취약성 측정
방법에 대한 주요 접근법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둘째, 가구들의 빈곤 취약성을
측정하고, 셋째, 취약성을 빈곤과 고유위험(가구 개별적인 위험) 및 집계위험
(가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위험으
로 분해하여 취약성 성분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고, 넷째, 취약성의 각 성
분을 가구특성에 회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구의 취약성 중 얼마만큼
이 빈곤에 의한 것이고, 얼마만큼이 위험에 기인하는 것인지, 그리고 위험 중에
서도 고유한 위험에 의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집계적인 위험에 의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며, 어떠한 가구특성이 취약성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가
구가 직면하는 위험을 효용론적인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빈곤 평가방
식은 가구 복지의 정태적 상황만을 나타낼 수 있는 데 반하여,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취약성 측정은 빈곤의 동태적 차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빈곤
때문인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된 소득 변동 때문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취약성
에 대한 정의와 취약성 측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연구
의 틀을 제시하고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설명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추정 결
과를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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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취약성 정의 및 측정

취약성의 개념 및 경험적 분석에 대한 문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성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약성은 가구소비의 기대평균 및 분산의 함수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평
균 기대소비는 가구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가구의 소비변동은 가구가 직면
하는 위험에 따른 충격에 의해 결정된다(Günter & Harttgen, 2009: 1223). 이러
한 까닭에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변동성의 크기(취약성
수준)와 소비변동성의 원인(취약성의 근원) 둘 모두 아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대효용이론에 의하면 위험과 불확실성은 소비변동성을 초래하고 위험을 회피
하려는 개인들의 기대효용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가구가 직면하는
위험과 가구의 평균 지출 모두를 고려하는 후생 측정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가구들은 소득이나 소비지출에 변동성을 초래하는 고유위험(idiosyncratic
risk)이나 집계위험(aggregate risk)1)에 직면한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여 가구는
저축과 같은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위험에 직면한 가구는 축적된 자산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소된 소득에 대처한다. 그러나 가구들의 이러한 방
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가구들의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취약성은 소비변동
에 영향을 미친다.
취약성에 관한 연구들은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일어나는 변동을 가구가 경험
하는 충격(예를 들어 고용상태의 변동이나 소득에서의 변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런 연구들은 크게 기대빈곤으로서의 취약성(vulnerability as expected
poverty: VEP), 낮은 기대효용으로서의 취약성(vulnerability as low expected
utility: VEU), 그리고 위험에 대한 비보장 노출로서의 취약성(vulnerability as
uninsured exposure to risk: VER)으로 분류될 수 있다.2) 이 세 가지 접근법은
1) Gaiha and Imai(2008)와 Hoddinott and Quisumbing(2003) 등은 집계위험(aggregate risk)
대신 공변위험(covaiate risk)이라고 표현하였다.
2)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 세 가지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Hoddinott and Quisum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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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후생 측정치를 추정하는 모형을 수립한다. 그리고 VEP 측정과 VEU 측정
은 후생지표에 대한 기준  를 언급하고 이 기준 아래로 떨어질 확률  를 계산
한다. 그래서 가구  의 취약성을   , 측정된 후생을  라고 하면 두 접근법 모
두 취약성을   (   ,  ,  )로 정의한다. 즉 취약성이란, 실현된 소비가  보다
낮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VEP와 VEU 접근법은 개별 수준에서 취약성
을 측정하며, 모든 개인들이나 가구들에 걸친 합계가 총취약성이 된다. 그에 반
하여 VER은 확률로 취약성을 측정하지 않고, 관찰된 충격들이 후생 손실을 발
생시키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즉 VER은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부정적 충격
의 크기를 사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VEU 접근방식에 기초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취약성을 정의하고
측정하려고 노력해 왔지만(Ligon, 2010: 2) 아직 취약성 정의에 대한 의견이 일
치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세 가지 취약성 접근방식을 소개한다.
이는 VEP 및 VER 방식과 VEU의 차이점을 알게 하고 본 연구가 VEU 접근법
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기알게 한다.

1. VEP
Chaudhuri et al.(2002)는 인도네시아 횡단면 가구데이터를 사용하여 취약성
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가구가 현재 빈곤한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구가
미래에 소비 빈곤층이 될 확률로 취약성을 정의하고 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다.
        ≤  

(1)

여기서     은 시간    에서 1인당 가구소비 수준이고,  는 소비 빈곤선
이다. 이 식에 의하면 시간  에서 가구  의 취약성 수준은 시간    에서 가구
가 소비 빈곤층이 될 확률이라는 것으로, 이는 취약성과 빈곤의 개념이 다르다
는 것을 나타낸다. 즉 빈곤이란 현재 상태에서 가구가 빈곤한지의 여부를 직접
적으로 나타내준다. 그에 반하여 취약성은 미래의 빈곤에 대해 가구가 현재 취
(2003)을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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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지에 관하여 추정하거나 추론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가구의 현재 취약성 수
준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다.
Chaudhuri et al.(2002)는 관찰 가능한 가구 특성들(   ), 시간  에서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모수들의 벡터(   ), 관찰되지 않는 시불변 가구수준 효과(   ),
고유 요인들(충격)(   )의 함수로 소비를 정의하고 가구의 취약성 수준을 다음
과 같이 표현하였다.
                        ≤            

(2)

식 (2)는 가구의 소비 취약성이 가구가 직면하는 시기 간 소비 흐름의 확률적
성질들(stochastic properties)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이 확률적 성질들은 가구 특
성과 가구가 속한 환경의 특성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식은
가구 취약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횡단면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뿐
아니라, 가구의 취약성이 현재의 특성들에 좌우되는 미래 소비의 측면에서 정
의되기 때문에, 빈곤 동태성을 내재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가구의 취약성 수
준에 대한 집계적 충격과 거시경제의 예기치 않은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이  
에 의해 포착된다.

2. VER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이 없을 경우, 위험으로 인한 충격은 소비를 감소시
켜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후생 손실은 위험에 보장되지 않은 노출의
결과로서, 이 접근법은 미래 빈곤의 사전적 평가가 아니라 부정적 충격으로 인
한 후생 손실의 사후적 평가이다.
기간  에서(즉  와    사이의), 공동체  에 거주하는 가구  의 로그소비
변화나 1인당 총소비 증가율을    이라 정의하고,   는 집계충격,
  는 고유충격,   는 각 공동체를 식별하는 더미변수들의 집합,  는 가

구 특성들의 벡터, 그리고   는 관측 불가능한 가구 특정 오차항이라고 할
때 다음 식 (3)을 고려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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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는 각각   과   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이 영향은 가구 개별

적인 대처 방안과 공적 대응과 같은 충격완화로 인한 영향을 제외한 것이다.
Tesliuc

and

Lindert(2002)은

이

방법을

단일

횡단면

서베이(single

cross-sectional survey)에 적용하였다. 이들은 충격들의 영향을 정량화하였는데,
이는 어느 위험이 정책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식 (3)의





   와





    를 각각   
    ―공동체 소득의 평균 증가

율―와     ―가구소득의 증가율―로 대체하였고, 이 변수들은 각각 모든
집계충격들과 고유충격들의 합(summation)으로 생각될 수 있다.
             
         .

(4)

위험분담(risk sharing)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완전한 위험 공유를 의미하
는    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보통은    가 기각되어 소비 증
가는 소득 증가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추정값들은 대체로 낮게
나타나 소비 증가와 소득 증가 간에 관련성이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추정값이 높을수록 소득 위험에 대한 소비의 취약성은 더 커진다는 것이며, 이
는 기존의 위험관리 방안들이 소득 충격으로부터 가구들을 잘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VEU
Ligon and Schechter(2002, 2003)는 취약성을 효용론적 접근법으로 정의한
다. 가구의 소비지출이 가구 후생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고, 소득이나 부
(wealth)의 측정보다는 가구  의 소비지출 분포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가구
 의 취약성은 확실성 등가소비(certainty-equivalent consumption) 수준(  )에서

의 효용과 기대소비효용 간의 차이, 즉 식 (5)로 정의된다. 이때   는 약오목
(weakly concave) 순증가함수(strictly increasing function)이다.
            

(5)

여기서  는 ‘빈곤선’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가구  가  수준 이상에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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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를 할 경우, 이러한 가구는 취약하지 않다고 본다.3)
취약성 측정에서 빈곤과 위험 간의 상대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식 (5)를
빈곤과 위험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이는 식 (6)으로 표현할 수 있다.
                             .

(6)

첫 번째 대괄호 항은 빈곤을 측정하는 것으로  에서의 효용과 가구  의 기
대소비  에서의 효용과의 차이이다. 두 번째 항은 가구  가 직면하는 위험을
측정하는데, 이는 집계위험과 고유위험으로 다시 분해될 수 있다.  (  |  )를
집계변수들의 벡터  를 조건으로 하는 소비 기대치라고 하면 가구  가 직면하
는 위험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여기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집계위험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위험에서 집계
성분을 걸러내고 남은 고유위험 성분이다. 결국, 가구  의 취약성은 다음 식
(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빈곤)
              (집계위험)
             (고유위험)

(7)4)

그리고 식 (8)에 의하여 표본 가구들의 평균적 취약성을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은 가구수를 나타낸다(Hoddinott and Quisumbing, 2003: 17).
3)  는 상대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모든 가구가 1인당 기대소비 묶
음(expected per capita consumption bundle)을 확실히 할당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불평
등이 없으므로 상대적 빈곤도 없고,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취약성은 0이 된다고 가정할 수 있고 취약성 측정값이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를 1인
당 기대소비지출과 같게 하면 된다.
4) 아래 그림은 식 (7)을 도시한 것이다. 는    시점에서 가구소비가  이 될 확률이고,
  는 가구소비가  가 될 확률이다. 그리고 는    시점에서 빈곤선이다. 만약
  시점에 100%의 확률로   의 소비를 하게 된다면 식 (7)에서 정의한 위험(집계위
험+고유위험)은 0이 되고 단지 빈곤만 존재한다. 또한    시점의 소비가 와 같아진다
면 빈곤 역시 0이 된다. 따라서 취약성 값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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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EP 접근법은 단일 횡단면을 사용하여 추정한 소비의 표준편차가 시기 간
변동을 대신한다고 가정한다. 횡단면 데이터로는 가구들 간의 횡단면적 소비지
출 변동성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 변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비변동성
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보통 연도의 횡단면 데이터를 사용
할 경우 외환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충격을 반영할 수 없어 취약성
이 과소 측정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충격이 크게 발생한 연도의 횡단면 데이터
를 이용할 경우에는 취약성이 과대 측정될 수도 있다.
한편, VER 접근법은 가구들 간에 나타나는 다른 소비 변화에 어떤 후생 가
중치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와 극빈자가 10%의 소득 감소가 있었을 때
이를 동등하게 취급한다(Ligon and Schechter, 2003). 또 식 (3)과 (4)에서 보면
긍정적인 소득충격과 부정적인 소득충격이 같은 크기의 효과를 갖는다고 가정
이 전제된다. 부정적인 충격과 긍정적인 충격에 대한 가구들의 반응은 상당히
다를 것이며, 부정적인 충격보다 긍정적인 충격을 처리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
다. 그래서 고유충격의 영향[식 (3)과 (4)에서  ]을 소비보장 측정(a measure of
consumption insurance)이 아닌 취약성 측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구의 취약성
에 관하여 잘못된 추론을 초래할 수도 있다(Hoddinott and Quisumbing, 2003).
취약성에서 빈곤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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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VEP 및 VER 접근법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VEU 접
근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VEU 방식은 효용론적 입장에서 취약성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가구 후생에 대한 위험 효과를 올바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
점도 지닌다.

Ⅲ. 연구의 틀

1. 모형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들의 취약성을 측정하고 취약성을 빈곤과 고유충격(가
구 개별적인 충격) 및 집계충격(가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충격)
으로 분해하여 취약성 구성요소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취약성이 구조적인 빈곤에 의한 것인지, 집계충격이나 고유충격으로 인
한 것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
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Ligon and Schechter(2003)가 제시한 방법론에 기초하
여 취약성을 측정하고 취약성 구성요소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Ligon and Schechter(2003)가 언급하였듯이, 식 (7)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
여 가구의 취약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효용함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고, 둘째는 취약성 측정에서 나타나는
조건부 기대치들(conditional expectations)의 추정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Ligon and Schechter(2004)에서는 다음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  ).
       

    
 

(9)

여기서  는 가구의 상대적인 위험회피계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 증
가함에 따라 함수   는 위험에 점점 더 민감해진다. Ligon and Schechter
(2003)은  = 2를 사용하였고, 모든 기간에서 모든 가구들의 소비 평균이 1과
같도록  를 표준화5)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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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에서 정의한 취약성 함수는 정태적 특성을 갖지만,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variation over time)을 고려하여 위험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간  에서 가
구  의 소비지출을  , 시간  에서 가구  의 고유변수들의 벡터를  ,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구고정 효과를   , 그리고 시간  에서 집계변수의 벡터를
  로 표시하고, 추정될 모수 벡터         ′  와 함께 조건부 기대치를 다음

과 같이 가정한다.
                

(10)

실제적으로 소비지출은 오차가 포함되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성 측정
에서 관찰된 소비를 사용할 경우, 고유위험과 측정오차가 결합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관찰된 가구특성의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위험(설명되는 고유위험)과, 가구특성과 집계변수들로는 설
명할 수 없지만 관찰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한 변동(설명되지 않는 위험)과 소비
의 측정오차에 의한 것으로 인한 위험으로 고유위험을 더 분해한다. 따라서 취
약성에 관한 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빈곤)
                (집계위험)
                        (설명되는 고유위험)
                    

(설명되지 않는 위험 및 측정오차)



5) 
, 여기서   
  













 이다.

(11)6)

 시점에서 관찰된 가구 의 소비를 모든 가


구와 모든 시점에서의 소비를 통합하여 계산한 평균으로 나누어 준다. 따라서  의 평

균은 1이 된다.  시점에서 가구 의 소비  가  와 같다면 이 역시  는 1이 된다.

이 경우에   임을 보일 수 있다.

6)   





 

 이고

    
   
  으로 추정된다. 식 (9)에서 연도 더미변수의 추정치가

해당 연도의 집계위험이 되며, 특정 연도  에서 모든 가구의 집계위험은 같다.     =






 




  으로

  
  
  
  로 추정
계산된다. 고유위험에서     = 

178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1호

2. 자료 설명

가. 분석자료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KLIPS이다.7)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1998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KLIPS는 1995년 인
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인 전국의 21,938조사구 중에서 제주도의 263
조사구와 군부지역 2,650조사구를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시의 동부 17,353조사
구와 시의 읍면부 1,672조사구) 19,025조사구를 표본틀로 삼는다. 그리고
KLIPS 표본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도시거주가구와 15세 이상 개인으로, 제주도
와 병역의무 이행자, 시설거주가구(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KLIPS의 표
본추출 방법은 1단계에서 조사구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가구를 선정하는 2단
계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KLIPS의 5,000가구는
시의 동부 4,582가구와 시의 읍면부 416가구로 구성된다.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
득, 기타 소득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이전 연도의 ‘세후소득’
을 기준으로 한다. KLIPS의 가구소비는 생활비 항목과 저축으로 구성되며, 가
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를 기준으로 조사된다. 본 연구는 가구소비에서
저축액을 제외한 생활비를 가구의 소비지출로 이용하였다. 자산과 관련된 항목
은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자산의 측정은 가구
소비 및 가구소득과는 달리 지난 한 해가 아닌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산업과 종사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년)와 한국표준직업분류(제5차 개정, 2000년)를 기준으로 한다.


되며 이는 식 (9)에서 추정된 모수들의 선형결합이다. 또한        









 
  
  
   로 계산된다.
7) KLIPS는 1, 3차년도에는 생활비를 세부 항목으로 조사하지 않고 월평균 총액만 조사하였
고, 2차년도와 4차년도 이후부터는 총액과 함께 세부 항목별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본 연
구는 총소비와 식품소비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4차년도인 2001년부
터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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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PS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가
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이 두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용 자료에서 가구 규모,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 가구주의 성별․연령․교육수준 등의 항목을 사용하였고, 개인용 자료에
서는 가구주의 업종, 종사상 지위 등의 항목을 이용하였다.

나. 요약 통계량
분석대상 가구들에 대한 정보를 <표 1>에 요약하였다.8) 소비와 소득변수는
2005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변환하였고, 1인당 가구소비 및 소득
은 OECD equivalence scale9)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67만 원, 가구 1인당 월평균 식품소비지출은 14만 원, 가구 1인당 월평
균 소득은 104만 원이다. 그리고 가구당 자산은 평균 15,248만 원이고, 표준편
차는 30,72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가구 간의 자산 수준 차가 상당
함을 알 수 있고 자산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 가구 중에서 가구주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중이 57.51%에
달하고 있고, 제조업 비중은 21.67%이다. 분석대상 전체 가구의 50%가 넘는
가구주가 상용직이며, 임금근로자 내에서의 비중은 80%에 육박한다.10)

8)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패널데이터이지만 통합하여(pooling) 요약하였다.
9) 가구원 중에서 성인 1인에게 1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나머지 성인에게는 0.7의 가중치를,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0.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10) 노동패널의 종사상 지위 구분은 순수하게 근로계약만을 기준으로 구분된다(임시직은 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이에 반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보다 엄
격한 기준을 정해서 종사상 지위를 정하고 있다. 우선, 노동패널과 같이 고용계약 기간
에 따라 1차적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 여부를 구분한다. 그러나 상용직이라고 응답했
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의 규범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의 여부, 퇴직금 및 상여금 수령의 여부, 부가급여의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
여, 차별적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임시․일용직으로 다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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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구특성에 대한 요약 통계량
Variable

Mean

Std. Dev.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비(만 원)

67.02

39.21

가구 1인당 월평균 식품소비(만 원)

13.76

7.14

104.15

112.22

15,248.15

30,724.91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만 원)
가구 자산(만 원)
가구 규모(명)
가구주 연령(세)

Variable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
지역

1.33
14.31

Freq.

Percent

남자

30,441

81.40

여자

6,954

18.60

중졸 이하

12,907

34.52

고졸

13,171

35.22

전문대졸 이상

11,317

30.26

도지역

17,906

47.88

광역시

19,489

52.12

농림수산업 및 광업

2,092

7.62

제조업

5,952

21.67

199

0.72

건설

3,431

12.49

도소매

3,939

14.34

숙박 및 음식점

1,330

4.84

운수통신

2,364

8.61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3,337

12.15

기타 서비스

4,826

17.57

상용직

14,130

51.41(79.65)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

3.18
49.99

임시직

1,274

4.64(7.18)

종사상지위 일용직

2,336

8.50(13.17)

자영업

9,422

34.28

322

1.17

무급가족종사자

주 : 1) 소비와 소득, 그리고 자산은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환산함.
2) 1인당 가구소비는 OECD equivalence scale을 적용하여 계산함.
3) 기타 서비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 종사상 지위에서 괄호 안 백분율은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내에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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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취약성을 추정하고 이 취약성을 4개의 성분으로 분해하였다. 식
(9)의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함수를 효용함수로 간주하면  는 가구의 상대적
위험회피계수로 해석할 수 있다. 미시경제학의 선행연구들에서처럼 본 연구는
 = 2를 선택하였다(Ligon, 2001; Ligon and Schecher, 2002: 2003; Gaiha &

Imai, 2008). 취약성은 빈곤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 집계위험으로부터 발생하
는 부분, 설명되는 고유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위험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유위험은 소득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다.
앞의 제Ⅲ장에서 논의한 방법으로 취약성 구성 성분들이 취약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모든 가구들의 평균 소비를 1로 정규화하였을 경
우, 위험이 없고 완전히 평등한 사회에서의 효용은 1이 된다. 따라서 취약성으
로 인한 후생 손실의 백분율은 취약성의 크기와 같다.
<표 2>는 취약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총소비에서 가구들의 취약성은 24.48%
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에 있어 위험과 불평등이 없었을 때에 비하여 24.48%
의 효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24.48%에서 16.43%포인트는 빈곤으로 인
한 것이고, 8.05%포인트는 가구가 직면하는 위험에 인한 것이다. 총위험의
10.51%는 집계위험이, 4.12%는 설명되는 고유위험(이하 고유위험)이 차지한
다. 그리고 관찰되지 않은 고유위험 요인에 의한 변동과 소비의 측정오차에 의
한 위험(이하 불설명위험)으로 인한 취약성은 가구가 직면하는 위험의 85.37%
에 달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고유충격 변수로 가구소득만을 사용하여 취약성
을 측정했기 때문인데, 가구들이 직면하는 고유충격에 대한 변수를 추가로 포
함한다면 위험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며, 고유위험을 더 여러 성분으
로 분해할 수 있어 고유위험으로 인한 근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식품소비에 대한 취약성 측정 결과를 보면, 위험과 불평등이 없는 상황에 비
해 20.59%만큼의 효용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소비에 비하면
작은 수치이다. 식품소비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의 42.55%가 빈곤에 기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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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비 취약성 요약 통계량

총
소
비

식
품
소
비

Variable
취약성
빈곤
위험
집계위험
고유위험
불설명위험
취약성
빈곤
위험
집계위험
고유위험
불설명위험

Mean
0.24481
0.16429
0.08052
0.00846
0.00332
0.06874
0.20586
0.08760
0.11826
0.00344
0.00121
0.11361

Std. Dev.
0.49455
0.46611
0.04232
0.00241
0.00567
0.03934
0.38156
0.33842
0.06300
0.00082
0.00134
0.06222

효용손실 비율(%)
100.00
67.11
32.89
100.00
10.51
4.12
85.37
100.00
42.55
57.45
100.00
2.91
1.02
96.07

57.46%는 위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식품소비에서는 빈곤보다
는 위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가리아에 대한 Ligon and
Schechter(2003)의 연구에서는 빈곤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소비에 비하여 식품
소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빈곤으로 인해 가
구들이 식품소비에서 겪는 효용 손실이 불가리아에 비하여 적은 반면 식품소비
에서는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빈곤으로 인해 식품소비를 하
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인해 식품소비를 하지 못하여 가
구의 후생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식품소비를 못할 정도의
빈곤한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에 위
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적인 혹은 사적인 대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그룹 간에 취약성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 t-검정을 수
행하고 소비에 대한 취약성을 그룹별로 <표 3>에 요약하였다. 총소비에서 빈곤
에 가장 취약한 그룹은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와 가구주 학력이 중졸 이하일 경
우, 그리고 가구주가 농림수산업 및 광업 부문에 종사할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
다. 만약 가구주가 중졸 이하 학력의 여성이면서 농림수산업 및 광업 부문에
종사할 경우 그 취약함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식품소비 역시
총소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그룹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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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취약성 요약

종
사
상
지
위
교
육
지
역
성
별

산
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전체
광역시
도 지역
전체
여성
남성
전체
농림수산및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점
운수통신
금융보험부동산
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전체

총소비
Mean
Std. Dev.
0.03310 0.31908
0.30013 0.37865
0.35017 0.42572
0.17717 0.44535
0.12953 0.46699
0.13264 0.40184
0.52856 0.53286
0.12453 0.34004
-0.07849 0.32007
0.24481 0.49455
0.30026 0.50900
0.19458 0.47555
0.24481 0.49455
0.57004 0.56293
0.17893 0.45186
0.24481 0.49455
0.55172 0.52218
0.06477 0.30902
-0.15519 0.23207
0.16618 0.35515
0.08933 0.39701
0.17935 0.34563
0.08868 0.28597

Freq.
7,562
718
1,598
6,415
236
16,529
9,463
8,178
5,263
22,904
10,887
12,017
22,904
3,858
19,046
22,904
1,698
3,567
102
2,181
2,138
782
1,520

식품소비
Mean
Std. Dev.
0.12176 0.29641
0.20801 0.31955
0.21936 0.32409
0.23976 0.41229
0.21742 0.40846
0.18186 0.35498
0.32517 0.43505
0.15289 0.30681
0.07336 0.31509
0.20586 0.38156
0.26909 0.41275
0.14821 0.34065
0.20586 0.38156
0.30986 0.44406
0.18501 0.36421
0.20586 0.38156
0.54591 0.50235
0.11552 0.29212
0.00564 0.13133
0.17123 0.28066
0.15961 0.32936
0.22869 0.35107
0.17232 0.31356

Freq.
7,379
695
1,570
6,197
213
16,054
9,174
7,900
5,102
22,176
10,577
11,599
22,176
3,704
18,472
22,176
1,628
3,509
102
2,153
2,065
672
1,514

0.04795

0.34846

1,785

0.09064

0.28201

1,746

0.04576
0.13264

0.40264
0.40185

2,753
16,526

0.13251
0.18183

0.32957
0.35499

2,662
16,051

사상 지위에서 일용직이 가장 총소비에 취약한 그룹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여
식품소비에서는 자영업자가 가장 취약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에서 취약성의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종사상 지위별 취약
성 비교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총소비에 대한 취약성은 상용직, 임시
직, 일용직 모두 다른 종사상 지위와 서로 차이가 있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기서 상용직과
임시직 차이로 나온 0.26704는 <표 3>의 임시직 평균(0.30013)에서 상용직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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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약성 차이 비교

총
소
비
식
품
소
비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0.26704***
0.31707***
0.14407***
0.09644***
0.08626***
0.09760***
0.11800***
0.09566***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0.05004**
-0.12296***
-0.17060***

-0.17300***
-0.22064***

-0.04764

0.01135
0.03175
0.00940

0.02040
-0.00194

-0.02234

주 :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표 5> 가구주 교육 정도에 따른 취약성 차이 비교(총소비)

총소비
식품
소비

고졸
전문대졸 이상
고졸
전문대졸 이상

중졸 이하
-0.40403***
-0.60705***
-0.17228***
-0.25181***

고졸

-0.20302***
-0.07953***

주 :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0.03310)을 뺀 값이다. 상용직과 일용직 간의 차이는 31.7%포인트이고, 임시
직과 일용직 간의 차이는 5.0%포인트이다. 식품소비에 있어서는 상용직만이
다른 종사상 지위 그룹들과 차이가 유의하였고 다른 그룹들은 그 차이에 있어
서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는 가구주 교육 정도에 따른 취약성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가구가 중졸 이하 가구주 가구보다 총소비에서
60.7%포인트, 식품소비에서는 25.2%포인트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과 전문대졸 이상 간에도 각각 20.3%포인트, 8.0%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총소비에서
<표 6> 지역에 따른 취약성 차이 비교
총소비
식품소비

도 지역

주 :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광역시
-0.10568***
-0.1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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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구주 성별에 따른 취약성 차이 비교
총소비
식품소비

여성
-0.39111***
-0.12485***

남성

주 :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10.6%포인트 더 취약한 것으로, 식품소비에서는 12.1% 포인트 더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6).
<표 7>은 가구주 성별에 따른 취약성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여성 가구주의
가구는 총소비와 식품소비 모두에서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품소비에서보다 총소비에서 취약성(39.1%포인트) 차이가 더욱
현저하다.
<표 8>은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별로 취약성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농림수
<표 8> 가구주 산업별 취약성 차이 비교
농림수산
광업

총
소
비

식
품
소
비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점
운수통신
금융보험부동
산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점
운수통신
금융보험부동
산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0.48696***
-0.70691***
-0.38555***
-0.46240***
-0.37238***
-0.46305***

제조업

-0.21996***
0.10141***
0.02456
0.11458***
0.02391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
음식점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사업
서비스

0.32137***
0.24452*** -0.07685***
0.33454*** 0.01317
0.09002***
0.24387*** -0.07750*** -0.00065
-0.09067***

-0.50378*** -0.01682

0.20314*** -0.11823*** -0.04138*** -0.13140*** -0.04073*

-0.50596***
-0.43039***
-0.54027***
-0.37468***
-0.38630***
-0.31722***
-0.37359***

-0.01901

0.20095*** -0.12042*** -0.04357*** -0.13359*** -0.04292**

-0.10988**
0.05571***
0.04409***
0.11317***
0.05680***

0.16559***
0.15397*** -0.01162
0.22305*** 0.05746***
0.16668*** 0.00109

-0.00219

0.06908***
0.01271
-0.05637***

-0.45527*** -0.02488

0.08500

-0.08058*** -0.06896*** -0.13804*** -0.08168***

-0.41340*** 0.01699

0.12687*** -0.03872*** -0.02710

주 :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0.09618*** -0.03981***

0.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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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및광업은 다른 모든 산업 부문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총소
비 및 식품소비 모두에서 빈곤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가스
수도 부문과의 총소비 차이는 70.7%포인트에 달한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부문
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총소비와 식품소비(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부문은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에서 가장 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룹 간에 상당한 취약성 차이가 있었다. 이러
한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해된 취약성의 각 성분에 가구특성이 어
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가 <표 9>와 <표 10>에 나와
있다. <표 9>는 총소비, <표 10>은 식품소비에 대한 것이다. 앞서 취약성을 빈
<표 9> 총소비에 대한 취약성
Variable
가구주 나이
가구주 나이제곱
가구주 성별(남)
가구 규모
자산
도 지역
교 고졸
육
정
도 전문대졸 이상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산
숙박음식점
업
운수통신
금융보험부동
산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종 임시직
사 일용직
상
지 자영업자
위 무급가족종사자
_cons

취약성
0.24480***
-0.06040***
0.06990***
-0.13700***
0.04480***
-0.02920***
-0.05540***

빈곤
0.16430***
-0.05710***
0.06610***
-0.12000***
0.04230***
-0.02740***
-0.05130***

집계위험
0.00846***
-0.00030***
0.00035***
-0.00060***
0.00025***
-0.00017***
-0.00035***

고유위험
0.00332***
-0.00003
0.00003
-0.00036
0.00006
-0.00017***
-0.00072

불설명위험
0.06874***
-0.00294***
0.00349***
-0.01580***
0.00216***
-0.00151***
-0.00739***

-0.17800*** -0.16900*** -0.00099*** -0.00102*** -0.01320***
-0.32600*** -0.31000*** -0.00202*** -0.00006*** -0.00367***
-0.21600***
-0.31600***
-0.26400***
-0.18400***
-0.20300***
-0.18700***

-0.20000***
-0.29100***
-0.24200***
-0.16900***
-0.18700***
-0.17100***

-0.00096***
-0.00162***
-0.00120***
-0.00080***
-0.00086***
-0.00076***

-0.00042
-0.00043
-0.00050
-0.00017
0.00001
-0.00089**

-0.22500*** -0.20800*** -0.00100*** -0.00039

-0.01520***
-0.02280***
-0.01950***
-0.01430***
-0.01500***
-0.01420***
-0.01580***

-0.24500*** -0.22800*** -0.00117*** -0.00013
-0.01480***
0.08430**
0.07610*** 0.00055*** 0.00016
0.00753**
0.17500*** 0.16100*** 0.00087*** 0.00040
0.01300***
-0.01210
-0.01410
-0.00010
0.00095*** 0.00119
-0.08000
-0.07730
-0.00051*
0.00078
-0.00291
1.91000*** 1.72000*** 0.01690*** 0.00493*** 0.15900***

주 :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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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집계위험, 고유위험 및 불설명위험으로 분해하였는데, 취약성 각각의 성분
을 종속변수로, 가구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표 9>를 보면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집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그 크기는 다르지만 유의한 변수들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계
위험의 정의에 따르면, 집계위험으로 인한 충격은 모든 가구들에 대해 동일하
다. 따라서 빈곤한 가구들은 이 집계위험으로 인하여 더 큰 효용 손실, 즉 더
큰 충격을 경험할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표 9>에서 취약성 0.2448이란 숫자는 어떠한 위험이나
불평등이 없는 사회에 비하여 소비에 있어서 가구의 평균 효용이 24.48% 적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24.48%는 빈곤 16.43%, 집계위험 0.85%, 고유위
험 0.53%, 불설명위험 6.67%의 합이다. 결국, 가구가 겪는 소비에 대한 취약성
에서 빈곤이 가장 큰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취약성 역시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 즉 취약성의 32.89%는 위
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가구주가 젊은 경우와 가구 규모가 큰 경우는 빈곤에 더욱 취약하였지만 가
구주가 남성인 경우나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한 가구는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지역더미에서의 기준은 서울 지역을 포함한 광역시이다. 광역시 이상의 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보다 더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고, 이는 Ligon and Schechter(2003)에서 비도시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구주 교육 정도의 더미변수에서 기준이 되는 변수는 중졸 이하의 교육
정도로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가구일수록 빈곤에 덜 취약하였다. 이
는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가구주의 가구가 빈곤뿐 아니라 집계위험 및 고유위험
그리고 불설명위험에 더 적게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더미 변수에서 기준이 되는 산업 부문은 농림수산업 및 광업인데, 다른
모든 산업들에 비하여 이 산업 부문에 가구주가 종사하는 가구는 빈곤에 가장
취약하였고, 도소매업이나 운수통신업 역시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 부문에 가구주가 종사하는 가구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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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식품소비에 대한 취약성
Variable
가구주 나이
가구주 나이제곱
가구주 성별(남성)
가구 규모
자산
도 지역
교 고졸
육
정
도 전문대졸 이상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산
숙박음식점
업
운수통신
금융보험부동
산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종 임시직
사 일용직
상
지 자영업자
위 무급가족종사자
_cons

취약성
0.20590***
-0.03210***
0.03400***
-0.10300***
0.05760***
-0.01280***
-0.07190***

빈곤
0.08760***
-0.02980***
0.03120***
-0.09310***
0.05770***
-0.01070***
-0.06080***

집계위험
고유위험
0.00344*** 0.00121***
-0.00007*** -0.00001
0.00008*** 0.00002
-0.00024*** 0.00006
0.00016*** -0.00009***
-0.00003*** 0.00000
-0.00016*** -0.00005

불설명위험
0.11361***
-0.00228***
0.00278
-0.01010**
-0.00017
-0.00531***
-0.00460***

-0.08920*** -0.08360*** -0.00021*** -0.00010

-0.01100

-0.13600*** -0.13100*** -0.00036***

-0.05180

-0.34900***
-0.43100***
-0.31100***
-0.29700***
-0.25900***
-0.27200***

-0.29700***
-0.37100***
-0.26100***
-0.24800***
-0.22900***
-0.23100***

-0.00069***
-0.00089***
-0.00060***
-0.00056***
-0.00053***
-0.00052***

0.00004
-0.00005
-0.00054
-0.00008
0.00012
0.00014
-0.00006

-0.05820***
-0.04980***
-0.04850***
-0.02950***
-0.04120***
-0.05500***

-0.35100*** -0.29600*** -0.00069*** -0.00010

-0.04840***

-0.32100*** -0.27200*** -0.00064*** -0.00016
0.00333***
0.01870
0.01510
0.00007
0.00021*
0.00418
0.01390
0.00957
0.00004
0.00011
0.00677
0.01160
0.00467
0.00001
0.00016**
0.00393***
-0.04230
-0.04610
-0.00014
0.00009
-0.00203
1.27000*** 1.04000*** 0.00576
0.00148*** 0.22700***

주 :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조적인 빈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문에 비하여
위험에 더 취약한 까닭이기도 하다. 이들 부문의 사업체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영세하거나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보
호에서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들 산업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
해 집계위험에 더 취약하였다. 이들 산업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근로자가구의 경우에 상용직에 비하여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빈곤에 대
하여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비
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음(-)의 부호를 보유하여 상용직에 비하여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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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영업자는 고유위험에서
다른 직업 유형에 비하여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였다. 자영업자의 소득 변동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임시직
이나 일용직보다도 소득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결과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
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과 같은 임금근로자의 가구는 고유위험을 제외한
다른 취약성 성분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10>은 식품소비에 대한 취약성 추정 결과이다. 총소비에 대한
취약성에 비하여 식품소비에 대한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지만 그
부호나 유의함은 비슷하다. 총소비에서 취약성 결과와는 달리 식품소비에 대한
취약성에서 가구주의 교육 정도는 고유위험으로 인한 취약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자영업주이든
간에 식품소비에 대한 취약성 면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자영업
자의 경우 고유위험이나 불설명위험에 기인하는 취약성에서만 식품소비에 대
한 취약성이 상용직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Ligon and Schechter(2003)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도시가구의 취약
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취약성은 가구가 어떤 소비의 묶음을 확실히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과 가구의 기대소비 효용 간의 차이이다. 이렇듯
효용론적 입장에서 취약성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가구 후생에 대한 위험의
효과를 올바르게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분석에 패널데이터를 이용함으로
써 빈곤의 동태성을 고려할 수 있고 취약성을 빈곤, 집계위험, 고유위험, 불설
명위험 및 측정오차로 분해할 수 있다. 취약성을 여러 성분으로 분해함으로 해
서 가구들이 빈곤에 취약하게 되는 근원을 알 수 있으며, 가구특성에 각각의
취약성 성분들을 회귀함으로써 가구특성들이 취약성의 각 성분에 기여하는 정
도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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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비에서 도시가구들의 빈곤을 제거하면 가구들의 후생이 16.43% 증
가하며, 위험의 제거는 8.05%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
계위험의 제거는 0.8%, 고유위험의 제거는 0.3%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반면 식
품소비에서는 빈곤을 제거하면 8.8%의 후생이 증가하며, 위험을 제거하면
11.8%의 후생이 증가한다.
둘째,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가구에 비하여 고졸 가구주의 가구
가, 고졸 가구주의 가구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의 가구가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소비에 있어서는 그 크기가 작을 뿐 유의함은 마찬가지
였다.
셋째,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 및 광업이 가장 취약하였으며, 도소매업과 운
수통신이 그 뒤를 이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산업 부문은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집계위험에 취약하였다. 이들 산업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하
여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소비에서도 마찬가지
로 나타났다.
넷째, 임금근로자가구의 경우에 상용직에 비하여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빈곤
에 대하여 더 취약하였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고유위험에 있어 다른 직업 유형
에 비하여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도 자영업자의
소득 변동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소비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는 설
명된 고유위험이나 불설명 고유위험에 취약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다른 환경에 일률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결과는 가구들이 평균 소비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빈곤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위험과 관련된 취약성이 가
구의 후생 손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책입안자들은 소비 변동성이 없으면 취약하지 않을 가구들과 구조적
으로 빈곤한 가구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또는 사후 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
다. 가구들의 평균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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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구가 직면하는 위험이 집계적 위험인지 고유위험인지에 따라 그 마
련되는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집계위험 때문이라면 사회안전망 확대가 효과적
일 수 있고 개별가구 수준에서의 저축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만약 고유
위험 때문이라면 저축뿐 아니라 다른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소득을 창출할 구
성원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공적인 지원이 효과적일 것
이다.
셋째, 미래의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는 것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가구주의 가구가 빈곤, 집계위험, 고유위험, 불설
명 고유위험 모두에서 가장 덜 취약하였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위험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면 적절한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의 취약성 측정방식은 위험의 근원을 알 수 있게 한다. 정부에서 빈곤
을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 대상을 확정하려고 할 때 취약성을 분해하
는 이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이런 측정방식에 의한 결과를 이용하면 개별 가구
들이 위험관리 전략을 잘 수립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적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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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Vulnerability to Poverty for Urban Households
in Korea : Vulnerability as Expected Utility Approach
Kye-Suk Kim․In-Sik Min
This paper argues that measuring vulnerability to poverty in future time
periods is important to cope with poverty. The vulnerability of a household
is def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utility at certainty-equivalent
consumption and the expected utility of consumption. Based on the utility
approach, vulnerability quantifies the risk faced by the household’s uncertain
consumption. Our empirical analysis employs 2001~2008 KLIPS data to
measure vulnerability and evaluates four components of decomposed
vulnerability such as poverty, aggregate risk, idiosyncratic risk and unexplained
risk. Our results show that poverty is the largest single component of
vulnerability and uncertain consumption stil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elfare
loss. 16.43% increase in utility is found when poverty is removed and 8.05%
increase in utility is found when uncertainty in consumption is removed.
Particularly, it is noted that household head's education level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vulnerability. Our conclusion implies that careful attention
must be given to combing income-augmenting policies with those that not
only reduce aggregate and idiosyncratic risks but also build resilience against
them.
Keywords : vulnerability, expected utility theory, aggregate risk, idiosyncratic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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