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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
김 혜 원*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업성과로서 1인당 매출액, 이직률, 주관적 기업성과 판단, 근
로자 주도적 혁신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기업의 관
측되지 않는 이질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치성 있는 계수값을 얻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질성을 통
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인당 매출액을 제외한
다른 성과지표들은 가족친화지수에 의해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
으며, 가족친화지수를 세분할 경우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및 단시간근로의 활
용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심 용어: 가족친화제도, 기업성과, 유연근로제도, 고정효과 모형

Ⅰ. 서 론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OECD에
서는 시리즈로 회원국별 일과 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연구물을 출간하여 각국
논문접수일: 2011년 8월 1일, 심사의뢰일: 2011년 8월 4일, 심사완료일: 2011년 8월 31일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hwkim@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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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이에 대
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
하였다.
가족친화제도 또는 가족친화경영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을 준
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이지만 과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이득을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가족친화제도는 일
차적으로 기업의 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일각에서는 가족친화제도로
인한 이득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설령 이득이 있
다고 하더라도 가족친화제도로 인한 이득이 비용의 증가를 상쇄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진다. 이득의 존재 여부와 순이득이 양(+)의 값을 갖는지
여부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실증 연구를 살펴보면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는 가족친화제도가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순회귀분석은 기업의
이질성과 이질성에 의거한 내생적 의사결정의 영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질성과 내생성을 통제할 경우 가족친화정책의
채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 확인
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사업체패널 조사 2005년,
2007년 2개년 자료를 패널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패널분석 기법은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과 이에 근거한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된다.
특히 도구변수의 선택이나 모델의 구조에 크게 의존하여 결과가 달라지는 기존
의 내생성 통제 방법에 비해 우위를 갖는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
방법론을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사업체패널 조사의 2005년과 2007년에서 나
타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가족친화제도와 기업
성과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표를 통해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제Ⅱ장에서 설
명된 방법론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한다. 제Ⅴ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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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과 결론을 담고 있다.

Ⅱ. 기존 문헌 검토 및 실증 방법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채택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계량경제
학적 방법으로 검증함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론적 이슈는 관측되지 않는 요인
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느냐이다. 예를 들어, 혁신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이 가족친화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면서 동시에 생산
성이 높을 가능성이 큰 경우, 가족친화정책과 기업 생산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관측되지 않는 혁신적 기업문화 변수를 분석에서 통제하지 않
을 경우 가족친화정책이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가족친화정책과 생산성 양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
은 채 가족친화정책을 독립변수로, 생산성을 설명변수로 두고 통상적인 최소자
승법으로 분석할 경우 가족친화정책의 회귀계수는 편의를 가지며 특히 진정한
계수값에 비해 과대한 값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1) 또한 가족친화정책이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기업성과가 가족친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러
한 내생성 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회귀분석 역시 편의된 추정값을 낳게 된다.2)
외국의 기존 실증 연구에서는 제3의 요인이 미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첫째는 기업의 특성을 좀더 세분하여 통제하는 것이
고, 두 번째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사용하여 회귀계수 편의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한 연구로는 Dex, Smith and Winter(2001)
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영국의 대표적인 사업체 조사 자료인 Workplace Employee
Relations Survey(이하 WERS)의 1998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친화정책이 매
출이나 생산성,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인 변수들
과 가족친화정책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보면 가족친화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후, ‘좋은 경영자 효과’가 가족친화정책과 기업성과 양
1) Green(2000), p.334 참조
2) Green(2000), pp.676~6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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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좋은 경영자 효과’의 변수를 설문
문항을 이용해 구성하여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기존에 유의했던 18개의 가
족친화정책의 효과 중에서 7개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
다. Dex, Smith and Winter(2001)는 가족친화정책이 부분적으로 ‘좋은 경영자
효과’의 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정책 독자적인 기업성과 제고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Bloom, Kretschmer and Reenen(2006)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700개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정책과 경영관행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
증적인 분석을 시도했는데 이들 역시 ‘경영의 품질’에 대한 독립적인 변수를 구
성하여 분석했다. 경영 품질에 대한 변수가 없을 경우 일․가정 양립 조치는
생산성 증가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데 비해 경영 품질에 대한 변수를 추
가할 경우 일․가정 양립 조치의 생산성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
를 제시했다. Heiland and Macpherson(2005)에서는 호주의 대표적인 사업체조
사 자료인 Australian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Survey(AWIRS95)를 사용
하여 가족친화정책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 특성 및 인사관리 관행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가족친화정책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앞선 연구들이 좀 더 많은 기업
특성 관련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기업 간 이질성을 통제하려고 했던 데 비해,
Clifton and Shepard(2004)에서는 2SLS 방법을 적용하였다. <포춘>지의 500대
기업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LS 방법만이 아니라
2SLS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채택이 생산성을 유의하게 높
인다는 결론이 유지된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는 대부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 자료가 이용가능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유규창․김향아(2006)의 연구가 선
구적인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14가지 모성보호제도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
가할수록 1인당 생산성은 연간 103만 원 증가하고 연간 이직률은 0.9%p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질성과
내생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귀계수의 편의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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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민우․이영진․한재창(2008)에서도 사
업체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가족친화제도가 1인당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연구 역시 회귀계수의 편의 가능성을 교정하
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가족친화정책 변수의 회귀계수가 가질 수 있는 편의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김향아․김혜원(2007)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들은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
가 일․가정 양립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2SLS 방법을 적용한 결과와
OLS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했으며, 이에 따르면 내생성 통제를 했을
경우 일․가정 양립 조치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서 일․가정 양립 조치의 생산성 촉진 가설이 기각되었다. Lee and Kim(2010)
에서도 동일한 자료에 대해 2SLS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자녀
보육지원 변수는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유연근로 변수는 부정
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국내외의 실증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일․가정 양립 조치와 같은 가족친화제도
는 일견 기업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성과와
일․가정 양립 조치 양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감안하여 그 효과를
추정할 경우 가족친화제도만의 독립적 효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가족친화정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동시에 회귀계수의 편의를 줄이기 위해 다
양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성과와 가족친화제도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체 또는 기업수준의
다년도의 패널자료가 이용 가능할 경우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
용하여 개별 기업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의 관측
되지 않은 이질성에는 ‘좋은 경영자 효과’, ‘경영의 품질’ 등, 가족친화제도 도
입과 생산성 양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고유의 이질적 특성이
포함된다. 고정효과 모형은 이러한 기업 고유의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가족친화
정책 채택 그 자체의 효과를 추출할 수 있다. 2SLS 기법의 경우 어떤 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적절한 도구변수를 확
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고정효과 모형은 패널

6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3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편의를 줄일 수 있다.
만약 2개년도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다면 고정효과 모형은 차분변수의 OLS
로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 즉 성과변수의 차분항을 종속변수로 두고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역시 차분하여 독립변수를 만들어 이를 통상최소자승
법에 의해 회귀분석을 할 경우 일치성을 갖는 회귀계수를 얻을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성과변수 y가 기업의
시간불변의 고유한 특징 z와 시간변동 특징 x 그리고 관측되지 않는 기업의 이
질성 v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자. 기업의 이질성 v를 고려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할 경우 와 의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

        

(1)

하지만 2개년도 이상의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경우 차분값을 이용하여 분석을
할 수 있다.

    

(2)

위의 식을 통해 얻어지는 는 일치추정량이 된다. 다만 고정효과 모형은 관
측되지 않는 이질성으로 인한 성과의 차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관측된 또는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이 제도 선택에 영향을 주는
내생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질성 통제만을 실시하였
고 광범위한 종류의 사업체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내
생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Ⅲ. 기초자료 분석 : 가족친화제도의 실태와 기업성과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 조사 2005(이하 WPS 2005)와 사업체패널 조사
2007(이하 WPS 2007)의 연결패널 자료를 사용한다. 사업체패널 조사는 우리
나라 사업체를 대표하는 1,900여개 사업장을 패널로 하여 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인적자원관리 체계, 노사관계 현황 및 임금교섭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격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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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적하는 종단면 자료다.
사업체패널 조사에서는 16개의 제도에 대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
어 있거나 회사 방침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설문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여성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항목은 12개이며,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는 4개다. 또
한 이들 제도들이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3)
각 제도에 대한 문항에서 ‘있다’=1점, ‘없다’=0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값을 가
족친화지수 1이라고 부르고 여성의 척도로서 사용한다.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
고 있는 문항 수가 많으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
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각 제도의 활용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1점, ‘그렇지
않다’=0점을 부여하여 이를 합산한 값을 추가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이 지표를
앞서 제시한 가족친화지수 1에 합산할 경우 제도의 존재만이 아니라 제도의 활
용이 고려된 지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가족친화지수 2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척도는 형식적인 제도의 도입을 넘어선 실질적인 활용을 측정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이 늘어났다. 가족친화지수 1
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에는 평균값이 6.11인 데 비해 2007년에는 6.85로 증
가했다. 2005년에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6.11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2년 사이에 0.74개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특정한 기업들에서 집중적
으로 나타났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가족친화성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그림 1]은 가족친화지수 1의 각각의 값에 대응된 기업의 수의 비중을 도시한
것이다. 8개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하인 경우의 기업의 비중이 예외 없이
줄어들고 8개 이상의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비중이 모두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은 기업 간에 양극화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친화제도의 분포는 쌍봉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2개 정도에 그친 기업
들과 10개 정도를 채택한 기업들로 대별되고 있다. 5개 내외의 제도를 채택한
기업들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자세한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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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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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PS 2005, WPS 2007.

[그림 2]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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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PS 2005, WPS 2007.

활용도를 감안한 가족친화지수 2를 살펴보면, 평균값은 2005년의 경우 10.89
에서 2007년 12.31로 증가하였다. 가족친화지수 2의 증가분 1.4 중에서 0.7은
제도 도입 개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0.7은 활용률의 증가에 의한 것이
다. 분포도를 그린 것이 [그림 2]다. 전체적인 패턴은 가족친화지수 1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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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행확률
2007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전체

그룹 1

0.49

0.18

0.13

0.14

0.06

1.00

그룹 2

0.25

0.25

0.19

0.20

0.12

1.00

그룹 3

0.16

0.16

0.20

0.33

0.16

1.00

그룹 4

0.08

0.15

0.15

0.38

0.24

1.00

그룹 5

0.08

0.09

0.09

0.25

0.49

1.00

전체

0.24

0.17

0.15

0.25

0.18

1.00

2005

주 : 그룹 1은 가족친화지수가 [0,2], 그룹 2는 [3, 5], 그룹 3은 [6, 8], 그룹 4는 [9,
11], 그룹 5는 12 이상인 경우임.
자료 : WPS 2005, WPS 2007.

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쌍봉 분포의 모양이 조금 완화되었다는 점과 단조성이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분포가 변화하는 배후에는 개별 기업들의 여성 수준의 복잡한 방향의 변화가
숨어 있다. 2년 사이에 어떤 기업은 많은 제도를 도입한 데 비해 어떤 기업은
많은 제도를 폐지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은 불가역적
이라기보다는 가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5%의 기업이 2년 전보다 도입된 제도의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다.
제도의 후퇴 현상이 설문조사상의 한계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사업체패널 조사의 설문 응답은 인사담당자로부
터 받으며 인사담당자가 현재 기업에 어떤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설문 결과가 결정된다. 그런데 동일 인사담당자가 2년 전과 일관되지 않은 답
변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인사담당자가 바뀌면서 제도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상이한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다.
가족친화지수가 1인당 매출액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본 것이 <표 2>이
다. 가족친화지수가 2년 전에 비해 많이 높아질 때 2년 사이에 1인당 매출액도
많이 증가하는지 살펴본 결과 두 가지 변화 사이에 규칙적인 움직임은 나타나
지 않는다.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이 1인당 매출액과 비교할 때 체계적인 상관관
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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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족친화지수 구간별 1인당 매출액 비교
관측치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차분그룹 1

143

-0.060

0.848

-6.805

1.625

차분그룹 2

101

0.020

0.839

-3.762

2.829

차분그룹 3

287

-0.039

1.084

-7.256

5.425

차분그룹 4

157

0.058

0.579

-4.243

2.716

차분그룹 5

236

-0.072

0.979

-6.830

3.610

주 : 2007년 가족친화지수 1 값에서 2005년 값을 차감한 크기를 차분척도라고 할 때
차분그룹 1은 차분척도 값이 -5 미만인 경우. 차분그룹 2는 [-5, -3], 차분그룹 3
은 [-2, 2], 차분그룹 4는 [3, 5], 차분그룹 5는 6 이상인 경우임.
자료 : WPS 2005, WPS 2007.

<표 3> 가족친화지수 구간별 이직률 비교
차분그룹
차분그룹
차분그룹
차분그룹
차분그룹

1
2
3
4
5

관측치 수
195
135
438
203
328

평균값
-0.007
-0.035
-0.031
-0.052
-0.038

표준편차
0.373
0.254
0.584
0.415
0.433

최솟값
-3.294
-1.232
-10.889
-5.453
-6.593

최댓값
1.423
0.806
1.926
0.388
1.631

주 : 차분그룹의 의미에 대해서는 <표 2>의 주석 참고.
자료 : WPS 2005, WPS 2007.

<표 3>은 가족친화제도의 증가가 클 경우 이직률의 감소도 큰지를 살펴본
것이다. <표 2>에 비하여 좀더 체계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가족친화제도 도입
이 줄어든 경우 이직률의 감소폭이 거의 0에 가깝지만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늘
어난 경우에는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여성 취업자 비중이 늘어난 기업에서 이직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를 살펴본 것이다. 취업자 비중이 많이 늘어난 기업일수록 이직률이 크게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늘어난 기업일수록
이직률이 더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은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결과이다.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다음 소절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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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성 취업자 비중별 이직률 비교

여성그룹 1

관측치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428

-0.008

0.599

-10.889

1.631

여성그룹 2

110

0.027

0.256

-0.505

1.926

여성그룹 3

323

-0.015

0.162

-0.919

0.841

여성그룹 4

83

-0.054

0.186

-0.868

0.461

여성그룹 5

355

-0.091

0.552

-6.593

1.103

주 : 2007년 여성취업자 비중 값에서 2005년 값을 차감한 크기를 difflratio라고 할 때
여성그룹 1은 difflratio 값이 -2% 미만인 경우. 차분그룹 2는 [-2%, -1%], 차분그
룹 3은 [-1%, 1%], 차분그룹 4는 [1%, 2%], 차분그룹 5는 2%를 초과한 경우임.
자료 : WPS 2005, WPS 2007.

<표 5> 단시간 근로자 비율별 이직률 비교
관측치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단시간그룹 1

116

-0.020

0.261

-1.232

1.088

단시간그룹 2

21

-0.023

0.133

-0.388

0.188

단시간그룹 3

1031

-0.032

0.481

-10.889

1.926

단시간그룹 4

131

-0.050

0.516

-5.453

0.833

주 : 2007년 단시간근로자 비중 값에서 2005년 값을 차감한 크기를 difplratio라고 할
때 단시간그룹 1은 difplratio 값이 -0.5% 미만인 경우. 차분그룹 2는 [-0.5%,
-0.01%], 차분그룹 3은 [-0.01%, 0.01%], 차분그룹 4는 0.01%를 초과한 경우임.
자료 : WPS 2005, WPS 2007.

Ⅳ.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기업의 가족
친화지수는 평균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을 위해 앞 장에서 설
명한 가족친화지수 1을 중심으로 사용했다. 다만 가족친화지수 1에 불충분하게
반영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체패널 조사 내의 선택적 근
무제도의 유무와 탄력적 근무제도의 유무 변수를 추가하여 수정된 가족친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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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을 구성하였다.
가족친화제도 내에 이질적인 성격의 제도가 혼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가족
친화제도의 세부 유형으로서 세 가지 그룹을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시간
측면의 지원제도이다. 시간 사용의 유연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간병휴직제도, 선택적 근무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등, 5
가지 제도를 포함하고 유연근무제도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경제적 지
원과 관련된 제도다. 여기에는 직장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료 지원을 포함시켰
다. 나머지 제도들은 대부분 출산과 관련된 모성보호제도다. 이것을 모성보호
제도로 포괄하였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친화지수 중 경제적 지원 지
수의 변화는 크지 않고 모성보호제도 지수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표본 기업
전체로 볼 때 로그 1인당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직률은
3.6% 감소했다.
기업성과 지표로서 1인당 매출액과 이직률을 사용하여 가족친화제도가 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식 (2)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7>에서 <표 10>까지에 요약되어 있다.
우선 1인당 매출액에 대한 가족친화제도의 영향을 살펴보자. 가족친화제도를
하나의 단일 지수로 만들어서 분석할 경우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한 가족친화경
영은 1인당 매출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정효과 모형은 OLS 모
형과 달리 이질성의 문제를 피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제Ⅱ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는 가
족친화제도가 유의하게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
업경영의 이질성을 통제할 경우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가 불확정적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질성 통제의 방법의 하나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바,
가족친화경영 지수는 1인당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노동생산성은 1인당 매출액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업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사업체패널 조사에서는 인사담당자에게 해
당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동종업계 경쟁기업의 노동생산성과 대비하여 어떤 수
준인지를 설문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 자료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비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김혜원) 

13

<표 6> 기초통계량
변수 내용

변수명

N

로그 1인당 매출액의 차분
이직률의 차분
가족친화지수의 차분
유연근무제도
경제적 지원
모성보호제도
공정처우의 차분
로그 1인당 자본액의 차분
로그 근로자 수의 차분
여성 근로자 비율의 차분
노조 유무의 차분
외국인 지분율의 차분
기간제근로자 비율의 차분
단시간근로자 비율의 차분

diflpersale
difturnover
difindex
diffindex
difeindex
difmindex
difequal
diflogkl
difloglabor
difflratio
difdunion
diffdiratio
difclratio
difplratio

911
911
911
911
911
911
911
911
911
911
911
911
911
911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0.029
-0.037
0.679
0.195
0.012
0.440
-0.001
0.048
0.091
-0.010
-0.025
0.606
-0.005
-0.002

최댓값

0.911 -7.256
5.425
0.387 -6.593
1.926
4.598 -14.000 15.000
1.012 -4.000
4.000
0.556 -2.000
2.000
4.106 -11.000 12.000
0.659 -1.000
1.000
0.896 -7.263
7.111
0.567 -3.669
4.748
0.094 -0.683
0.490
0.221 -1.000
1.000
14.521 -100.000 100.000
0.139 -1.031
0.952
0.071 -0.658
0.548

자료 : WPS 2005, WPS 2007.

슷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은 1인당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부표 1 참조).
<표 7> 생산성과 단일 가족친화지수
변수명
Intercept
difindex
difequal
diflogkl
difloglabor
difflratio
difdunion
diffdiratio
difclratio
difplratio

추정계수
-0.02049
-0.00279
-0.00340
0.60285 ***
-0.33450 ***
0.07072
0.10857
-0.00036863
-0.19179
1.13020 ***

표준오차
0.02141
0.00444
0.03098
0.02850
0.04545
0.21834
0.09307
0.00141
0.14841
0.28580

t값
-0.96
-0.63
-0.11
21.15
-7.36
0.32
1.17
-0.26
-1.29
3.95

Pr > |t|
0.3387
0.5291
0.9125
<.0001
<.0001
0.7461
0.2437
0.7936
0.1966
<.0001

주 : ***는 1% 수준에서, **는 5% 수준에서, *는 10% 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변수명에 대해서는 <표 6>을 참조.
자료 : WPS 2005, WP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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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족친화경영을 세분하여 유연근무제도, 경제적 지원제
도, 모성보호제도로 구분하여 1인당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는 단일 척도에 따른 분석을 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친화경영 중에서 유연근무제도가 1인당 매출액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경제적 지원제도나 모성보호제도는 별다른 영
향을 주지 않았다.
유연근무제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선택적 근무제도와 탄력적 근무제도와 같
은 유연시간제도와 육아휴직이나 가족간호휴직과 같은 유연경력제도다. 근로
자의 시간 유연성과 경력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제도 개선은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정부는 유연근무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담당자에 의한 동종 업계 노동생산성과 대비한 해당 기업의 노동생산성
의 주관적 평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비슷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연근무제도는 노동생산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 참조).
<표 8> 1인당 매출액과 세분된 가족친화지수
변수명

Intercept
diffindex

추정계수

-0.02581
0.03563 *

표준오차

t값

Pr > |t|

0.02154

-1.20

0.2312

0.02093

1.70

0.0890

difeindex

-0.05221

0.03792

-1.38

0.1689

difmindex

-0.00486

0.00529

-0.92

0.3585

-0.00091696

0.03107

-0.03

0.9765

0.60076 ***

0.02847

21.10

<.0001

-0.33822 ***

0.04541

-7.45

<.0001

difequal
diflogkl
difloglabor
difflratio

0.05649

0.21814

0.26

0.7957

difdunion

0.12532

0.09328

1.34

0.1794

diffdiratio

-0.00048114

0.00141

-0.34

0.7328

0.14819

-1.33

0.1825

0.28541

3.97

<.0001

difclratio
difplratio

-0.19770
1.13329 ***

주 : ***는 1% 수준에서, **는 5% 수준에서, *는 10% 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변수명에 대해서는 <표 6>을 참조.
자료 : WPS 2005, WP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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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이직률과 단일 가족친화지수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r > |t|

Intercept

-0.04154 ***

0.01305

-3.18

0.0015

difindex

-0.00474 *

0.00270

-1.75

0.0798

difequal

0.02609

0.01885

1.38

0.1667

diflogkl

-0.02165

0.01738

-1.25

0.2132

0.01233

0.02766

0.45

0.6558

0.13313

-6.57

<.0001

difloglabor
difflratio

-0.87406 ***

difdunion

-0.09059

0.05678

-1.60

0.1110

diffdiratio

-0.00059229

0.00085936

-0.69

0.4909

difclratio

0.38738 ***

0.09052

4.28

<.0001

difplratio

0.24547

0.17436

1.41

0.1595

주 : ***는 1% 수준에서, **는 5% 수준에서, *는 10% 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변수명에 대해서는 <표 6>을 참조.
자료 : WPS 2005, WPS 2007.

다음으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이직률을 검토해 보자.
<표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일한 척도로 구성한 가족친화지표는 근로자
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 유의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다른 변수들이 그다지 유의하지 않은 데 비해서 가족친화경영
지수는 10% 확률하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계수는 -0.0047의 값을 가지므로 가족친화제도를 하나 더 채택함에 따라
0.47%p 이직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5개의 제도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10개의 제도를 더 채택하게 될 경우 4.7%p의 이직률 감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실제 이직률을 종속변수로 쓰지 않고 동종 업계 평균에 대비하여
이직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주관적 인식 자료를 종속변수로
쓴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부표 3 참조).
가족친화경영을 세분하여 유연근무제도, 경제적 지원제도, 모성보호제도로
구분하여 이직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성보
호제도가 이직률을 낮추는 데 유의하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연
근무제도나 경제적 지원제도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실제 이직률을 종속변수로 쓴 결과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 평균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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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주관적 인식 자료를 종속변수로
쓴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부표 4 참조).
가족친화경영 지수 이외의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나 여성 근로자 비율 변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관찰된다. 우선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연근
무제도와 함께 단시간 근로의 활용은 최근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 때 왜 기업 1인당 매출액이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이론적․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할 경우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 수준의 이직률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에 비해 이직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가 많아지면 이직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7년 자
료를 이용한 OLS 모형 분석에서도 여성 근로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유의하게
<표 10> 이직률과 세분된 가족친화지수
변수명

Intercept

추정계수

t값

Pr > |t|

0.01317

-3.24

0.0013

diffindex

0.00146

0.01279

0.11

0.9094

difeindex

0.00458

0.02319

0.20

0.8435

0.00322

-1.78

0.0758

0.01895

1.35

0.1775

difmindex

-0.04260 ***

표준오차

-0.00573 *

difequal

0.02558

diflogkl

-0.02163

0.01741

-1.24

0.2143

0.01232

0.02771

0.44

0.6567

difloglabor
difflratio

-0.87285 ***

0.13334

-6.55

<.0001

difdunion

-0.09111

0.05705

-1.60

0.1106

diffdiratio

-0.00057883

0.00086168

-0.67

0.5019

difclratio

0.38699 ***

0.09062

4.27

<.0001

difplratio

0.24317

0.17457

1.39

0.1640

주 : ***는 1% 수준에서, **는 5% 수준에서, *는 10% 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변수명에 대해서는 <표 6>을 참조.
자료 : WPS 2005, WP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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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고정효과 모형에 의한 분석에서는 그
결과가 역전된 것이다. 여성 근로자 비율과 대조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횡단
면 분석에서도 이직률을 높이며, 패널 분석에서도 이직률을 높이는 힘으로 작
용한다.
횡단면 분석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패널 분석에서는 음(-)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이질적인 기업이 존재함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기업은 여성 비
율과 무관한 관측되지 않는 원인으로 이직률 수준이 높은 기업이며 다른 종류
의 기업은 이직률이 낮은 기업이다. 그런데 이직률이 높은 속성을 가진 기업은
여성을 많이 채용하며 이직률이 낮은 속성을 가진 기업은 여성을 적게 채용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하자. 이럴 경우 횡단면 분석을 하면 이직률과 여성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 비율이 이직률의
변화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원인 때문이다. 제3의 원인을 적절히 통제할
경우 여성 비율은 이직률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성 근로
자의 증가가 어떻게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이론적․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는 노동생산성과 이직률 이외에도 근로자
주도적 혁신과 제품서비스 품질, 혁신 등의 변수가 있다. 표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기업성과 변수로 놓고 가족친화경영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 주도적 혁신을 가
속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한 처우를 문서화하고 시행하는 기업일 경우
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도 가족친화경영은 긍
정적 영향을 준다. 단순히 1인당 매출액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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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사업
체 수준에서의 패널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가족친화제도의 계수 추정에서 관측
되지 않는 이질성과 이에 기초한 회계계수의 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갖는다.
기존의 연구에서 국내 사업체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이 불확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기업의 이질성을
통제하더라도 분명하게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성의 경우 가족친화지수를 단일하게 구성할 경우
에는 그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친화지수를 세분할 경우 유연근
무제도와 단시간 근로가 유의하게 생산성을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직률 역시 가족친화제도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단일한 가족친화지수를
포함시킬 경우에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증가는 이직률을 낮추며 세분하여 살펴
보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이 이직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별 이질성을 통제했지만 현 시점의 생산성 차이가 제도 선택
에 영향을 주는 내생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족친화제도 이외
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론적․실증적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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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업체패널 조사의 설문 문항
다음의 모성보호 조치들 중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회사
방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
십시오.
① 육아휴직
②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③ 직장보육시설
④ 보육료 지원
⑤ 생리휴가 (무급이나 유급)
⑥ 수유시간 보장
⑦ 수유 공간 제공
⑧ 임신한 여성의 야간근무 제한
⑨ 임신한 여성의 휴일근무 제한
⑩ 임신한 여성의 초과근무 제한
⑪ 임신한 여성을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음
⑫ 임신한 여성에게 작업 전환 시행
⑬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은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음
⑭ 태아검진휴가 (임신한 여성을 위한 산전 진찰 휴가)
⑮ 유․사산 휴가
⑯ 불임휴직제
귀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성보호 조치들 중에서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정책들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⓪ 법정 출산휴가
① 육아휴직
②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③ 직장보육시설
④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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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리휴가 (무급이나 유급)
⑥ 수유시간 보장
⑦ 수유 공간 제공
⑧ 임신한 여성의 야간근무 제한
⑨ 임신한 여성의 휴일근무 제한
⑩ 임신한 여성의 초과근무 제한
⑪ 임신한 여성을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음
⑫ 임신한 여성에게 작업 전환 시행
⑬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은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음
⑭ 태아검진휴가 (임신한 여성을 위한 산전진찰 휴가)
⑮ 유․사산 휴가
⑯ 불임휴직제
⑰ 기타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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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생산성(질적 지표), 단일 가족친화지수
변수명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r > |t|

Intercept

-0.04836

0.02871

-1.68

0.0925

difindex

0.00875

0.00598

1.46

0.1438

difequal

0.00079225

0.04172

0.02

0.9849

diflogkl

0.03298

0.03725

0.89

0.3762

difloglabor

0.04004

0.06022

0.66

0.5063

difflratio

0.02392

0.29653

0.08

0.9357

difdunion

0.18331

0.12835

1.43

0.1536

diffdiratio

-0.00167

0.00205

-0.82

0.4145

difclratio

0.28016

0.19473

1.44

0.1506

difplratio

-0.24772

0.39239

-0.63

0.5280

<부표 2> 생산성(질적 지표)과 세분된 가족친화지수
변수명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r > |t|

Intercept

-0.05662

0.02884

-1.96

0.0499

diffindex

0.06858

0.02798

2.45

0.0145

difeindex

-0.06814

0.05101

-1.34

0.1820

difmindex

0.00702

0.00704

1.00

0.3192

difequal

0.00133

0.04174

0.03

0.9746

diflogkl

0.02940

0.03716

0.79

0.4291

difloglabor

0.03663

0.06002

0.61

0.5419

difflratio

0.00224

0.29566

0.01

0.9940

difdunion

0.21334

0.12850

1.66

0.0972

diffdiratio

-0.00207

0.00205

-1.01

0.3129

difclratio

0.27172

0.19414

1.40

0.1620

difplratio

-0.25253

0.39124

-0.65

0.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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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이직률(질적 지표)과 단일 가족친화지수
변수명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r > |t|

Intercept

-0.01587

0.03257

-0.49

0.6263

difindex

-0.00967

0.00672

-1.44

0.1506

difequal

-0.05242

0.04700

-1.12

0.2651

diflogkl

0.04999

0.04610

1.08

0.2784

difloglabor

0.03513

0.06977

0.50

0.6148

difflratio

0.07061

0.33050

0.21

0.8309

difdunion

-0.26205

0.14351

-1.83

0.0682

diffdiratio

-0.00355

0.00221

-1.60

0.1091

difclratio

0.12193

0.22046

0.55

0.5804

difplratio

0.00159

0.42648

0.00

0.9970

<부표 4> 이직률(질적 지표)과 세분된 가족친화지수
변수명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r > |t|

Intercept

-0.00968

0.03283

-0.29

0.7681

diffindex

-0.05352

0.03151

-1.70

0.0898

difeindex

0.02041

0.05760

0.35

0.7232

difmindex

-0.00639

0.00800

-0.80

0.4251

difequal

-0.05166

0.04719

-1.09

0.2739

diflogkl

0.05145

0.04615

1.11

0.2652

difloglabor

0.03630

0.06979

0.52

0.6031

difflratio

0.07829

0.33050

0.24

0.8128

difdunion

-0.27667

0.14403

-1.92

0.0551

diffdiratio

-0.00350

0.00222

-1.58

0.1151

difclratio

0.12971

0.22042

0.59

0.5564

difplratio

0.00132

0.42660

0.00

0.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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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amily-Friendly Employment Policies on
Firm-level Performances
Hye-Won Kim
In this study we research on how firm-level performances is affected by
the introduction of family-friendly employment policies. Performances include
sales per employees, turnover rate of employee, subjective conception about
firm's productivity. Previous researches usually used cross-sectional data and
could not control firm-specific heterogeneity. In this study we use Workplace
Panel Survey, which include two-year panel data. According to fixed effect
model regression, single index of family-friendy employment policies enhance
firm's performance such as turnover rate of employee. Productivity does not
respond to single index. But, when we use multi-indexes, some categories
of family-friendly employment policy such as flexible work arrangement can
improve firm's productivity.
Keywords : family-friendly employment policies, firm-lever performances, flexible work
arrangement, fixed effect model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남성일․전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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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

남 성 일**
전 재 식***

본 논문은 불일치의 중요한 현상으로서 하향취업에 주목하여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장이
동 성향을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얼마만큼 낮출 수 있을 것인가도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경로조사｣의 2005년도 졸업생과
2008년도 졸업생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되, 조사시점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로 고용되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향취업은 유의한 수준에서 직장이동 성
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거나, 고용
이 안정적이거나, 전공-직무일치도가 높아질 경우 하향취업은 직장이동 가능
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추정치의 절대 크기는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근
로조건들은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장이동 성향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향취업 상태에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조건
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장이동 성향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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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하향취업은 인적자원의 저활용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ㆍ경제에 미
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 많은 교육투자를 통해 양성한 인력을 능력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큰 손실이다. 무엇보다도 하향취
업은 적정취업에 비해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며, 낮은 직무만족도는 근로의욕
을 저하시킨다. 또 하향취업은 낮은 교육투자 수익률 및 불안정 고용과도 연결
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인다(Bender & Heywood, 2006;
이찬영, 2008). 이처럼 하향취업으로 인한 낮은 직무만족도, 근로의욕의 저하,
낮은 임금수준, 고용의 불안정 등은 해당 근로자의 직장이동 성향을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생애경력경로를 노동시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직장이동
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된다. 근로자는 현
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때의 순편익을 계산하여 직장이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순편익은 비경제적 요건 이외에 고용 및 근로조건,
교육-노동시장 연계 조건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학력 수준과 업무 수
준 간 하향불일치, 즉 하향취업은 직장이동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
향취업은 정보의 비대칭과 구직과정에 존재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
신의 학력수준에 비해 낮은 일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근로자는 하향취업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직장이동
유인을 갖는다.
본 논문은 고학력화에 따른 질적 미스매치의 중요한 현상으로서 하향취업에
주목하여 ⅰ) 하향취업이 직장이동의 유인을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 높이는
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하향취업이 여러 부정적 문제를 파생할
것이라 판단할 때 하향취업을 하고 있는 (또는 자기 자신이 하향취업을 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직장이동을 통해 하향취업 상태
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 성향이 강해지는지 등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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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하향취업 상태라도 해당 기업에서 임금수준, 고용조건,
전공-직무일치 등 다양한 근로조건 개선과 아울러 근로자의 상향이동(upward
mobility)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들의 직장이동 성향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ⅱ)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장이동 성향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을 것인가도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이 된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Ⅱ장에서는 하향취업의 개념 및
측정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하향취업이 직장이동에 미치는 효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대졸 이상 하향취업자의 직장이동 경
향을 기초통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제Ⅳ장에서는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실증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하향취업의 개념과 측정
하향취업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교육수준의
직무에서 일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하향취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첫째는 용어 선택의 문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하향취업(김기헌, 2003; 박성재ㆍ반정호, 2007; 신선미ㆍ손유미, 2008; 이찬영
2008; 신선미ㆍ민무숙, 2010) 이외에도 과잉학력(또는 학력과잉)(이병희 외,
2005; 박성준, 2005; 박성준ㆍ황상인, 2005; 김주섭, 2005) 또는 과잉교육(오호
영, 2005)이라는 용어를 면밀한 구분 없이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하향취업은 근로자의 관점, 혹은 노동공급의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이다.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획득한 인적자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취업이라는 점에서 하향취업이다. 반면 과잉학력은 일자리, 혹은 노동수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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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일자리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그 일에 필요
한 인적자본보다 과다한 투자를 한 근로자로 자리를 채운다는 점에서 과잉학력
또는 과잉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본의 저활용이 직장이동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하향취업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즉, 근로자들의
이직형태를 분석한다는 관점에서 하향취업의 용어 선택이 적절하다 하겠다.
둘째는 하향취업 측정의 문제다. 하향취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나름대로의
측정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하향취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
서 측정 방법 또한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그런데 측정 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측정 방법을 달리했을 때 같은 자료로도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수행되기도 하였다(Giret & Hatot, 2001; Nauze-Fichet &
Tomasini, 2002; Verhaest & Omey, 2006; 김기헌, 2003).
오호영(2005)과 신선미ㆍ손유미(2008)는 Rumberger(1981), Sicherman(1991),
Verhaest and Omey(2006) 등의 외국 선행연구들을 인용하여 하향취업의 측정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에 관하여 잘 정리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하향취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첫째, 주관적 자기평가(subjective self-assessment) 방식으로서, 직무수행에
최종학위 과정에서 배운 숙련을 사용하는 정도를 질문하거나, 직업에 비추어
자신의 교육수준이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하향취업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직업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다’, ‘적절하다’, ‘낮다’ 등과 같이 세 개
의 척도로 질문하여 각각 하향취업, 적정취업, 상향취업으로 간주한다. 이 방식
은 조사의 용이성은 크나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교육수준과는 별개로 직무에 대한 불만이 많을 때 교육수준에 비해
직무수준이 낮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특정 직종에서의 평균학력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하향취업을 판정하
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
계조사｣ 등과 같은 대규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직종별 평균교육연수
±표준편차’를 필요학력으로 정의하고, 해당 직종 근로자의 실제 교육연수가 이
를 초과하는 경우 하향취업으로 식별하게 된다. 이 방식은 필요 고학력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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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학력수준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하향취업을 식별하는 기준으로서의
일관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세분화된 직종별로 근로자의 실제 교
육연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도 분석에 제약이 된다.
셋째, 직무분석(job analysis) 방식으로서, 해당 직업이 요구하는 교육수준과
실제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하향취업 여부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직업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직종별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1) 척도를 활용
한다. GED 척도를 각 직업별 필요학력으로 정의한 후 실제학력과 비교하여 필
요학력이 실제학력보다 낮을 경우 과잉교육으로 식별된다. 이 방식은 객관적으
로 필요학력을 정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나 GED 척도가 기술
및 숙련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수시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차를 두
고 조정됨에 따라 실제 필요학력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따라서 GED 학력이
모든 직업에 대해 입직을 보장하는 교육수준을 의미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제약
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사전상의 GED 학력을 한국표준직업분류
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직종분류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료 구성상의 난점도
존재한다. 더구나 본 작업에는 방대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하향취업에 대해 주관적 자기평가 방식을 택한 국내의 선행연구들로는 김주
섭(2005), 오호영(2005), 박성재ㆍ반정호(2007), 이찬영(2008), 신선미ㆍ민무숙
(2010) 등이 있으며, 특정 직종에서의 평균학력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논문들로
는 박성준ㆍ황상인(2005), 신선미ㆍ손유미(2008) 등이 있다. 또한 직무분석 방
식으로서 GED 척도를 이용한 선행연구들로는 김주섭ㆍ이상준(2000), 김기헌
(2003), 박성준(2005)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방식의 장단점과 기존 선행연구들을 감안함과 동시에 본
연구를 위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첫 번째 방식인 주관적 자기평
가 방식을 적용한다.
1) 한국직업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학력은 직무수행을 위한 직업별 필요교육 수준으로서 이는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입직을 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 정도) 수준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으로서
해당직업 종사자의 평균학력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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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향취업의 효과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하향취업에 대한 초기의 국내 연구는 주로 과잉교육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즉, 박세일(1983)이 1980년의 졸업정원제가 하향취업 현상을 초래할 것을 경고
한 이래 어수봉(1990), 이주호(1994) 등의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초
기의 연구들은 서술적 분석 수준에 그쳤다. 이후 어수봉(1994)의 연구부터 개
인별 자료를 이용한 심층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한다.2)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향취업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다. 이 기간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개인별 자료를 이용한 하향취업 결정요인 분석과 임금효과 추정
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향취업 결정요인 추정에 있어서는 인적 특성별로는
남성일수록, 미혼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 특성별로는 비정규직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하향취업이 커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김기헌,
2003; 이찬영, 2008; 신선미ㆍ손유미, 2008). 하향취업의 임금효과 추정에 있어
서는 분석 기간 및 분석 데이터, 분석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계수값의 크기만
다를 뿐 하향취업은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김주섭ㆍ이상준, 2000; 오호영, 2005; 박성준ㆍ황상인, 2005; 박
성재ㆍ반정호, 2005; 이찬영, 2008).
한편, 본 연구의 주제인 하향취업이 직장이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은 그리 많지 않다. 직장이동의 원인을 주로 근로자가 자신의 낮은 근로
조건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해소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근래에 접어들면서 고학력 신규인력들의 교육-노동시장 이행 과정
에서 잦은 직장이동이 발생하자 그 원인으로서 하향취업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김주섭ㆍ이상준(2000)은 학력일치와 노동이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짓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하향취업자의 경우는 노동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상향취업자는 임금프리미엄의 영향으로 오히려 노동이동이 적다는 결
과를 보였다. 오호영(2005)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 노동이동 과정을 통해 하향
취업이 해소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취업자를 이직 경험이

2) 2000년 이전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현황은 오호영(2005)의 논문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세
부적인 연구 내용은 상게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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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 추정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첫 직장에서 하향취
업 상태가 이직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나 노동이동을 통한 하향취업 해소 규모
는 외국에 비해 미약한 것을 보였다. 이찬영(2008)은 대졸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0년에 하향취업 상태에 있었던 자의 경우 이후 일자리 이동이 가속화된 것
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고용형태와 연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확률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12.6배나 높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선미ㆍ민
무숙(2010)은 신규 대졸 취업자 중에서 하향취업자 수는 졸업 후 시간이 경과
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향취업
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상의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하향취업이 직장이동(또는 직장이동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1> 하향취업의 직장이동 효과 관련 국내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분석 자료
분석대상
분석 주제 및 추정 방법
김주섭․이상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대졸이상 학력 383,456명 ․학력일치와 학력불일치에
(2000)
․한국직업사전(1995)
따른 임금손실액 규모, 학
력일치와 노동이동 분석
․OLS추정
․한국고용정보원 청년 ․1차연도에 취업상태에 있 ․청년층의 학력과잉 발생빈
김주섭
패널 (1 차년도(2001), 던 1,808명 중 3차연도에 도 결정요인과 학력과잉으
(2005)
도 취업상태에 있는 885명 로 인한 임금손실 OLS추정
3차년도(2003))
오호영
․전문대 및 대학 졸업 ․전문대졸 10,467명, 대졸 ․과잉교육 확률에 관한
생 경제활동상태 추적 9,907명
이항로짓 추정
(2005)
조사(2005)
․OLS를 통해 임금함수 추정
․고등교육기관 교육시
․과잉교육이 직장이동에
설 현황
미치는 효과 추정
이찬영
․KLIPS(2000, 2005)
․18～35세 임금근로자
․하향취업의 결정요인과 양
(2008)
1,644명
기간의 하향취업이 임금
손실에 미친 영향 분석
․하향취업의 직장이동 여
부 추정
․OLS 추정
신선미․민무숙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 ․하향취업의 규모를 추정
조사 패널자료 (2006～ 2008년에 취업상태를 유 ․이항로짓 회귀분석
(2010)
지하고 있는 자 2,257명
2008년)
주 : 선행연구는 연도별로 정리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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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큰 흐름에서는 상기 선행연구의 흐름을 받아들이되,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기존 연구들과 같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신규인력을 대상으로 분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5년 및 2008년도의
2개 졸업 코호트별로 구분하여 각각 코호트별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하향취업의 변화 정도와 이러한 변화가 직장이동 성향에 또한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
들은 주로 인적 특성과 노동시장 특성만을 통제하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
서는 이에 더하여 교육적 특성까지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낮은 임
금수준, 고용형태의 불안, 전공-직무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장이동
성향들을 통제하고 순수하게 하향취업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장이동
성향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Ⅲ. 하향취업의 규모 및 직장이동과의 관계

1. 대졸 인력의 하향취업 규모 및 변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자기평가 방식을 이용
하여 하향취업 규모 및 추세를 보여주는 국가 수준의 집계통계는 거의 존재하
지 않는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의 2006년도 자료가 유일하다. 본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대졸
이상 취업자 중 23.1%에 해당하는 2,051천 명이 자신이 하향취업을 하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었고, 나머지 72.2%는 적정취업을, 4.7%는 상향취업을 하고 있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 하향취업 규모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을까? 하
향취업 규모 변화는 크게 두 갈래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학 졸
업 후 노동시장 첫 진입 단계에서 신규인력들의 하향취업의 존재 및 변화다.
졸업 당시 신규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하향취업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각
졸업 코호트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1]은 2005년과 2008년에 대학교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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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졸 신규인력의 하향취업 변화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업한 신규인력들의 취업 당시 하향취업의 변화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3) 이에
따르면, 2005년 졸업자의 경우 취업 당시 자신의 업무에 대해 하향취업을 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23.1%였으나 3년 후인 2008년 졸업
자의 경우는 23.4%로서 3년 만에 약 0.3%p 높아졌다. 반면에 적정취업을 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은 2005년 졸업자에 비해 2008년 졸업
코호트에 와서는 낮아졌다.
둘째는 노동시장 진입 후 직장이동 과정에서 하향취업의 동태적 변화다. 졸
업 후 직장을 이동하면서 하향취업이 지속되었는지, 아니면 적정취업 또는 상
향취업으로 이동하였는지, 반대로 적정취업 내지 상향취업에서 하향취업으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개인패널 자료를 장기간에 걸쳐 연결하여
분석하여야 하지만, 현재 집계통계 수준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다.4) 이의 대안
으로서 현 직장에서의 조사자별 대학 졸업연도를 파악하여 졸업 코호트별로 현
3) 2000년대 중반 이후 들어서야 졸업 후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노동
시장 이행’ 관련 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990년대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기 시계열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필자들의 판단으로는 이 자
료는 집계용 자료가 아니라 분석용 자료로서, 하향취업의 변화를 단순한 통계로 집계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하기에는 조사 대상자 수가 충분히 확
보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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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장에서의 하향취업 유무를 파악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5) 졸업연도별
하향취업 비중 현황을 추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1996년 졸업자의 17.8%에서 200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2.4%
로서 정점을 이룬 후 2005년에는 18.8%로 빠르게 감소하였다가 2006년에는 다
시 21.2%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상기의 두 변화 유형을 비교해 보면,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첫 진입 단계에서
의 하향취업 비중과 현재 직장 기준에서의 각 졸업연도별 하향취업 비중이
17.8～23.4% 사이에서 큰 변화 없이 움직임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첫 진입과정
에서 하향취업 상태에 빠지면 하향취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추후 연구로 제안한다.
물론 위와 같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하향취업 변화의 원인을 대졸 이상
졸업자의 급격한 증가, 즉 노동공급의 증가에서만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그림 2] 졸업연도별 대졸자의 하향취업 추이

주 : 1) 최종학력 졸업연도 기준임.
2) ―는 추세선(trend line)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6),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

5) 다만, 본 방식은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 당시를 기준으로 졸업 코호트별 하향취업의 변화를 파악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 2000년 졸업자와 2005년 졸업자를 동시에 현 시점에서 하향취업
여부를 파악할 경우 근속연수가 높은 2000년 졸업자가 근속연수가 적은 2005년 졸업자보
다 하향취업의 가능성이 낮을 수 있는데,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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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로서 고등교육 졸업자들이 선호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만으로의 쏠림 현상과 대졸 신규진입자들의 일자리를 기
존 채용인력들이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 노동수요 측면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업의 채용 패턴이 대규모 공채위주에서 수시
채용 위주로 바뀌면서 신규직과 경력직 노동시장이 과거에는 나뉘어져 있었으
나 지금은 경쟁관계에 있다. 기타 노동수급 이외의 원인으로서 교육의 양적 확
대 과정에서 신규입직자의 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할 수 있다.

2. 하향취업과 직장이동 성향
가. 하향취업과 직장이동 성향 현황
하향취업은 근로자의 직장 및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직장이동을 유인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하향취업은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일
수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하향취업을 경험하는 경우 (정확하게
는 일시적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직장이동을 통해 하
향취업 상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오호영, 2005). 이러한 현상은 근로자들의
직장이동(나아가 노동이동까지)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2008년 대학졸업 후6)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취업자
중 27.8%는 직장이동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7) 이 중 적정취업 내
지 상향취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신규인력들에게는 직장이동 계획이 있는 비
중이 21%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반면에, 현재 직장이 하향취업이라고 주
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규 취업자의 경우는 직장이동 계획이 이보다 2배 이
상이 높은 47.9%에 이르고 있어 향후 하향취업자의 직장이동이 그렇지 않은
취업계층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8)

6)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는 직장 이동 계획에 대한 질문 문항이
없어 기간별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7)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귀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의 질문을 통해 직장이동 계획을 묻고 있다.
8) 2005년 신규 졸업자의 경우도 절대적 비중은 다르지만 변화 패턴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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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하향취업과 직장이동 계획(2008년 신규 졸업자 기준)
(단위 : %)

전체
하향취업
적정취업
상향취업

전체
100.0(100.0)
100.0( 24.4)
100.0( 67.7)
100.0( 8.0)

직장이동 계획 있음
27.8(100.0)
47.9( 42.0)
21.3( 51.9)
21.5( 6.1)

직장이동 계획 없음
72.2(100.0)
52.1( 17.6)
78.7( 73.8)
78.5( 8.7)

주 : ( ) 안의 수치는 직장이동 계획 유무를 기준으로 한 취업수준별 각각의 비중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그러나 상기 통계를 이용한 분석은 이후 추적조사(follow-up survey)가 진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직장이동 계획을 실제적으로 실현하였는지에 대해
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직장 기준으로 하향취업
상태에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력(job history) 개수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는 앞서 유추하였듯이 일단 하향취업 상태에 빠지면 하향취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현재 하향취업 상태면 이전 직장에서도 하향취업 상태에 있었
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1982년 및 1992년 대학졸업자 모두
하향취업자는 적정취업 및 상향취업자에 비해 직장이동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나서9) 학력수준 대비 취업수준과 직장이동 간의 관계는 음(-)의 관계가 성립
함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 현재 하향취업자의 직장이동 횟수
(단위 : 회)

전체
하향취업
적정취업
상향취업

1982년 대졸자
2.83(1.69)
2.94(1.14)
2.81(1.86)
2.81(1.09)

1992년 대졸자
3.21(1.73)
3.48(1.91)
3.15(1.71)
3.27(1.60)

주 : (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

9) 본 조사에는 2002년 대학 졸업 코호트도 포함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2002년 대졸자의 경우 졸업 후 직장경력이 7년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
문에 직장이동 횟수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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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ⅰ) 취업자들은 근로조건 및 교
육조건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를 때 자기 자신이
하향취업을 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할까? ⅱ) 임금수준, 고용형태, 그리고
전공-직무일치도 등 근로조건들과 하향취업에 대한 인식 정도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또한 ⅲ) 하향취업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근로조건들에 따라
직장이동 패턴이 다르지 않을까?
이하에서는 임금수준, 고용형태 및 전공-직무일치도 등의 근로조건을 조절
요인으로 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하향취업→직장이동 성향’에 어떠한 관련
성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나. 직장이동 성향을 유인하는 하향취업 조절요인들
1) 임금수준
경제 내에 존재하는 직무의 수와 종류가 상당기간 일정하기 때문에 하향취업
이 발생하더라도 직무내용 조정은 쉽게 발생하지 않고 인력의 저활용을 초래하
게 된다. 따라서 하향취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는 저숙련 직종에서의 혼잡효과
(congestion effect)에 의해 임금저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급격한 고학
력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작금의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하향취업으로 인한 임금저하의 문제가 나타날 개연성은 높다
(오호영, 2005).
<표 4>는 하향취업자의 임금수준이 그렇지 않은 계층과의 임금수준과 비교
하여 어느 정도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취업수준
과 임금수준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즉, 하향취업자의 임금수준은 적
정 및 상향취업자보다 낮았다.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대졸 이상
취업자에 있어서 현재 취업시점 기준의 월 평균 임금수준은 하향취업자는 적정
취업자 대비 69.3% 수준, 그리고 상향취업자 대비 65.7% 수준이다. 또한 2005
년 및 2008년 대학 졸업 후 신규입직자 기준 역시도 하향취업자의 월 평균 임
금수준은 적정취업자 대비 80%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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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향취업과 임금격차
(단위 : 만원, %)

신규 입직자
2005년 졸업
2008년 졸업

현재 취업자

평균

190.6

163.1

247.1

하향취업

168.7( 85.9)

142.0( 83.8)

183.6( 69.3)

적정취업

196.5(100.0)

169.4(100.0)

265.0(100.0)

상향취업

206.8(105.2)

177.6(104.8)

279.7(105.6)

주 : 1) 현재 취업자는 2006년도 월평균 임금수준이고, 신규 입직자는 입직 당시 시점
기준임.
2) ( ) 안의 수치는 적정취업=100으로 기준한 격차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06),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그러면 하향취업자들의 경우 직장이동 계획은 임금수준에 따라 어떠한 관계
를 가질 것인가? 이미 앞의 [그림 1]을 통해 2005년과 2008년 대졸 신규 입직
자 기준으로 23% 내외가 하향취업을 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들을 대상으
로 직장이동 계획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하향취업자들 사이에서도 임금수준과 직장이동 계획 사이에 역의 관
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표 5>에서 보듯이 2005년과 2008년 대졸 신
규입직자로서 하향취업자의 경우 직장이동 계획이 있는 하향취업자의 임금수준
은 직장이동 계획이 없는 하향취업자 대비 80%대 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표 5> 하향취업자의 직장이동 계획 여부별 임금수준
(단위 : 만원)

2005년 졸업

2008년 졸업

하향취업자 전체

164.7(75.0)

142.0(451.8)

직장이동 계획 있음

149.4(74.6)

127.4(305.8)

직장이동 계획 없음

180.8(72.1)

158.4(540.8)

주 : (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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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하향취업자의 직장이동 계획 여부별 고용형태
(단위 : %)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2005년 졸업

2008년 졸업

2005년 졸업

2008년 졸업

정규
직

비정
규직

정규
직

비정
규직

중소
기업

대기
업

중소
기업

대기
업

하향취업자 전체

81.3

18.7

74.1

25.9

76.5

23.5

85.2

14.8

직장이동 계획 있음

75.0

25.0

65.9

34.1

79.8

20.2

82.3

17.7

직장이동 계획 없음

87.6

12.4

82.3

17.7

73.0

27.0

87.8

12.2

주 : 1) 정규직에는 상용근로자가, 비정규직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포함됨.
2)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 고용형태
하향취업자들에 있어서 직장이동 계획은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어떠한 관계
를 가질 것인가? 동일한 하향취업자라 할지라도 보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근무
할수록 직장이동 유인은 낮을 것임은 일반적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이를 검증
하기 위해 하향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및 사업체 규모별 직장이동 계획
비중을 살펴보았다. <표 6>에서 나타나듯이 직장이동 계획이 있는 하향취업자
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그렇지 않은 하향취업자의 정규직 비중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비정규직 비중은 직장이동 계획이 있는 하향취업자가 그렇지 않은 하향
취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는 직장이동 계획이 없는 하
향취업자의 경우는 대기업 근무 비중이, 반대로 직장이동 계획이 있는 하향취
업자의 경우는 중소기업 근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 전공-직무일치도
많은 교육투자를 통해 양성한 인력을 능력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경
제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실이다. 특히 본인이 최
소 대학 4년간 공부한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인
적자본투자의 손실은 매우 크다. <표 7>에서 나타나듯이 직장이동 계획이 있는
하향취업자가 직장이동 계획이 없는 하향취업자보다 전공-직무일치도가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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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하향취업자의 직장이동 계획 여부별 전공-직무일치도
(단위 : 점)

2005년 졸업

2008년 졸업

하향취업자 전체

2.36(1.30)

2.42(6.87)

직장이동 계획 있음

2.26(1.25)

2.30(6.69)

직장이동 계획 없음

2.45(1.33)

2.52(6.98)

주 : 1) 5점 척도 기준이며,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임.
2) (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나타나고 있어, 전공-직무일치 정도와 직장이동 계획과는 역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실증분석

1. 추정모형
앞 장의 분석 결과를 개략하자면, 하향취업은 직장이동 유인을 높이며, 같은
하향취업자들 내에서도 하향취업의 조절 요인으로서 낮은 임금수준, 불안정한
고용형태, 전공-직무불일치 등이 직장이동 유인을 높임을 단순한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이 과연 인적 특성 및 교육적 특성, 그리고 노동시
장적 특성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을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한다.
        ′    ′      

단,   는 logistic c.d.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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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i는 개인 i의 성, 연령(제곱항 포함), 혼인여부 등 개인적 특성 집합
뿐만 아니라 전공, 자격증 보유, 재학 중 일자리 등 개인의 교육(자격)적 특성
집합, 그리고 사업체규모,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적 특성 집합을 나타낸다.
또한 Zi는 하향취업의 매개 변수로서, 임금수준, 고용형태, 전공-직무일치, 직장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Di는 개인 i의 하향취업 여부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로서 직장이동 계획 있음(Mi=1)과 직장이동 계획 없음(Mi=0)의 이항
로짓(binomial logit)으로 구분한다.

2. 데이터 및 변수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들은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장이
동경로를 조사하여 교육ㆍ노동시장 간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한국고용정보원의 2006년도
및 2009년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다. 먼저 2006년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2005년도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자 26,544명(전문대 9,981명, 대
학교 16,562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6년도에 조사한
자료다. 또한 2009년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역시도 2008년도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자 18,066명(전문대 5,239명, 대학교 12,827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9년도에 조사한 자료다.
본 논문에서 주요 실증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범위는 2005년 및 2008년
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직장에 취업한 임금근로자다. 비
임금근로자는 학력수준-직무수준 간 불일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
며, 또한 직장이동과 하향취업 간의 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설명변수로서 체계
적인 유형화를 할 수가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005년 대
학졸업자는 7,699명, 2008년 대학졸업자는 7,943명이 분석 대상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직장이동 계획 여부 변수로는 취업
자들에게 ‘향후 1년 이내 진로 변경 계획’을 질문하여 만약 “직장 옮김, 취업,
개인사업 및 창업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직장이동이라고 판단하였고, 반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이라 응답한 경우는 직장이동이 없다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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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직장이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직장이동 계
획이라 규정하는 것이 맞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 계획 있음=1’, ‘직장이
동 계획 없음=0’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10)
또한 설명변수로서 하향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현 직장(일자리)에서 하고 있
는 일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하여, “일
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하향취업(=1), “일의 수준이 알맞거나 높다”
고 응답한 경우는 적정ㆍ상향취업(=0)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학력-업무수준
과의 관계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이동을 유인하는 근로조건 변수들로서 임금수준, 고용형태, 그
리고 전공-직무일치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임금수준은 로그시간당임금을 사
용하였고, 고용형태는 종사상 지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
자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하였다. 전공-직무일치 여부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현재의 일의 업무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나?’는 질문을 하여 ‘전혀
일치하지 않음=1’에서부터 ‘매우 일치=5’까지 5점 척도 기준의 변수를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서 성, 연령(제곱항 포함), 혼인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대학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전공더미를 사용하였다. 이때
전공더미는 전공(학과) 분류상 대분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부모의 학력,
직업, 가구소득 등 가족적 배경도 중요한 통제변수로 추가될 수 있으나, 본 변
수를 포함하기에는 본 값들에 대한 결측치가 너무 많아 상당수의 분석 대상자
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취업 특성을 모형
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으로 총9개로 구분
하여 제조업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하였고, 직업은 고용직업분류상 대분류 기
준으로 총 6개로 구분하여 경영․재무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사업체
규모는 1～4인, 5～9인, 10～299인, 300인 이상 등 4개로 구분한 후 300인 이상
대기업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 변수 현황은
<표 8>과 같다.
10) 다만, 2005년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도에 추적 조사한 결과 2006년도 첫 조사 당
시 직장이동 계획을 갖고 있었던 취업자 중 상당 비중이 실제로 직장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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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분석대상 변수 현황

학력-업무수준관계(하향취업=1, 적정ㆍ상향
취업=0)
직장이동 계획 여부(있음=1, 없음=0)
로그시간당임금
종사상지위(상용=1, 임시=2, 일용=3)
1)
전공-직무일치
성별(남성=1, 여성=0)
연령
혼인 여부(기혼=1, 미혼=0)
자격증보유(있음=1, 없음=0)
재학 중 일자리 경험(있음=1, 없음=0)
2)
전공
사업체규모3)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직업(고용직업분류 대분류 기준)

2005 년 졸업
표본수 평균(s.d)

2008 년 졸업
표본수 평균(s.d)

7,704

0.24(0.42)

7,943

0.23(0.42)

7,704
7,678
7,704
7,704
7,704
7,699
7,704
7,704
7,704
7,704
7,697
7,703
7,704

0.69(0.46)
9.10(0.45)
1.13(0.36)
2.08(0.72)
0.55(0.50)
26.62(2.86)
0.12(0.33)
0.67(0.47)
0.70(0.46)
3.44(1.69)
2.65(0.97)
6.78(2.32)
3.22(1.18)

7,943
7,943
7,943
7,941
7,943
7,943
7,943
7,943
7,943
7,943
7,943
7,943
7,943

0.71(0.45)
7.59(0.62)
1.10(0.31)
3.24(1.31)
0.61(0.49)
26.99(3.28)
0.08(0.28)
0.73(0.44)
0.80(0.40)
3.61(1.73)
2.57(0.93)
7.02(2.35)
3.18(1.16)

주 : 1) 5점 척도 기준이며, 1=전혀 불일치, 2=거의 불일치, 3=보통 4,=일치, 5=매우
일치
2) 대분류 기준이며, 1=인문, 2=사회, 3=교육, 4=공학, 5=자연, 6=의약, 7=예체
능계열
3) 1=1~4인, 2=5~99인, 3=100~299인, 4=300인 이상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3. 실증분석 결과
<표 9>는 상기의 절차에 따라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 전공-직무일치 등의 조절 요인을 통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항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각
각 2005년도 및 2008년도에 대학졸업 후 1년이 경과한 후 노동시장에서 취업
한 신규 입직자들을 대상으로 학력수준-업무수준 간 관계가 (구체적으로 하향
취업의 여부가) 직장이동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개인적 특
성 및 교육ㆍ노동시장적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후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2005년도(제1열) 및 2008년도(제2열) 졸업 코호트 모두에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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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하향취업의 직장이동 성향 효과 추정 결과: 조절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상수항
학력-업무수준 관계(하향취업=1, 적정ㆍ상향취업=0)
성별(여성=0 기준)
연령
연령의 제곱
혼인 여부(미혼=0 기준)
자격증 보유(없음=0 기준)
재학 중 일자리 경험(없음=0 기준)
전공 더미(사회계열 기준)
ㆍ인문계열
ㆍ교육계열
ㆍ공학계열
ㆍ자연계열
ㆍ의약계열
ㆍ예체능계열
사업체 규모 더미(300인 이상 기준)
ㆍ1～4인
ㆍ5～99인
ㆍ100～299인
산업 더미(제조업 기준)
ㆍ농림어업
ㆍ광업
ㆍ전기․가스․수도업
ㆍ건설업
ㆍ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ㆍ운수․창고․통신업
ㆍ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ㆍ기타 서비스업
직업 더미(경영․재무직 기준)
ㆍ관리직
ㆍ사회서비스직
ㆍ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ㆍ건설․생산직
ㆍ농림어업직
Likelihood Ratio
N

2005년 졸업
Coef. (s.e)
dy/dx
1.272 (1.436)
1.098 (0.058)*** 2.999
0.169 (0.079)** 1.184
-0.077 (0.094)
0.926
0.002 (0.001)
1.002
0.300 (0.095)*** 1.350
0.009 (0.058)
1.010
-0.157 (0.059)*** 0.855
-0.162
0.741
-0.024
-0.293
0.385
-0.406

(0.089)*
(0.128)***
(0.085)
(0.090)***
(0.153)**
(0.108)***

0.850
2.098
0.976
0.746
1.470
0.667

2008년 졸업
Coef. (s.e)
dy/dx
-2.461 (0.964)**
1.313 (0.059)*** 3.718
0.079 (0.073)
1.082
0.147 (0.058)** 1.158
-0.002 (0.001)* 0.998
0.353 (0.120)*** 1.423
-0.021 (0.061)
0.979
-0.220 (0.070)*** 0.802
-0.061
0.871
-0.058
-0.232
0.699
-0.222

(0.093)
***
(0.123)
(0.087)
(0.090)***
(0.156)***
(0.106)**

0.941
2.390
0.943
0.793
2.012
0.801

-0.721 (0.114)*** 0.486
-0.303 (0.067)*** 0.739
-0.378 (0.087)*** 0.685

-0.401 (0.112)*** 0.669
-0.167 (0.062)*** 0.847
-0.092 (0.075)
0.913

-0.800 (0.657)

(0.708)
(1.476)
(0.332)
(0.145)*
(0.118)
(0.103)*
(0.127)***
(0.082)***

1.422
0.150
0.774
1.318
0.986
0.823
1.604
0.688

(0.770)
(0.078)
(0.101)
(0.088)***
(1.155)
4298.97
7,943

4.079
0.911
1.002
1.285
3.371

0.449

0.886
-0.367
-0.061
0.009
0.009
-0.115

(0.338)***
(0.131)***
(0.109)
(0.099)
(0.086)
(0.088)

2.426
0.693
0.941
1.009
1.009
0.891

0.352
-1.896
-0.256
0.276
-0.014
-0.194
0.473
-0.374

0.655
-0.098
-0.184
-0.073
1.547

(0.579)
(0.079)
(0.100)*
(0.085)
(1.223)
4405.96
7,699

1.925
0.907
0.832
0.930
4.698

1.406
-0.093
0.002
0.251
1.215

주 : *는 10%, **는 5%, ***는 1%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함.

치가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보여 대학 졸업 후 신규 입직자들에 있어
서 개인 및 교육ㆍ노동시장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하향취업은 직장이동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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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초통계 수준에서 분석한 <표 2>의 결
과와 일치한다. 특히 졸업 코호트 간 추정치의 절대크기에 있어서는 2008년도
졸업생이 2005년도 졸업생보다 한계효과(marginal effects)가 약 71.9%p나 크
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최근년도의 대학 졸업생들에 있어서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장이동의 유인이 더욱 커졌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근로조건들을 통제할 경우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
의 크기는 달라질 것인가? 우선 앞의 기초통계를 비교해 보더라도 주관적인 판
단기준 하에 본인들이 하향취업하고 있다는 느끼는 이유는 낮은 임금수준, 고
용의 불안정성, 대기업 취업에 대한 선호 등 노동시장적 사유뿐만 아니라 본인
들의 대학 전공과 직무 간 불일치 등이 종합적으로 혼합된 결과로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하향취업과 이로 인한
직장이동 유인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표 10>은 하향취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로조건들을 통제할 경우 하향취
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다. 각 근로조건들을 개별적
으로 통제한 결과가 제1열부터 제3열까지에 제시되어 있고, 상기 근로조건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의 추정 결과가 제4열에 제시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
면, 2005년 졸업 코호트 및 2008년 졸업코호트 모두 근로조건들을 통제하더라
도 추정치는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부호를 보여 하향취업은 직장이동 성향
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추정치의 크기인데, 근로조건들을 통제할 경우는 통제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추정치의 절대 크기가 2005년 졸업생의 경우는
0.045～0.155까지(한계효과로는 0.150～0.518%), 2008년 졸업생의 경우는
0.068～0.183(한계효과로는 0.227%～0.612%)까지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더
욱이 임금수준, 고용조건, 전공-직무일치 등 근로조건들에 대한 계수 값이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결과를 보임에 따라 근로조건들은 직장이동 성향을 직
접적으로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1)
11) 하향취업자만을 대상으로 각 근로조건들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05년도 및 2008년도 졸업코호트 모두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조건이 낮을 경우,
전공-직무일치도가 낮을수록 유의한 수준에서 직장이동 성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건대, 학력수준-업무수준 간 하향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더라도 근로조건들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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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임금수준이 하향취업자의 직장이동 성향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로서 가
장 크게 기여한다. 특히 각 근로조건들을 개별적으로 통제할 때보다 동시에 통
제할 때 추정치의 절대 크기가 유의한 수준에서 줄어들고 있어 상기 근로조건
들이 해당 직장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 하향취업자들의 직장이동 성향은
더욱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2005년 졸업
자보다는 2008년 졸업자에게서 더욱 커져 최근 졸업년도로 올수록 직장 내에
서의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 전공-일치 등의 근로조건이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
장이동의 완충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0> 하향취업의 직장이동 성향 효과 추정 결과 : 조절 요인을 통제할 경우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Coef.(s.e)

Coef.(s.e)

Coef.(s.e)

Coef.(s.e)

<2005년 졸업>
학력-업무수준관계(하향취업=1, 적정ㆍ상향취업=0) 1.024(0.059)*** 1.027(0.059)*** 1.053(0.060)***
로그 시간당임금
-0.649(0.066)***
종사상지위 더미(상용근로자 기준)
ㆍ임시근로자
-0.606(0.042)***
ㆍ일용근로자
-0.780(0.145)***
전공-직무일치도
-0.108(0.041)***
Likelihood Ratio
8503.59
5907.63
6640.56
N

7,673

7,699

7,699

0.939(0.058)***
-0.570(0.066)***
-0.573(0.042)***
-0.770(0.147)***
-0.068(0.044)***
8386.17
7,673

<2008년 졸업>
학력-업무수준관계(하향취업=1, 적정ㆍ상향취업=0) 1.245(0.052)*** 1.219(0.061)*** 1.238(0.061)***
임금수준
-0.657(0.051)***
종사상지위 더미(상용근로자 기준)
ㆍ임시근로자
-0.697(0.044)***
ㆍ일용근로자
-1.244(0.381)***
***
전공-직무일치도
-0.105(0.023)

1.130(0.063)***
-0.499(0.053)***
-0.583(0.046)***
-1.378(0.390)***
***
-0.071(0.024)

Likelihood Ratio

8383.82

5635.87

6928.03

8160.76

N

7943

7943

7941

7,941

주 : 1) 기타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표 9>와 동일하며, 보고의 간결성을 위해 추
정결과 제시는 생략
2) *는 10%, **는 5%, ***는 1%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함.

할 수 있다면 하향취업자의 직장이동 성향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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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대졸 학력계층을 대상으로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
는 효과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장이동 성향 변화를 추
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 추정치가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부호를 보여 하향취업은 직장이동 성향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난다. 졸업 코호트 간 비교 결과를 보면, 2005년도 졸업생보다 2008년도
졸업생에게서 추정치의 절대 크기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최근 연도의 대학 졸업
생들에게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장이동의 유인은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을 높이는 가운데, 임금수준, 고용형태, 전공직무일치 등 근로조건들은 그 정도를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통제할 때보다는 동시에 통제할 때가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장이동 성향을 더욱 크게 낮추고 있어, 근로조건들이 해
당 직장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 하향취업자들의 직장이동 성향은 더욱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 하향취업자들 내에서도 상기 근로조건들의 개선은 직장이동 성향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하향취업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들만
개선할 수 있다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장이동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하향취업의 문제는 빠르게 증가한 대졸인력의 노동시
장 진입 등 노동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그리고 교육-노동 연계 과정에
서의 불일치 등 다방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취업의 현황과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전반에서 벌어지는 상기
문제들도 부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하향취업은 최근의 급격한 고학력화로 인한 고학력 노동공급의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실업발생의 완충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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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성향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직장이동은
효율적 인적자원 배분을 이루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향상된 숙련과
일자리로 찾아감으로써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직장이동이
단순히 하향취업 상태를 탈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과정에서 낮은 직무만족도
및 근로의욕 저하와 나아가 하향취업의 고착화 등 많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기
업으로서도 하향취업자의 직장이동으로 인한 공석(vacancies)을 채우기 위해
탐색비용이 수반된다. 결국 하향취업으로 인한 직장이동 성향을 줄이기 위해서
는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자신의 전공과 맞는 일자리로의 재배치 등의 노력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주
요 변수로 사용한 직장이동 성향은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계획에 근
거하였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력수준-업무수준 간 변화를 분석하지 못하
였다는 점도 한계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일단 하향취업 상태에 빠지면 하향취
업이 지속되는 고착화(trap) 현상인지, 아니면 자신의 학력수준과 맞는 일자리
로 찾아가는 일시적 과정으로서의 가교(bridge)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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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Down-graded Employment on the Tendency of
Job Mobility
Sungil Nam․Jaesik Jun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n the tendency job mobility
of educationally down-graded employment (taking job of lower qualification
than one’s academic standing), using the information from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e took as sample the 2005 graduate cohorts and 2008 graduate cohorts among
whom only wage earners were analyzed.
The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educationally
down-graded employment increases the tendency for job quit or transfer.
Second, some job conditions are found to mitigate the tendency for job transfer
of those down-graded employment. They are high wages, stable employment,
high fitness between academic major and job. Therefore, it could be inferred
that improvement on these job conditions can decrease the propensity of
unproductive job transfer of those down-graded employment.
Keywords : down-graded employment, tendency of job mobility, wage differencials,
employment unstability, major-job mis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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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
경력 초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

**

성 지 미

지난 8년 동안(2002~2010년) 진행된 소위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자영업
자가 105만 명 줄어들었지만 자영업 비중은 28.8%로 OECD회원국과 비교
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은 미취업에 대한 대안과 빈곤으로부터
의 탈출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낮은 취업가능성, 즉 저조한 인적자
본을 드러내는 낙인효과도 갖는다. 한국노동패널 조사 제1~11차년도 자료와
직업력 자료에 따르면, 생애노동 초기(20대) 자영업 경험자의 이후 자영업
선택 비중이 높고. 미경험자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며, 30~55세에
걸쳐 자영업소득이 임금소득보다 높다. 초기 자영업 경험 남성의 근로소득은
40대 중후반까지 미경험 남성과 유사하지만 그 이후 더 낮은 반면, 여성에
서는 50대 초반까지 경험자에서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임의확률모형과
통합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생애노동 초기의 자영업 경험이 생애근로소득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분석한다. 모형의 추정 결과, 초기 자영업 경험은 남성의
생애근로소득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여성의 40대 중반까지의 근로
소득에는 긍정적 효과를, 그 이후 근로소득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또한 초기 자영업 경험은 남성의 임금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한편, 여성의 자영업소득에는 통계적 유의수준이
다소 저조하지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생애노동

논문접수일: 2011년 9월 23일, 심사의뢰일: 2011년 9월 23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28일
* 본 연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연구연간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부교수(jsung13@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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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임금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이 미취업이나 무급가족종사보다
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통한 자영업 특유 인적자본
(self-employment-specific human capital) 축적은 임금근로 특유 인적자본
축적 기회의 상실을 대가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단순한 자
영업 창업지원에서 더 나아가 자영업의 지속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 정책지
원이 필요하다.

핵심 용어: 자영업 소득, 자영업 경험, 생애근로소득, 임의효과모형

I. 서 론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9.5%에서 2010년 28.8%
로 하락하였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05만 명에 이르는 비임금근로의 감소는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 내
의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영업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실업의 대안적 고용형태라는 특성을 가
지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이에 대한 지원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1)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고용촉진을 위해 영세자
영업 지원과 축소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고, 청년층을 위해서는 벤처창업(기술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자영업 선택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을 경험하고 임금근로로 전환한 근로자의 소득이나 수
익에 대한 실증분석이 진행되었다. NLSY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 경험과 임금
근로 경험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Evans and Leighton(1989)은 임금근
1) 자영업 선택에 관한 연구는 자영업자가 실업을 경험한 비중이 높고(Evans & Leighton,
1989), 실업률이 높아지면 창업이 증가하는(Evans & Leighton, 1990) 한편, 실업 상승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므로 높은 실업률은 창업을 줄인다(Audretsch & Fritsch, 1994)는 다
양하고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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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험의 자영업소득에 대한 효과는 임금근로소득에 대한 효과보다는 작고,
자영업 경험의 임금근로소득에 대한 효과는 임금근로 경험의 임금근로소득에
대한 효과보다는 크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층 근로소득을 분석한 Ferber and
Waldfogel(1998)는 법인 형태의 자영업 경험이 비법인 형태의 자영업과 임금근
로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Williams(2000)는 자영업 경험이 여성
의 임금근로소득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밝히고 있다.
PSID 자료를 이용한 Bruce and Schuetze(2004)는 자영업 경험이 임금근로자
의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음을 밝히고 있으며, Fairlie(2004)는 저학력자
의 자영업 경험은, 초기 몇 년을 제외하면, 임금근로소득보다 더 빨리 상승함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 경험과 근로소득에 관한 기존 연구로부터 두 가지 가설을 구축할 수
있다. 하나는 생애노동 초기의 자영업 경험이 이후의 생애근로소득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가설이다. 이는 청년기에 임금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자
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인적자본 축적의 측면에서 미취업상태보다는 낫지만,
낮은 인적자본 수준을 알리는 낙인효과를 가지며, 결국 임금근로 경험자와 비
교할 때 중장년기에 근로소득(임금소득과 자영업소득을 불문)이 낮아진다는 것
이다.
또 다른 하나는 청년기의 자영업 경험이 중장년기의 임금근로소득에는 부정
적 효과를 미치지만 자영업소득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가설이다. 이는
청년기의 자영업 경험이 자영업에 특유한 인적자본의 축적에 기여하는 한편,
이러한 기여는 임금근로에 특유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하는 비용을 치
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한국노동패널조사」제11차년도 직업력 자료로부터 생애
노동의 초기에 해당하는 20대에 자영업을 경험한 개인 표본을 변별한 후 이를
제1~11차년도 본 자료에서 포착된 일자리로부터의 근로소득 및 주요 정보와
매칭한 데이터를 임의확률모형(random effect model)과 통합회귀모형(pooled
regression model)에 적용하여 언급한 두 가설의 진위를 파악하여 청년기의 자
영업 경험이 중장년기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자영업 선택 및 성과와 관련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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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제I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와 표
본선택과정을 소개하고 자영업 경험과 생애근로소득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한
다. 제IV장에서는 자영업 경험이 생애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와 자영업 경험이
임금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 각각에 미치는 효과를 임의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간략한 정책방향을 제시
한다.

Ⅱ. 주요 자영업소득 관련 선행연구

1. 해외 자영업 연구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자영업 선택과 자영업 성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영
업 선택에서는 가족 배경, 세대 간 이전, 개인 특성, 재정적 제약에, 자영업 성
과에서는 자영업소득, 생존에 초점이 주어져 왔다.2) 자영업 성과를 다룬 연구
는 자영업소득, 지속기간, 만족도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
소득의 결정요인 및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 임금근로와 비교하면
자영업에서 소득 편차가 더 크고 소득불평등도가 높으며, 특히 저소득 자영업
자의 소득 변동이 저소득 임금근로자보다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er,
1997a; Holz-Eakin, Rosen & Weathers, 2000).
NLSY자료를 이용해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근로소득 변동을 분석한 Fairlie
(2004)는 청년기에 자영업을 시작한 자의 근로소득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임금근로자 근로소득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보이는 한편, 고정효과모형의 추정
을 통하여 남성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더 높
으며 이의 편차 역시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Hamilton(2000)은 Fairlie와 달리, 자영업소득이 임금근로소득보다 낮은데 이
2) 자영업 선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지면상 생략한다.
3) Blanchflower and Oswald(1992)와 Bradley and Roberts(2004)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한
자영업자의 만족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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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영업자가 소득보다는 비금전적 측면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Parker
(1999; 2003)는 자영업소득이 임금근로소득보다 높다는 결론보다는 자영업과
임금근로 모두 직종별 소득불평등이 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Burke et al.(2000)은 대학졸업의 고학력은 자영업 선택에 부정적 효과를 가
지지만 자영업소득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유동자산도 소득수준에 영향력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Falter(2007a; 2007b)는 경험, 근속기간, 교육수준, 연
령 등 특성의 불평등은 자영업보다 임금근로에서 크고, 자영업에서의 불평등은
자영업 선택자의 이질성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있다.
Evans and Leighton(1989)은 임금근로와 비교한 자영업 경험으로부터의 수
익(return)이 낮지만, 임금근로 경험을 쌓다가 나이 들어 자영업을 시작하면 소
득이 낮을 확률이 높고 절반 정도가 6년 이내에 퇴장한다고 보고하고 있다.4)
Rissman (2006)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 등 지역노동시장
의 환경이 청년층의 자영업 지속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자영업에서 1년을 버티
면 지속기간이 길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2. 국내 자영업 연구
국내 자영업 관련 연구 역시 자영업 비중, 자영업 선택, 자영업 성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자영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며, 주로 소득분포 또는
소득결정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5)
매출액과 소득 및 만족수준을 자영업 성과의 지표로 설정하고 이의 결정요인
을 분석한 성지미․안주엽(2002)은 이전의 경험은 자영업소득에, 자영업의 중
장기 목표는 자영업소득과 연간 매출액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근로소득의 분포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 최강식 등(2005)은 자영업소득의 편
4) 영국 자료를 분석한 Taylor(1999)는 창업 이후 1년간 90% 정도 생존하지만 5년 생존 비
중은 58%라 밝히고, 자영업에서 퇴장하면 자발적으로 다른 고용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영업 생존자는 실업 경험이 없고 일자리 경험이 있으며, 어느 정도 초기 자본
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하였을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5) 자영업 비중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류재우․최호영(1999)과 류재우․최호영(2000), 김우영
(2001)을, 자영업 선택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김우영(2000), 금재호․조준모(2000), 안주
엽(2000), 성지미(2002), 전병유(2003)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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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더 크고, 남성 자영업자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익률이 높으며,
경기회복 후 자영업소득과 관리직이나 전문직의 임금소득의 차이가 상당히 작
다고 보고하고 있다. 류재우(2004)는 경제위기 이후 상대적 소득기회 및 선택
성의 변화로 자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양극화가 커졌다고 제시하였다.
소득격차를 분해하는 최강식․정진화(2007)는 소득격차가 산업 및 직업에
의한 것이며, 관찰되지 않는 특성(생산성 차이 및 차별)에 의한 부분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Ⅲ. 분석자료 및 기초분석

1. 자료 및 표본
가.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는 “가구와 개인
의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및 성과를 장기간 추적조사하여 횡단면 자료로는
분석 불가능한 현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한 5,000개 원 가구표본과 이에 속하는 15세 이상 생산가
능인구 13,738명의 원 개인표본(혼인, 분가, 합가 등으로 인한 신규 가구와 신
규 표본을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력 자료(work history data)는 개인 표본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로 이에는 제1차년도 조사(또는 신규 표본에
대해서는 최초 조사) 이전에 가졌던 일자리에 대한 정보(회고적 정보) 및 각 조
사시점 당시 가지고 있는 또는 조사시점 사이에 가진 적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에는 일자리의 일련번호, 일자리 순서, 일자리 정보가 파악
된 조사 차수, 일자리 형태(임금/비임금근로) 등 일자리 변별과 관련된 정보와
일자리의 시작 및 종료 시기 및 다양한 일자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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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 본
1) 초기 자영업 경험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변수 중 하나는 생애노동경력의 초기 단계(20~29세)에
서 자영업에 종사한 경험(이하에서는 ‘초기 자영업 경험’) 여부다. 이를 변별하
기 위하여 ① 제1~11차 조사에 포함된 개인 표본별 출생 시점을 파악, ② 이를
직업력 자료와 통합하여 일자리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또는 조사 시점) 사이에
개인 표본의 연령이 20~29세가 되는 일자리를 포착,7) ③ 이러한 일자리의 종사
상지위(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세분된 임금근로, 고용주/자영업자, 가족종사
자)를 파악, ④ 20~29세에 가졌던 (복수의) 일자리 중 하나 이상의 일자리의 종사
상지위가 고용주/자영업자에 해당하면 초기 자영업 경험 표본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변별된 개인 표본(14,440명) 중 20대에 일자리 경험이
있는 표본은 11,583명(80.2%),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표본은 9,901명(68.6%),
고용주/자영업자 일자리 경험이 있는 표본은 2,157명(14.9%), 무급가족종사자
경험이 있는 표본은 958명(6.6%)으로 나타난다.
이 중 고용주/자영업자 일자리 경험이 있는 표본을 ‘초기 자영업 경험’ 표본
으로 정의한 후,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표본을 ‘초기 자영업 미경험’ 표본으로
정의한다.8)
2) 분석대상 표본
표본 선택을 위해 먼저 제1~11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일자리 중 초기 자영
업 경험 여부가 변별되고, 근로소득(임금소득이나 자영업소득)에 대한 정보9)와
교육수준, 혼인상태(미혼 또는 기혼), 사업장의 소재지, 주된 설명변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표본의) 일자리만 포함한다.10)
6) 직업력 자료에는 총 10만 3,664개의 관측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는 회고적 일자리가
18,624개, 비임금 일자리가 30,998개, 주된 일자리가 68,074개 포함되어 있다.
7) 제1~11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관측치는 128,707개(17,989 개인 표본)이다. 직업력 자료
의 103,664개 관측치 중 종사상지위, 일자리 개시 시점 및 종료 시점에 대한 정보가 불
충분한 관측치를 제외하면 101,390개(14,440 개인 표본)가 유효하다.
8) 그 외 무급가족종사자 경험이 있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9) 주된 일자리에 대해서만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 중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 또는 고
용주/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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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경력 초기 자영업 경험이 장기에 걸친 근로소득(임금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은 조사 당시 개인
표본의 만 나이가 30~55세에 해당하는 25,684개 일자리(개인 표본은 5,664명
으로 평균 패널횟수는 4.5회)이다.
<표 1>에서 표본 분포를 보면, 72.5%에 해당하는 18,632개 관측치가 남성
표본의 일자리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11) 표본 중 자영업 일자리
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7,116개)이며, 이러한 비중은 남성(29.9%)에서 여성
(21.9%)보다 높게 나타난다.12) 표본 중 초기 자영업 경험 표본의 일자리가 차
<표 1> 표본 유형별 근로소득
(단위 : 개, 만 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자영업 경험 유무
자영업 경험자
미경험자
임금/자영업 근로
임금근로
자영업
전체
자영업 경험 유무
자영업 경험자
미경험자
임금/자영업 근로
임금근로
자영업
전체
자영업 경험 유무
자영업 경험자
미경험자
임금/자영업 근로
임금근로
자영업

관측치
25,684

평균
205.3

중위값
172.8

표준편차
210.8

5,332
20,352

208.8
204.3

169.8
175.6

231.7
205

18,568
7,116
18,632

190.6
243.4
229.7

169.8
190.8
195.7

127.8
340.3
233

4,360
14,272

219.8
232.7

182.3
200

244.9
229.2

13,060
5,572
7,052

215.4
263
140.7

191.6
205.5
106.4

133.8
371.6
112.4

972
6,080

159.2
137.8

110.2
106.4

150.1
104.9

5,508
1,544

131.8
172.5

102.8
123.3

87.6
170.6

주 : 근로소득(임금 및 자영업 소득)은 2005년 기준 실질소득.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본 조사 및 제11차년도 직업력 자료).
10)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정보는 제4차년도 조사부터 제공되고 있다.
11)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취업 비중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12) 이는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여성은 상대적으로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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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은 20.8%(5,332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중은 남성에서 29.9%,
여성에서 13.8%로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2. 기초분석 : 초기 자영업 경험과 근로소득
가. 자영업 종사 비중
[그림 1]은 본 분석의 관심대상인 30~55세 연령별 표본의 자영업 종사 비중
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 자영업 종사 비중은 30세에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50대에는 4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여, 연
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종사 비중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30대 중반까지는 자영업 종사 비중에서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그 이후
남성의 상승세가 여성에 비해 급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 종사 비중을 초기 자영업 경험 유무별로 보면, 경험자의 자영업 종사
비중은 전체 연령에 걸쳐, 다소간의 변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60%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초기 자영업 미경험자의 자영업 종사 비중은 30세
에 거의 전무하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여 40세에는 20%, 46세에는
30%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근로소득13)
<표 1>에서 근로소득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값은 205만 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위값은 173만 원으로 어느 정도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근로소득은 23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13) 근로소득함수(earnings function)를 추정하는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단위당 보
수를 측정하는 시간당 임금보다는 월평균 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또한 자영업의
근로시간과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동일 수준에서 측정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를 반영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당 임금을 사용할 때 다소간 결과가 변할 수 있
을 것이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 각 조사 시점에서 파악된 (명목)근로소득을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실질
근로소득이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영업이익<0을 의미)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은
0으로 처리하였다.

62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3호

[그림 1] 자영업 종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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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남성의 61.3%에 해당하는 141만 원 정도이다.
임금 - 자영업 근로소득을 보면, 자영업소득이 243만 원으로 임금근로소득
(191만 원)보다 27.7%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22.1%)에서보다는
여성(30.9%)에서 크게 나타난다.
초기 자영업 경험 유무별 근로소득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경험자(209만
원)와 미경험자(204만 원) 간 약 2%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미경험자와 비교할 때 경험자의 중위값과 평균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근로소득의 분포가 더 편중되어 있고 표준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
로 보면, 남성에서는 미경험자의 근로소득이 약 5% 정도 높은 반면 여성에서는
경험자의 근로소득이 약 16%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2]는 표본 유형별로 연령-근로소득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임금자영업별 연령-근로소득 곡선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대부분 연령에서
자영업소득이 근로소득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50대에서는 비슷한 수준
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남성에서는 30대 후반이, 여성에서는 40대 중반이 자
영업소득이 임금근로소득을 크게 상회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기 자영업 경험 유무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45세 정도까지는 경험자
와 미경험자의 근로소득이 모두 일정한 상승추세를 보이며 두 집단 간 근로소
득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 이후에는 경험자의 근로소득
은 하락추세를 강하게 보이는 반면, 미경험자의 근로소득은 어느 정도 상승추
세를 유지하여 양 집단 간 근로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에서는 50대 초반까지 경험자의 근로소득이 미경험자의 근로소득을 뚜렷하게
상회하는 한편, 53세에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어 미경험자의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미경험자 대비 경험자의 근로소득은 45세 전후 40대에서 가장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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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표본 유형별 연령-근로소득 곡선
(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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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초기 자영업 경험의 효과

1.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경력 초기(20대)의 자영업 경험이 중장기에 걸쳐
근로소득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의 존재를 밝히는 것으로, 20대에
자영업을 경험한 집단과 자영업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를 경험한 집단
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자영업 경험의 중장기 근로소득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1)

으로 일반적인 임의효과모형이다.15)
여기에서  는 실질근로소득의 로그값,  와  은 연령과 이의 제곱, 
는 초기 자영업 경험의 가변수 (자영업 경험자에 대해서는   , 미경험자에
대해서는   ),  는 그외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설명변수, 는 개별적 이
질성을 포착하는 임의효과,  는 오차항이며,       ,    (자영업 경
험자), (미경험자)는 이와 관련된 추정될 계수이다.16)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근로소득을 설명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
로는 미혼, 사업장 소재지(서울과 그 외 지역), 교육수준(교육받은 햇수),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과 이의 제곱이 포함된다.17)
15)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의 추정 결과 모두 유사한 결론을 보여주며, 다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전반적(overall) R2가 낮게 나타난다.
16) 패널분석모형(고정효과모형이나 임의효과모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17)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추가하여도 단순한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얻은 결론에 변함은 없다. 임금근로와 자영업
의 근로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초기 자영업 경험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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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연령은 40.8세로 여
성보다 남성, 임금근로보다 자영업, 자영업 미경험자보다 경험자에서 다소 높
다. 표본 중 11.5%가 미혼이며, 이러한 비중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자영업보
다는 임금근로에서, 남성 자영업 경험자보다는 미경험자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
나 여성에서는 경험자에서 높게 나타난다. 서울 소재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
은 약 25%로 여성, 임금근로, 자영업 미경험자에서 높게 나타난다.
<표 2> 표본 특성

(a) 성별
전체
관측치

남성

25684

여성

18632

7052

연령(세)

40.8

(7.1)

41.2

(7.2)

39.8

(6.8)

연령제곱

1718

(596)

1750

(607)

1634

(557)

미혼

0.1145

(0.318)

0.1176

(0.322)

0.1062

(0.308)

서울

0.249

(0.432)

0.2443

(0.430)

0.2616

(0.440)

교육연한(연)

12.7

(3.0)

12.8

(3.0)

12.3

(3.1)

근속기간(연)

7.0

(7.3)

7.6

(7.5)

5.3

(6.4)

102.5

(198.8)

114.91

(209.9)

69.7

(161.6)

근속제곱

(b) 성․임금/자영업 근로별
남성
관측치
연령(세)
연령제곱
미혼
서울
교육연한(연)
근속기간(연)
근속제곱

자영업
5572
43.5
(6.8)
1940 (587)

임금근로
13060
40.2
(7.2)
1669 (598)

여성
자영업
1544
41.8
(6.8)
1794 (576)

임금근로
5508
39.3
(6.7)
1589 (544)

0.0639 (0.245) 0.1406 (0.348) 0.0848 (0.279) 0.1122 (0.316)
0.2358 (0.425) 0.2479 (0.432) 0.2073 (0.405) 0.2769 (0.447)
12.2
(2.9)
13.1
(3.0)
11.9
(3.3)
12.5
(3.0)
7.9
(7.8)
7.5
(7.4)
6.1
(7.0)
5.1
(6.2)
122.84 (244.8) 111.53 (193.0) 87.075 (193.8) 64.83 (151.0)

고에서는 가능한 적은 수의 설명변수만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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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성․자영업 경험유무별
남성
경험자

여성
미경험

경험자

관측치

4360

연령(세)

42.4

(7.3)

40.8

(7.2)

40.7

(7.5)

39.7

(6.6)

연령제곱

1851

(620)

1720

(600)

1710

(631)

1622

(544)

미혼

0.075 (0.263) 0.1307 (0.337) 0.1121 (0.316) 0.1053 (0.307)

서울

0.214 (0.410) 0.2535 (0.435) 0.2294 (0.421) 0.2668 (0.442)

교육연한(연)

972

6080

11.8

(2.8)

13.1

(3.0)

11.9

(3.7)

12.4

(3.0)

8.0

(8.2)

7.5

(7.3)

6.5

(7.8)

5.1

(6.2)

근속기간(연)
근속제곱

14272

미경험

131.48 (227.2) 109.85 (204.0) 102.76 (213.2) 64.416 (151.1)

주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본 자료 및 제11차년도 직업력 자료).

평균 교육연한은 12.7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나며,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자가 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 표본이 경력
초기에 자영업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조사 당시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은 7.0년으로 여성(5.3년)보다는 남성(7.6년)에서 훨씬 긴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에서, 자영업 미경험자보다는 경험자에서 긴 것
으로 나타난다.

2. 자영업 경험의 장기추세효과
먼저 개인의 특성이나 일자리 특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연령별 효과만을 보
여주는 연령-근로소득 곡선(그림 2b)의 추세 분석을 위해 식 (1)에서 설명변수
를 제외한 단순모형

           
             (1')

을 추정한다. <표 3>은 단순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8)

18)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치를 이용한 30~55세 근로소득의 시뮬레이션은 현실적이지 않은 값
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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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듯, 통합회귀모형과 임의효과모형 모두에서 연령에 대한 추정치가
자영업 비경험자보다는 경험자에서 크게 나타나 경력 초기인 20대의 자영업 경
험이 그 이후 근로소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통합회귀모형의 추정치에서는 경험자의 연령
에 대한 추정치가 다소 큰 반면, 임의효과모형에서는 미경험자에서 다소 크게
나타나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여성에 대한 통합회귀모형의 추정에서는 자
영업 경험자에서 연령에 대한 추정치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임의효과모형에서
는 모든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자영업 경험의 장기추세효과 추정
표본수

전체
25,684

연령( 경험자)
연령제곱(경험자)
연령( 미경험자)
연령제곱(미경험자)
상수
Adjusted R 2
모형적합도(F-통계량)

0.0283
-0.0005
0.0216
-0.0003
4.6154
0.0032
21.73

(.0102)
(.0001)
(.0103)
(.0001)
(.2091)

연령( 경험자)
연령제곱(경험자)
연령( 미경험자)
연령제곱(미경험자)
상수
2
Overall R

0.0516
-0.0006
0.0477
-0.0004
3.8142
0.0003
94.19

(.0120)
(.0001)
(.0120)
(.0001)
(.2433)

0.1159
-0.0007
0.1155
-0.0008
1.6005
0.0005
143.71

(.0337)
(.0004)
(.0176)
(.0002)
(.3248)

모형적합도(   통계량)
연령( 경험자)
연령제곱(경험자)
연령( 미경험자)
연령제곱(미경험자)
상수
2
Overall R
모형적합도(   통계량)

***

***

***

남자
18,632
통합회귀모형
*** 0.0808 (.0119)
*** -0.0011 (.0001)
*** 0.0774 (.0119)
*** -0.0009 (.0001)
*** 3.6437 (.2439)
0.0125
60.08 ***
임의효과모형
*** 0.0843 (.0140)
*** -0.0010 (.0002)
*** 0.0846 (.0140)
*** -0.0009 (.0002)
*** 3.3053 (.2859)
0.0125
60.08 ***
고정효과모형
*** 0.1393 (.0389)
*
-0.0010 (.0005)
*** 0.1142 (.0217)
*** -0.0007 (.0003)
*** 1.6022 (.3960)
0.0040
99.84 ***

여자
7,052

*** -0.0713 (.0183) ***
*** 0.0008 (.0002) ***
*** -0.0709 (.0182) ***
*** 0.0007 (.0002) ***
*** 6.2922 (.3661) ***
0.0076
14.45 ***
***
***
***
***
***

0.0059
0.0000
0.0003
0.0001
4.4744
0.0076
14.45

(.0211)
(.0003)
(.0208)
(.0003)
(.4150) ***
***

*** -0.0177 (.0692)
**
0.0009 (.0008)
*** 0.1243 (.0281) ***
*** -0.0009 (.0003) ***
*** 1.5820 (.5325) ***
0.0010
50.40 ***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 안의 숫자는 표본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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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임의효과모형의 추정치를 이용한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경험 여
부별 근로소득의 장기추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남성 자영업 경험자의 근로소득은 42세에서 정점에 이른 후 하락하는 반면, 미
경험자의 근로소득은 47세까지 상승하다가 이후에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전
연령에 걸쳐 자영업 미경험자의 근로소득이 경험자의 근로소득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남성에 있어 초기의 자영업 경험이 임금근로 일자리
를 구하지 못하여 대안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한 확률이 높았음을 시사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19)

[그림 3] 연령-근로소득 곡선 시뮬레이션
(단위 : 만 원)

(a) 남성

19) 이러한 결과를 생애노동의 초기에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때 하나의 대안인 자
영업을 택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즉 미취업상태로 남아야 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
다. 20대에 일자리를 가지지 않았던 집단과 무급가족종사자 경험이 있는 집단을 추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이들 추가된 두 집단보다는 자영업 경험 집단의 이후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즉, 생애노동 초기에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때, 미취업상태로
남아 있거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것보다는 자영업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생애소
득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러한 결론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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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여성

자료 : <표 3>의 임의효과모형의 추정치로부터 구성.

여성에서는 30세에서 43세까지는 자영업 경험자의 근로소득이 미경험자의
근로소득보다 높지만 그 차이가 줄어들어 44세에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경험자의 근로소득은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미경험자의 근로
소득은 급속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차이가 늘어난다.

3. 자영업 경험의 장기효과
<표 4>는 자영업 경험의 장기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근로소득 결정모형의 추
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추가된 설명변수의 효과를 보면, 남성에서는 미
혼자의 근로소득이 기혼자에 비해 25% 정도 낮은 반면, 여성에서는 미혼자에
서 21% 높게 나타나 기존 실증분석 결과와 동일하다.20) 또한 서울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이 그 외 지역 대비 1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남성(10%)에서보다 여성(14%)에서 크게 나타난다.
20) 결혼은 근로소득, 즉 인적자본의 축적 및 활용의 측면에서 남성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만 여성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경력 초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성지미)



71

<표 4> 근로소득 추정 : 자영업 경험의 장기효과
전체

25,684

표본수

남자

여자

18,632

7,052

통합회귀모형
연령(경험자)

0.0068 (.0104)

연령제곱(경험자)

0.0380 (.0120) *** -0.0487 (.0187) ***

-0.0002 (.0001) *

연령(미경험자)

0.0004 (.0105)

연령제곱(미경험자)

0.0000 (.0001)

-0.0006 (.0001) *** 0.0005 (.0002) **
0.0362 (.0121) *** -0.0491 (.0186) ***
-0.0005 (.0001) *** 0.0005 (.0002) **

-0.2085 (.0197) *** -0.3759 (.0226) *** 0.1211 (.0352) ***

미혼
서울소재 사업장

0.1270 (.0135) *** 0.1167 (.0157) *** 0.1517 (.0233) ***

상수

5.0953 (.2150) *** 4.6191 (.2495) *** 5.7630 (.3773) ***
2

Adjusted R

0.0104

모형적합도(F-통계량)

0.0291

45.87 ***

94.19 ***

0.0159
19.94 ***

임의효과모형
연령(경험자)

0.0451 (.0123) *** 0.0582 (.0142) *** 0.0256 (.0214)

연령제곱(경험자)
연령(미경험자)

-0.0005 (.0002) *** -0.0007 (.0002) *** -0.0003 (.0003)
0.0412 (.0122) *** 0.0595 (.0143) *** 0.0192 (.0211)

연령제곱(미경험자)

-0.0004 (.0001) **

-0.0007 (.0002) *** -0.0001 (.0003)

미혼

-0.0806 (.0275) *** -0.2568 (.0306) *** 0.2139 (.0513) ***

서울소재 사업장

0.1062 (.0185) *** 0.1006 (.0209) *** 0.1386 (.0340) ***

상수

3.9498 (.2508) *** 3.9132 (.2936) *** 3.9869 (.4249) ***
2

Overall R



모형적합도(  통계량)

0.0033

0.0234

132.92 ***

211.04 ***

0.0032
46.67 ***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 안의 숫자는 표본오차.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본 자료 및 제11차년도 직업력 자료).

연령과 연령제곱의 임의효과모형 추정치를 이용하여 전체 표본의 연령-근로
소득 곡선을 시뮬레이션한 [그림 4]를 보면, 30세 이후 모든 연령에서 자영업
미경험자의 근로소득이 경험자의 근로소득보다 높게 나타난다.21) 경험자의 근
로소득은 43세에, 미경험자의 근로소득은 55세에서 정점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연령-근로소득 곡선을 시뮬레이션하면 [그림 3]과
21) 계수의 추정치만으로는 자영업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연령-근로소득 곡선을 비교하는 것
이 불가능하며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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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임금-근로소득 곡선 시뮬레이션 : 전체 표본
(단위 : 만 원)

자료 : <표 4>의 임의효과모형의 추정치로부터 구성.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설명변수의 추가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영업 경험의 종사상지위별 효과
[그림 1(b)]에서 보았듯, 초기 자영업 경험 표본은 이후에도 자영업 일자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미경험 표본에서는 30대 초반에는
자영업 일자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매우 낮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높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초기 자영업 경험은 임금근로 일자리에서의 근
로소득에는 초기에 자영업에 머무른 기간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영업
일자리에서의 근로소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한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 모형은

         
 1(자영업 일자리), 2(임금근로 일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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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표 5>는 식 (2)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 초기 자영업 경험은 남성의 임금근로 일자리에서의 근로소득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효과(6.8%)를 보이는 반면, 자영업 일자리에서
의 근로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즉, 초
기에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영업을 선택한 남성이, 그 이후 자영업
을 선택하면, 근로소득 측면에서 미경험자와 차이가 없지만 그 이후 임금근로
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이 낮게 된다.22)
한편, 여성에서는 초기 자영업 경험이 이후 임금근로나 자영업 일자리에서의
근로소득에, 유의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23) 이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 있어 초기 자영업 경험은 이후 임금근로를
선택하든 자영업을 선택하든 근로소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24)
설명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미혼 남성의 근로소득이 임금근
로와 자영업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미혼 여성의 근로소
득은 기혼 남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임금근로의 근로소득이 그 외 지역에서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영업의 근로소득에는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연한은 남녀 모두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
(7.1~10.2%)를 가지는데 남성보다는 여성,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에서 다소 크
게 나타난다. 근속기간 역시 긍정적 효과(1년당 2.7~9.8%)를 미치는데 교육연
한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에서 높
게 나타난다.
22) 이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간 중 임금근로에 특유한 기업 특유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23) 특히 초기 자영업 경험자가 이후 자영업을 선택하면, 근로소득은 미경험자와 비교할 떄,
1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특유의 인적자본이 형성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4) 이러한 초기 자영업 경험이 이후 남성과 여성의 임금근로-자영업 선택에 따른 근로소득
에 미치는 효과는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 각각에 특유한 설명변수를 추가하여도 거의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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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임금근로-자영업 근로소득의 임의효과모형 추정
임금근로
자영업 경험
미혼
서울소재 사업장
교육연한(연)
현재 일자리 기간(연)
일자리 기간의 제곱
상수
표본 수
2
Overall R
모형적합도(   통계량)
자영업 경험
미혼
서울소재 사업장
교육연한(연)
현재 일자리 기간(연)
일자리 기간의 제곱
상수
표본 수
Overall R2
모형적합도(   통계량)

-0.0678
-0.2086
0.0509
0.0706
0.0273
-0.0001
4.1356
13,060
0.3310
2357.6
0.0162
0.0109
0.1193
0.0715
0.0501
-0.0003
3.4985
5,508
0.3648
1096.82

남성
(.0208) ***
(.0154) ***
(.0112) ***
(.0024) ***
(.0019) ***
(.0001)
(.0334) ***

***
여성
(.0454)
(.0342)
(.0238) ***
(.0042) ***
(.0037) ***
(.0002) *
(.0539) ***

***

자영업

-0.0019
-0.4172
0.0590
0.0845
0.0610
-0.0013
3.6085
5,572
0.0409
125.74
0.1640
0.1565
0.0478
0.1015
0.0984
-0.0031
2.9079
1,544
0.0695
79.73

(.0685)
(.1163)
(.0670)
(.0115)
(.0082)
(.0003)
(.1593)

***
***
***
*
***

***
(.1233)
(.1834)
(.1155)
(.0192) ***
(.0166) ***
(.0006) ***
(.2444)

***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 안의 숫자는 표본오차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본 자료 및 제11차년도 직업력 자료).

V. 나가는 글

비임금근로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2년 정점(7,988천
명)에 이른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에는 6,858천 명으로 2002년 대비
1,055천 명(자영업자 459천 명, 무급가족종사자 597천 명) 줄어들었는데, 동일
기간 임금근로자 수가 3,312천 명 늘어난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자영업
자의 감소를 고용원 여부별로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가 40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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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55천 명에 불과하여 소위
‘자영업 구조조정’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기 어려운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 비중은 28.8%로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는데, 이는 재취업시장이 제한적인 한편 조기퇴직이 빈번하지만 은퇴
후 소득은 보장되지 않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실업이나 미취업의 대안
적 고용형태(last resort) 또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자영업 선택이 임금근로로 취업하지 못하
는 인적자본의 수준을 나타내는 낙인효과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생애노동 초기(20~29세)의 자영업 경험이 그 이후 30~55세에 걸
친 생애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와 이후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각각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한국노동패널조사」제1~11차년도 조사
자료와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노동의 초기에 자영업을 경험하면 그 이후에도 자영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초기에 자영업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자의 자영업
선택 비중은 직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자는 자영업에 특화한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반면
후자는 임금근로에서 퇴장하면서 대안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임금
근로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을 자영업에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근로소득이 결
정될 것이다.
둘째,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근로보다 자영업으로부터의 근로소득이 대부분
연령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생애노동 초기 자영업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근
로소득을 비교하면, 남성에서는 40대 중후반까지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50대
에 들어서면서 미경험자의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여성에서는 50데 초반까
지 경험자의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나 성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셋째, 초기 자영업 경험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분석하는 패널모형
과 통합회귀모형의 추정치를 이용한 연령-근로소득 곡선의 시뮬레이션은 남성
에서는 자영업 경험자의 근로소득이 미경험자에 비해 모든 연령에서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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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면, 여성에서는 40대 중반까지는 자영업 미경험자 대비 경험자의 근로
소득이 높지만 그 이후에는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초기의 자영업 경
험이 남성의 생애근로소득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여성의 생애근로소득에
는 연령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식에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추가하여도 이러한 경향은 거의 변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초기 자영업 경험이 임금근로와 자영업 일자리에서의 근로소득에 미치
는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패널모형의 추정치를 보면, 남성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자영업 일자
리의 근로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으며, 여성에서는 특히
자영업 일자리의 근로소득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통계적 유의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생애노동의 초기에 임금근로를 구하지 못한 청년의
자영업 선택은 남성에서는 중장년기에 임금근로 일자리로부터의 근로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영업 일자리로부터의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성에서는 중장년기에 자영업 일자리로부터의 근로소득에는 어느 정
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임금근로 일자리로부터의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결론은 임금근로와 자영업 일자리 각각
에서 고유한 인적자본이 축적되는데 이러한 인적자본의 효과가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 한편, 초기 자영업 경험이 임금근로 특유의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잃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종사상지위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과
이의 성과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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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ice and Performance of Self-employment: the
Earnings Effect of Self-employment during
Early Work Life
Jaimie Sung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the share of the self-employed out
of workers is still high even its continuous decrease over the last decade.
Self-employment plays a role of an alternative to the wages and salaried work
or a last resort for not being poverty. Self-employment often indicates lower
employability/human capital. By applying the random effect model to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being self-employed in the early years of work life(the control group) on
earnings profile. The estimates shows that, for men, earnings of the control
group are lower than that of the base group (those who worked but never
self-employed in their 20s) over ages of 30~55 while, for women, the control
group's are higher than the base group's before mid-40s but the opposite is
true after that. Another estimates imply that the experience of self-employment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earnings of wages and salaried men
while a positive effect for self-employed women at the slightly low significance
level, but not any effect for the others. It can be concluded that self-employment
during early years is a good alternative to being employed and better than
no work and that the specific human capital is accumulated through
self-employment at the cost of that for wages and salaried work. More specific
policy supports are required for self-employment to be a better alternative
at the later work life.
Keywords : self-employment, earnings, random effect, specific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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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부문에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 봄으
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공헌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존하는 측정되어지지 않
는 노동력을 가시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
정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게 연령, 교육연수가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여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37,801
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해당 연도 사회복지 예산의 약 21%임을 알 수
있었다.

핵심 용어: 여성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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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공공재의 서
비스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 욕구로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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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욕구의 일부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충족될 때 정부재정의 팽창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손원익 외, 2008).
이러한 민간의 비영리 조직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비영리활동에 필요
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민간 기부(민간의 금전 기부)
라면, 비영리 조직이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주요 방법은 민간의 자원봉사활
동(민간의 용역 기부)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시간을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자원봉사활동(philantrophy, volunteering, giving of time)은 우리나라의 국민소
득계정, 노동력 통계 등에서 제외되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인권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해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박태규, 2004). 또한 자원활동․자원봉사활동, 자
선적 기여행위(charitable contribution)는 경제학적 틀 안에서 분석될 수 있다.2)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부, 자원봉사활동 문화의 발전과 성숙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사회 내에
서 형성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9%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72시간으로 그 수치가 적지 않다. 또한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인구의 74.1%가 여성이다(조선주, 2009). 여성 자원봉사활동
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높은 감성지수와 능
동적인 자세를 여성들의 강점으로 인지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축제로 여기고
있으며(여성신문, 2009), 2008년 한국인(이강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
장)이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회장으로 뽑혔다.3) 아울러 2005년 8월 국회
를 통과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당시 한국자원봉사활동의 노력의 결실로 볼
2) Sugden(1984)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재원은 ‘소비자 부담의 방법’, 즉 교환을
통한 자원의 이동과 ‘소비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 그리고 ‘자발적인 기
여(voluntary contribution)’ 이렇게 세 가지로 충당되며, 이 중 자발적인 기여, 즉 자선이
나 기부 행위는 엄연한 경제적 현상이므로 당연히 경제학적 분석 대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3) IAVE는 전세계 100여 개국의 1천여 개 개인과 단체 회원이 가입한 단체로서 설립 40년
이래 아시아권에서 대표가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에 따르면, 한국은 빠르
게 성장하고 있는 자원봉사 신흥강국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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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국 248개 지방자치
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및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정부 또한 자원봉사활
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문화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조사와 연구들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소의 미흡함과
미진함을 가졌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도 민간․지역 단위 자원봉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등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만 자원봉사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이 전세계의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와 막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하려는 노력 또한 미미하
다. 특히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여성이 많은 비공식 노동
시장의 중요한 구성의 규모를 공식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즉 현존
하는 노동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상당히 큰 부분의 실제 노동력을 가시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자원봉사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자원봉사활동 단체의
경제적 가치 및 활동의 효과를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를 확인하고, 정책 형성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초중반까
지 자원봉사활동이 일정 부분 여성들의 노동력을 평가절하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았다(조선주 외, 200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선
행 연구들에서의 논의들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해당 논의를 넘어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고자 하였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시장
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
는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 수행 시 이에 대한
가치 추정은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즉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
의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형성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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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의 검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
구,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요인 및 인정이나 보상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연구로 김태홍 외(2005)는 시장임금을 전 직종의 평균임금으로 사
용하는 기회비용법을 채택하여 자원봉사활동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
다. 가치 추정을 위해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2004년 9월 경제
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과 자원봉사자 수를 계산하
고, 노동부의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해 구한 시간당 임금을
시장임금으로 활용하였다. 추정 결과 20세 이상 협의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18,325억 원으로 이는 2004년 우리나라 GDP(7,784,446억 원)의 0.2%
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분석하였다. 성별로 남성은 6,390억 원, 여성은 9,699억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423억 원 많았다. 협의의 자원봉사활동 노동에서는
남성이 1일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은 여성보다 길었으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행위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강현 외(2008) 연구에서는 성
인 자원봉사활동 인구수와 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추정치는 각각 737만
4,405명, 1.73시간으로 연간 총 자원봉사활동 시간 수는 약 6억 6,519만 시간으
로 추정되어 2005년에 비해 17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원봉사자의 총 자원봉
사활동 시간과 전 산업 시간당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자원봉사활동
의 총 경제적 가치는 7조 3,896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중에는 특히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기
혼여성 특히 전업주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혼여성이라는 사회적․제도적
입장이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
기도 하다. 즉,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
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누군가를 돕는 이타주의적 동기와 함께 고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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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보고, 사회와 자신의 발전이 공존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동기로서의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오명복, 2002). 이러한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향은 취업을
고려하여 사회활동을 미리 체험해 보거나 자신이 배운 기능이나 기술을 활용하
려는 방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고, 가사와 자녀양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
성일수록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내
재된 욕구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이면에 은폐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
하는 주장도 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주로 보살핌, 보호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성 고정 관념에 의한 성역할 분업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 가사노동과 함께 여성의 무보
수 이중노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성 노동의 평가절하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Kaminer(1984)는 젠더적 관점에서의 여
성 자원봉사활동의 출발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이 여성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
인가의 질문을 던지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는 이러한 질문에 여성에게
자원봉사활동은 늘 양날의 칼로서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McRae(1995) 또한 중
년기 여성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며, 이와 같은 활동
을 통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은 노년기의 자기 지속감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의 확대는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인력 활용이라는 측면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자
본을 늘리는 데 기여하며, 자녀교육과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상반된 시각으로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사노동과 유사한 단순반복
노동집약적인 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부
정적인 관점도 존재하고 있다(오명복, 2002). 여성 자원봉사활동은 여성의 가사
노동을 사회로 확대하여 성편의적인 노동 개념을 고착화시키고 여성들의 노동
을 무보수의 순환노동으로 전환시켜 사회적 평가절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
이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현상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성의 참여
율4)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조선주, 2009). 또한 고학력의 여성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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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늘날 여성들이 자신의 뜻과 역량을 펼치는 공간으로 NGO를 선택하고 있
고, 자원봉사활동 영역에서 여성의 활약은 정부 영역이나 기업 영역에서보다
훨씬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문정 외, 2002).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있
어 여성들이 주로 주체가 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여성들의 주요 사회참여활동으로 분류되어 여성 정책의 일부로 정책의 대상이
될 만큼 주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정
의 및 특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자원봉사활동 자체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
하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기 및 영향을 주는 요인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Brown, 2008; 조선주, 2009).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적 관심 및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자원봉사활동
에 있어 성개념 고착화 및 무보수 노동의 평가절하 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논
의를 넘어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
므로 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형성의 기반 제시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Ⅲ.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논의

1.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논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용어는 자발, 자주, 자유의지라는 뜻의 라틴어(voluntas)
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과 시간을 제공
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4) 이강현 외(2008)의「2008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 중 여성은
13.3%, 남성은 10.5%가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통계청의「2004 생활시간조
사」자료를 활용하여 남녀별 자원봉사 참여 실태를 분석한 김태홍 외(2005)에 의하면 우
리나라 자원봉사 인구의 74.1%가 여성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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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행동’
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학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은 ‘민
간 차원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무상 이전에 관련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정의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단일의 정
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인정과 보상의 문제, 사회적 책임
성의 문제 그리고 자발성과 강제성의 문제들 때문이다. 이 모든 측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자원봉사활동이란 “특정한 사회적 요구의 인식하에 사회적 책임감
의 태도를 가지고 무보수로, 또한 기본적 의무감에 메이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
할 것을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타인 지향적인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Smith, 1981).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무보수성이란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
을 배제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행한 서비스에 상응하지 않는 어떤 다른 형태의
보상이나 변상(금전 또는 기타)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에
투입된 자신의 비용이나 활동을 준비하거나 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사용된 비
용은 변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박종삼, 2005: 475).
한편,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
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제3조의 1). 또한 동법에서는 자원봉
사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및 비정파성과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동법 제2조의 1).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이타적 동기나 혹은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민적 참여라
는 순수한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
지는 데 비해 국가 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경
제적 효율성이나 정치적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가적 행사 및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에 따라 자원봉사활
동의 필요성과 의미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박종삼, 2005; 조선주,
2009).5)
5) ILO의 자원봉사 측정 매뉴얼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다음의 다양한 이유로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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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중요하다(조선주, 2009). 그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동기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사회 및 국가의 특성에 따
라 달리 범주화될 수 있는데 남을 돕기 위해, 친구나 동료의 요청으로, 내가 받
은 혜택의 사회 환원, 자기 개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등, 매우 다양한 동기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경제학적인 분석 모형으로 설명하
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때 실증적 증거에 대한 해석은
어떤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존 연
구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모형은 공공재 모형과 사적 소비재 모형이다6).
이 두 모형의 차이점은 자선적 기여(자원봉사활동)를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는데, 연구자들은 종종 더 현실적인 관심을 보이기 위해 이 두 모형의
동기를 혼합한 형태의 모형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경제
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유엔(UN)은 2001년도에 회원국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지식기반을 강화’하고 그 공헌을 ‘측정’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유엔총회, 2001), 유엔 통계국은 국가 회계시스템 내 국가
가 생산한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부가 회계에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포함시키
도록 추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발런티어 혹은 발런티어링)란 용어가 전세계에
걸쳐 널리 이해된 것은 아니며, ‘강요된’ 자원봉사가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부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사회에서는 돕는다는 것이 문화적으로 당연히 기대되
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의 뚜렷한 형태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자원봉사가 일반적
으로 무보수로 이뤄지는 활동이라 여겨지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사비 혹은 적당한
현금경비 지원 같은 일종의 보조가 있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일반적
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무보수로 제공하는 보조는 자원봉사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
족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 심지어 ‘직계가족’의 정의가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6) 첫째는 주로 초기 문헌들에서 논의된 것으로 공공재 가정하에 자선적 기여 행위를 설명하
는 공공재 모형(public goods model)이고, 둘째는 공공재의 가정을 포기하고 자선적 기여
행위 자체에서도 효용이 발생한다는 사적 소비 모형(private consumption model)이다. 셋
째는 공공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선적 기여 행위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동기들을 고
려한 공공재 공급과 사적 소비가 혼합된 모형(mixed public-private goods model)이다
(Andreoni, 1998; Duncan, 19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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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의를 시작하였다(ILO). 먼저 자원봉사활동은 광범한 영역이며 상당한 경
제적 가치를 발생시키고, 많은 국제기구들이 자원봉사활동의 공헌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노동력 통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
며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자 본인과 자원봉사를 받는 수혜자들에게 많이 공헌함
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나 규모, 분배에 대한 측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 형성의 기반을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측정의 의의와 중요성
앞 절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측정의 의의에 대해 논하였
다. 본절에서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 가치 측정의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모든 영역에 있어 여성이 자원봉사활동
가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하는 무보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논해야 하는데, 우리나
라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이타주의적인 동기와 개인적인 동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는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이타적 동기뿐만 아니라 자원봉
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직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요구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중요한 동기로 지적되고 있었다(조선주
외, 2009). 사회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을 자신의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요구와 더불어 ‘돌봄’에 대한 여성 특유의 경험과 익숙함이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저해 요인으로는 가족 내에서의 지지와 인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가족 내에서의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기관이나 사회
에서의 인정과 지지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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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9). 실제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원체계가 미진한 것이며, 지원체계 등을 논
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 영
역에서의 여성의 활동은 매우 두드러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비공식 노동시장의 중요한 구성의 규모
를 가시화하고, 현존하는 노동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상당히 큰 부분의 실제 노
동력의 의의와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논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일정 부분 여성들의 노동을 평가절하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논의를 넘어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자원
봉사활동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금액
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부 지원의 확대, 축소 등과 관련된
정책을 논할 경우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근거 데이터가 부
족하다. 그러므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증가 및 중요성과 함께 본 연
구에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의 발
생, 가시화되지 않은 많은 노동력 통계의 축적, 수많은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신뢰와 존경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요성 증대 등의 측면에서 관련 정책이
바람직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7)

Ⅳ.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사)볼런티어 21의「2008년 한국인의 자
7) 이때 이러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비교가능성, 실행가능성, 비용유효성, 효율성,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IL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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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활동 및 기부 현황」의 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근 들어 자원봉사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정부 정책 입안 및 집행자, 전문가, 실무자를 비롯하여
언론 및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원봉
사활동에 관하여 생산하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생
활시간 조사｣ 자료에 일부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관한 항목이 있으나 5년에 한
번씩 조사되므로 급변하는 추세를 분석하기에는 조사주기가 너무 길며, 자원봉
사활동만을 위해 설계된 조사가 아니므로 관련 분석을 하기에는 변수 등의 제약
이 있으므로 상기 자료를 사용하였다.8) 본 실증분석에서는 해당 자료가 패널 자
료가 아닌 횡단 자료이며, 해당 연도마다 설문 문항이 조금씩 다르므로 가장 최
근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2008년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9)
사용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현
황을 분석해 보면, 여성은 1,011명, 남성은 978명이다. 거주 지역의 크기는 광
역 대도시에 사는 응답자가 여성 48.3%, 남성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
소도시(40.6%, 42.5%)였으며, 읍과 면에 사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하여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규모가 큰 광역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응답자 1,011명 중
461명이 전업주부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즉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주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남성은 978명 중
판매직이 244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영업(14.2%), 일반작업․생
8) 본 자료는 자원봉사활동의 일반적인 특성, 자원봉사활동의 경험과 동기, 자원봉사활동 영
역과 인정 보상의 측면에서 조사한 자료이며, 1999년부터 매 3년마다 (사)볼런티어 21이
행정안전부 등의 지원을 받아 조사하는 전국 실태자료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료다. 조사의 표본추출방법
은 인구비례확률추출법의 원리에 따른 다단계 층화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여 지역별 층화
로 전국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표본오차는 ±2.2%p(95% 신뢰수준)으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1 대 1 개
별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본 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은 각 연도 자료에 대해 현황과 특성
을 기술통계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며, 자원봉사와 기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조선주(2006),
손원익 외(2008), 박태규(2008) 등의 연구가 있다.
9) 1999년에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2년에는 행정자치부와 UNDP(유엔개발계획)의
지원으로 1999년에 비하여 국제적 통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상기 자료는 패널 자료가 아니며, 해당 연도마다 설문의 조
사 문항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수의 일관성 담보 및 결과
의 강건성 담보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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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

거주지역

연령

직업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

광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전문/자유직
관리직
사무직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농어민
전업주부
학생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생산직
미취업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전체
미혼
기혼
전체
99만원 이하
100만∼199만원
200만∼299만원
300만∼399만원
400만∼499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여성
488(48.3)
410(40.6)
31(3.1)
82(8.1)
1,011(100)
193(19.1)
228(22.6)
224(22.2)
156(15.4)
210(20.8)
1,011(100)
13(1.3)
34(3.4)
80(7.9)
124(12.3)
170(16.8)
32(3.2)
461(45.6)
47(4.6)
0(0.0)
17(1.7)
33(3.3)
1011(100)
253(25.0)
438(43.3)
320(31.7)
1,011(100)
169(16.7)
842(83.3)
1,011(100)
85(8.4)
195(19.3)
242(23.9)
254(25.1)
120(11.9)
84(8.3)
2(0.2)
29(2.9)
1,011(100)

남성
461(47.1)
416(42.5)
29(3.0)
72(7.4)
978(100)
197(20.1)
233(23.8)
236(24.1)
157(16.1)
155(15.8)
978(100)
22(2.2)
19(1.9)
62(6.3)
139(14.2)
244(24.9)
80(8.2)
42(4.3)
81(8.3)
0(0.0)
131(13.4)
93(9.5)
978(100)
129(13.2)
391(40.0)
458(46.8)
978(100)
265(27.1)
713(72.9)
978(100)
60(6.1)
177(18.1)
263(26.9)
227(23.2)
126(12.9)
83(8.4)
13(1.3)
29(3.0)
9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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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직(13.4%) 순이었고, 남성의 경우 관리직이 19명(1.9%)으로 가장 적었다. 직
업을 갖지 않고 전업주부로 가정생활을 하는 남성도 42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전체 응답자 1,989명 중 가장 많은 41.7%가 고등학교 졸업
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대재 이상(39.1%), 중졸 이하(19.2%) 순이었다. 성별로
는 여성은 고졸 응답자가 43.3%로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대재 이상이 46.8%
로 가장 많았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기혼자가 78.2%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83.8%)가 남성(78.2%)보다 기혼자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가구의 소득분포는 전체의 약 절반이 200만∼399만 원의 가구소득
을 갖고 있었고, 최저 99만 원 이하가 7.3%, 최고 1,000만 원 이상이 2.9%를
차지하였다. 여성이 응답한 가구소득은 300만∼399만 원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
는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응답한 가구소득은 200만∼299만 원
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가 26.9%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모형의 설정 및 변수의 설명
가. 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본 모형은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형에
서 출발하였다. 개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노동공급은 잘 알려진 것처럼 개인의 효용극대화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의 효용함수와 예산
제약식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기부의 동기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로부터 자원봉사활동함수(노
동공급함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효용함수로부터 자원봉사활동함수를 도출하였다. 이
때 효용함수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기준으로 언급한 혼
합모형을 이용하였다. 개인의 기부, 자원봉사활동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순수
공공재이지만 개인들은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기부, 자원봉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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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체에서도 효용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기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고 상정한다. 그리고 기부의 기회비용은 개인이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 소득을
벌 수 있느냐와 유사한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에 의존한다(Freeman, 1997).
즉 이러한 개인의 효용극대화 함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  

(1)

s.t.                
where,  : 자원봉사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공제세율
w: 시장임금
H : 시간의 초기부존량

여기서 x i 는 소비재(consumption goods)이며, w 'h 는 자원봉사의 가치라 한
다. 여기서 w '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인의 시간당 임금(자원봉사활동의 귀속임
금(imputed wage)이다)이며, h는 자원봉사시간이다. l은 여가시간으로 24 - h10)
이다. 는 자원봉사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공제세율인데, 본 실증분석에서는 
는 공제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11)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H는 총 가용시간(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다. 여기서
개인들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주부, 학
생, 교육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무직)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그룹을 구별지을
수 있는 것을  (시간당 임금)로 보았다(Andreoni, 1988; 1989 참조). 따라서 이
렇게 도출된 개인의 자원봉사 시간은 개인의 임금, 직업, 교육연수, 연령 등 개
인 및 가구특성 변수와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유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함수는 축약모델 식 (1)을
자원봉사활동 참가에 관한 선택식으로 변형시키면 된다. 자원봉사활동 참가에
따른 잠재적인 효용(latent utility)은 시간당 임금, 금전적 기부금액 및 기타 개
인적․가구적 특성에 의존하며, 이를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0)  (여가시간)=24-(자원봉사시간)이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34의②, 소득세법 시행령 §81의⑤, 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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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3)

여기서  는 자원봉사 참가로부터의 잠재효용(latent utility)이며, 이 잠재효
용이 0보다 클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가(    )하게 된다. 만약 잔차항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자원봉사시장에 참가하게 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4)

        
     

위 식에서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포함수이고,  는 모든 설명변
수들로 구성된 벡터이다. 식 (4)는 프로빗 모델(Probit Model)이라 불리며, 이
확률식을 이용하여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설정하고 이 우도함수를 최
대화하는 계수들을 추정함으로써(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각 설명변수들이 자원봉사시장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제1단계에서 도출된 Probit Likelihood 함수의 추정치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계산하고,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한다.
즉 자원봉사활동 공급방정식에 Mill's ratio의 역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2단
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임금방정식과의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고, 이상의 방
정식으로 구해진 자원봉사활동 공급함수와 임금함수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자
원봉사시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이와 같은 CES 효용함수로부터 실
증분석에 필요한 2개의 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12)
12) 본 모형은 개인 기부의 동기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로부터 자원봉사활동함수(노동공급함수)
를 도출하는 것이다. 개념상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 노동은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지불된 가격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형태의 수요 및 공급함수를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유급노동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자원봉사 노동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Dennis R. Young, 1995)1). 먼저 자원봉사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력을 관리․감독하거나 보상 및 교육
기회 제공 등과 같은 프로그램 운용에 드는 제반 비용이 그런 것들이다. 더구나 자원봉
사인력이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수준이 유급 실무자의 그것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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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참가 =     (probit model)

(5)

ln(자원봉사활동시간)    

(6)

나. 변수의 설명
상기에서 프로빗 모형으로 자원봉사활동시장 참여 여부에 관한 식을 추정할
때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들로 가장 중요한 것은 로그로 변환된 자원봉사의
가격과 개인의 기부금(   )이고, 개인적인 특성들(   )과 가구 특성들(   )이 통
제변수로 포함된다.13)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개인적 특성들에는 직업․지역, 가
구 특성으로는 결혼 유무 등이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 사용한 설명변수로는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
(서울 및 광역시와 기타 지역으로 더미변수 처리), 교육연수, 직업(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더미변수 처리14))을 사용하였
다.15)
피설명변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자원봉사활동시간(연간 총 자원봉사
활동시간의 대수치를 사용하였다)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변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는데 <표 1 >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사용 자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 노동수요가 해당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유급노동과 마찬가지로 노동시간과 함께 감소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자도 봉사 행위를 통해 편익이나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상의 대부분
은 특성상 무형이고 비금전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 즉 교육 및 역량개발,
보상, 다른 봉사자와의 연계 강화나 해당 조직의 서비스 이용 등의 경우는 유형적이며
가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CES 효용함수로부
터 자원봉사활동함수를 도출한 것이다.
13) 시간당 임금은 설명변수에서 제외되었는데, 시간당 임금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
향은 김현숙․성명재(2006)와 Lee(2004)의 연구를 참조.
14) 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선주(2006)의 연구를 참조.
15)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소득의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의 참가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 단위이므로 개인소득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 자료는 개인소득이 아니고 가구소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시된 가구소
득은 정확한 소득수준이 아니고 구간별 소득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소
득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구분되어야 좀더 강건한 결
과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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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 변수의 기초통계
연령(세)
교육연수(년)
임금(만원)
연간 자원봉사시간(시간)

여성

남성

44.3

42.9

12.2

13.2

788,681

1,947,002

20.6

14.7

료의 여성의 평균연령은 44.3세, 남성의 평균연령은 42.9세로 여성이 높았다.
반면, 교육연수는 여성이 12.2년, 남성이 13.2년으로 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가정할 때, 여성은 고졸, 남
성은 대재 정도의 학력임을 알 수 있었다. 평균임금은 여성의 경우 78만 8천
원, 남성은 194만 7천 원으로 여성은 남성 임금의 41%에 해당하는 임금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주부인 경우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Ⅴ. 분석 결과

1.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여성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가 여부의 프로빗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
연령의 제곱, 교육연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나아
가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변수들은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육연수와 연령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확률이 높
았으며, 교육연수가 자원봉사의 참여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학력
이 높을수록 참가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가확률이 높은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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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상수항
교육연수
연령
연령제곱
지역 크기
직업
표본 수

여성

남성

-3.467869***
(.6781722)
.0723774***
(.0269728)
.0710013***
(.0215091)
- .0006987***
(.0002372)
.025793
(.0536772)
.0054855
(.0176848)
1003

-3.734045***
(.6614728)
.0712071***
(.0227116)
.0725156***
(.0251424)
- .0006748**
(.0002771)
.0689128
(.0549442)
.3353019***
(.1286629)
972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가 많고,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김태홍 외, 2004).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참가 여부의 프로빗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 연령의 제
곱, 교육연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자원봉
사활동의 참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성의 결과와 같이 교육연수와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의 참가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참가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
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가확률이 높은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고,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
이다(김태홍 외, 2004).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 참가 여부에 대해 프로빗 추정식으로부터 Mill's ratio
의 역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금함수와 자원봉사활동의 공급함수를 추정
하였으며, 도구변수로 연령, 연령제곱, 교육연수를 이용하였다.16)
16) 임금방정식의 경우 모든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Mill's ratio의 역수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여 임금방정식의 추정에 표본선택의 오류를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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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별 자원봉사활동시간에 대한 회귀식
종속변수

IV

교육연수
연령
연령 제곱

log(imputed임금)


포본 수

IV

.7136997
(2.919676)
-.0535438
( .088875)
.0799974**
( .0337176)
-.65927*
( .3310667)
.1644108
( .1769523)
-.5825943
( .8829666)

2.246266
(9.558616)
-.1437592
(.0982298)
-.0340242
(.1088529)
.0004803
(.0010938)
.2571839
(.5602412)
-.2874515
(1.473446)

여성

독립변수
상수항

OLS

-27.70566
(22.06029)
.7951182*
(.4156752)
.6904881
(.4333728)
-.0065054
(.0043039)
-.9074572
(.7147525)
12.5084*
(7.140817)
1003

OLS
남성

7.780017
(3.019834)
-.1650563**
( .0708803)
.0164316
( .0301633)
-.1608338
( .3133594)
-.0816616
( .1370415)
-1.019209
( .888336)
972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원봉사활동 공급함수의 추정 결과를 보면 교육연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실질임금률의 로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CES 효용함수로부터 도출한 노동공급함수가 슬러츠키 조건을 충족
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노
동공급시간의 표본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Mill's ratio의 역수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공급함수의 추정 결과는 여성의
결과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OLS로 분석한 결과17) 여
필요를 제시하였다.
17) 본 추정에서는 지역 크기와 직업을 식별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참가 방정식에서 보
면 지역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참가와 시간 방정식이 완벽하게 식별되지 않
아 표본선택의 문제가 계속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변수 이외의 새로운 식별 변
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내생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잔
차항과 연관성이 없으면서 내생변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소위 도구변수를 발견하여 추정하
는 방법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프로빗 모델은 비선형함수이므로 어떠한 도구변수를 사용하
든지 심지어는 관측되는 변수를 그대로 도구변수로 사용해도 두 번째 식에서의 identification’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IMR의 비선형성은 프로빗 모델이 가정하는 정규분
포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정이 identification의 유일한 조건인지에 대해 많은 고
민과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자료상의 변수가 한정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단순히 시
간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체계적으로 다른 그룹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상기에 제기한 문제가 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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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연령과 연령의 제곱이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성은 교육연수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먼저 상기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성별 연간 자원봉사시간을 시뮬레이션하
였다.18) 여성의 연간 자원봉사활동시간의 평균값은 20.6시간이었으나 추정방
법으로 계산한 자원봉사활동시간의 평균값은 22시간으로 나타났다. 연간 남성
의 자원봉사활동시간의 평균값은 14.7시간이었으나 추정방법으로 계산한 자원
봉사활동시간의 평균값은 15.2시간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성의 연간 자원봉사
활동시간과 비교할 때 약 6~7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간 자원봉사활동시간의 추정값
변수
여성

남성

평균(Mean) 표(Std. Dev.) 최솟값(Min)

최댓값(Max)

자원봉사시간의
추정치

22.68215

21.6799

-6.046686

263.4288

자원봉사시간

20.69376

90.0852

0

720

자원봉사시간의
추정치

15.2658

9.529083

-.610633

103.8397

자원봉사시간

14.71779

81.07186

0

1188

있다.
18) 자원봉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무급노동(unpaid work)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산출량접근법(Output-related Method)과 투입
량접근법(Input-related Method)이 있다. 산출량접근법은 자원봉사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화폐가치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투입량접근법은 노동시간에 가치를 부과
하는 방법이다. 산출량접근법은 자원봉사조직의 대부분이 그들이 생산한 산출물에 대한
자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고, 자료가 있어도 산출물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투입량접근법에는 종합적 대체법,
전문가대체법, 기회비용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
은 자원봉사자가 무급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 시장임금을 가치평가에 적용
한다. 자원봉사의 기회비용은 시간배분모델 내에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노동
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기회비용법이 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하였다(김태홍 외,
2005).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방법도 투입량접근법의 기회비용법의 하나로서 그동안의
연구를 발전시킨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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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추정된 자원봉사시간과 자원봉사자 수, 추정된 시장임금을 통하여 자
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상기에서 자원봉사시간
과 시장임금은 추정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원봉사 행위자 수는 2008년 한국
인의 자원봉사시간 원 자료의 자원봉사 참여비율에 통계청의「2008년 경제활
동인구조사」원 자료에서 20세 이상 인구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간 경제적
가치는 자원봉사 행위자의 총 자원봉사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것에 365
일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이때 월평균 자원봉사활동시간의 추정치는 여성의 경우 22시간으로 나타났
고, 남성의 경우 15시간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추정값은 여성은 56만 5천, 남성
은 191만 3천 원으로 남성이 약 3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 결과 20세 이상 자원봉사인구 노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37,801억 원
이다. 20세 이상 자원봉사인구 중 남성의 경제적 가치는 25,304억 원으로 여성
의 11,497억 원보다 13,807억 원 많았다(표 6 참조). 자원봉사 참여 비율 및 자
원봉사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나 1인당 임금이 여성이 남자보다 작
기 때문에 전체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도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9)
이 수치는 2008년 GDP의 0.35%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2008년 정부 일반계
산의 2.1%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사회복지예산의 2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즉, 정부가 공급하는 사회복지 부문의 공공서비스 21%를 민간의 자원봉사활동
에 의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 상기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 본문의 추정된 임금(imputed wage)을 바탕으로 실질임금
(virtual wage)을 계산한 후 자원봉사활동 참가 여부를 프로빗(probit)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추정한 것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시간은 먼저 1단
계에서 효용함수로부터 자원봉사활동(노동공급)의 가능성에 대한 Probit Likelihood함수
를 도출한 후 추정치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계산하였다. 이 후 도구변수를 이용하
여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공급방정식에 Mill's ratio의 역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임금방정식과의 연립방정식 해를 구
하고, 이상의 방정식으로 구해진 자원봉사활동함수(노동공급함수)와 임금함수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시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추정된 임금(imputed wage)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나 주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추정가치 규
모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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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 2008

인구수(A)

자원
봉사자수
(B)

자원
봉사자
비율
(C)

1인당
월 자원
봉사시간
(D)
(추정치)

1인당
월평균
임금
(E)
(추정치)

1인당
시간당
임금
(F)

1인당
연간
자원봉사
경제적
가치

전체
자원봉사의
연간
경제적
가치

단위

(명)

(명)

(%)

(시간 )

(원)

(원)

(원)

(억원)

20세 여성
이상
성인 남성

17,823,358

1,800,159

10.1

22.6

565,362

2,355

638,676

11,497

17,131,425

1,696,011

9.9

15.6

1,913,005

7,970

1,491,984

25,304

전체

34,954,783

3,496,170

20.0

-

-

-

2,130,660

37,801

자료 : 인구 수(A)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통계청), 자원봉사자 수: A*C, 자원봉사자 비
율:「2008년 한국인의 자원봉사」의 원 자료를 통해 계산한 비율을 사용, 1인당 자
원봉사시간: 추정치를 사용, 1인당 월평균 임금, 1인당 시간당 임금: 추정치를 사용.

Ⅵ. 결 론

이상에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
나라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이 일정 부분 여성들
의 노동력을 평가절하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았다. 특히 여성
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의 돌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
의 가사노동을 사회로 확대하여 성편의적인 노동 개념을 고착화시키고 여성들
의 노동을 무보수의 순환노동으로 전환시켜 사회적 평가절하를 조장하고 있다
는 주장 연구들이었으며, 최근에 들어와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기 및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인 자원봉사활동이 일정 부분 여성들의 노동을 평가절
하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논의를 넘어서 여성 자
원봉사활동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하고자 하였다. 사회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개
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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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비공식 노동시장의 중요한 구성의 규모를 공식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 중요하다. 즉, 현존하는 노동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상당히 큰 부분의 실제
노동력을 가시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자원봉사자들에게 크게 의존하
는 자원봉사활동 단체의 경제적 가치 및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를 확인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 등 관련
정책 형성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이며, 자원봉사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하였
다. 자원봉사활동은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취약한 부문을 민
간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자원봉사자가 그만
큼 노동시간이 줄어 임금 감소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게 연령, 교육연수가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여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교육연수가 자원봉사의 참가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참가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
수록 자원봉사활동 참가확률이 높은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관
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고,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
이다.
아울러 월평균 자원봉사활동시간의 추정치는 여성의 경우 22시간으로 나타
났으며, 남성의 경우 15시간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추정값은 여성은 56만 5천
원, 남성은 191만 3천 원으로 남성이 약 3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세 이상 자원봉사인구 노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결과
37,8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20세 이상 자원봉사 인구 중
남성의 경제적 가치는 25,304억 원으로 여성의 11,497억 원보다 13,807억 원
많았다. 자원봉사 참여 비율 및 자원봉사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나
1인당 임금이 남자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도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 실증분석에 있어 본 연구는 분석방법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
저 자원봉사활동의 함수 추정에 있어 수요 측 제약요인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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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뿐 아니라20) 노동공급 조정이 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 실태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서로 표본이 다르다.21) 이러한
이유로 분석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차후
보다 더 정교한 추정방법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제약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를 추정해 봄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공헌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
존하는 측정되어지지 않는 노동력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분석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자원
봉사활동에 관한 정부 지원의 확대․축소 등과 관련된 정책을 논할 경우,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 시도
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요 측 요인의 고려 및 세제혜택 등 정부
의 지원방안 등의 포함 여부에 따른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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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male Volunteer Work and its Economic Values
Sun-joo Cho
Despite the fact that volunteer work has an enormous contribution to
improving one’s life quality, mere efforts have been observed in measuring
its economic values. So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nfluence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measure its economic values.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s of volunteer activities produced the
result that the volunteer population aged 20 years and older performed volunteer
service valued at 3,495 billion won, among which men’s contribution amounted
to 2,392 billion won, 1,293 billion higher than women’s 1,103 billion won.
Accordingly, relevant policies should develop in a way that the values of
female volunteer activities are measured and acknowledged and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for society, so that female volunteer activities continue
to grow and become a primary channel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Keywords : female volunteer work,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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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 :
부당해고의 구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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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나 경비
는 계약상으로는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관련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의 사용자인 관리업체를 사용자
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이에 반
해 행정해석은 계약상의 사용자가 관리업체라 할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
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
다는 입장이다.
현실에서 아파트의 관리 또는 경비 담당 근로자들은 해고를 당한 경우 계
약상의 사용자인 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 그러나 근로
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가 반대하는 이상 원직에 복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근
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했다 해도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근로자를 복직시키려 하지 않
는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부당해고의 판정(판결)을 받았다 해도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 당사자인 관리업체는 형식적 사용자에
불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서 우회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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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어 있는가, 근로
관계에 관한 입법의 미비를 판례와 행정해석이 어떻게 또는 충분히 보완하
고 있는가, 해고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현행법 중 가장 유관한 법이라 할 수 있는 파견법
의 해당 규정과의 관련하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핵심 용어: 간접고용, 공동주택 위탁관리, 부당해고, 사내하도급, 파견근로

Ⅰ. 머리말

공동주택1)의 위탁관리는 주택의 관리2)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업
무의 도급3)에 해당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공동주택 단지이므로 사내하
도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업무를 위탁하는 측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점, 주택법(제4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사내하도급과 다르다.
공동주택의 관리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경비는
계약상으로는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아파트의 주인이 입주자이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원청과 하청
의 업무가 완전히 분리된 전형적인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견근로라고도 할 수도 없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2) 공동주택의 관리의 의미에 대하여는 김영두,「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충남대학교,『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pp.148~170(164).
3)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에서 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위임계약관계로 보는 견
해도 있다. 김영두, 앞의 논문 p.161.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관리업체에 위
탁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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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의 사
용자인 관리업체를 사용자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
으려는 입장이다.4) 이에 반해 행정해석은 계약상의 사용자가 관리업체라 할지
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입주자대표회
의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5)이다.
현실에서 아파트의 관리 또는 경비 담당 근로자들은 해고를 당한 경우 계약
상의 사용자인 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대하
는 이상 원직에 복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의 상
대방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했다 해도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근로자를 복직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부당해고의 판정(판결)을 받았다 해도 구제를 제대로 받
을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 당사자인 관리업체는 형식적 사용자에 불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서 우회적으로 인사권을 행사
하는 데 있다. 관리업체는 서류상 근로계약의 당사자이긴 하나 근로자들의 임
금을 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미미한 수준의 수수료만 받는 처지라 재정
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6)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어 있는가, 근로
관계에 관한 입법의 미비를 판례와 행정해석이 어떻게 또는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가, 해고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현행법 중 가장 유관한 법이라 할 수 있는 파견법의 해당
규정과의 관련하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4) 대법원 1999. 7. 12. 99마628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5) 근로기준과-767, 2004. 2. 16; 근로기준팀-3765, 2006. 7. 28. 등 절대 다수의 행정해석
6) 고준기,「판례에 나타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판단」.『법과 정책연구』, 제1집
(2001. 12), pp.183~21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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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적 규제

1.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다음
과 같은 특이점이 있다.
주택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7)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
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1항).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2항).8)
이같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자치관리)와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위탁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

7) 제48조에 의하면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8)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 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로부터 관리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
임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4항).
사업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
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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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를 하고, 후자
의 경우 위탁을 받은 관리업체가 관리를 맡게 된다.

2. 공동주택 관리의 유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기로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
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관리비, 단지 내 시설 및
설비, 공용 부분의 보수, 리모델링, 장기 수선계획, 입주자의 이해조정,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참조).
판례9)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
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
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판례10)는 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 사용자성을 전제로 하여 아파트 보일러 기사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해임, 승진, 징계, 급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
용자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관리소 직원
또는 경비를 직접 채용하여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위탁관리에서와 같은 형식
적·실질적 사용자의 책임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관리업체에 의한 위탁관리
1) 주택법상의 규정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지 않을 경우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1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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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여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2항).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
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관리 주
체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주택법시행령 제55조).
-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
업자의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
다(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이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는 관리업체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휘․감독을 하거나 인사
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유형 및 법적 성격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는 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맡긴다.11)
그런데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i)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에 준함)을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 후 갑
11) 관리업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전반적인 관리업무
를 수행하는데, 관리소장 이하 직원 등 인력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부 업무(분리
수거, 청소 등)를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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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고용주로서 납
부하고, 주택관리업자는 위․수탁관리계약의 대가로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이윤의 성격인 위탁수수료만을 받고 있는 경우.12)
ii)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관리소장)을 하고 회계사
항 또한 관리회사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의 급
여는 해당 아파트별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여 직접 지급하고,
급여 인상과 인원 조정,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모든 조건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감안하여 직접 결정하고,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액도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담함. 관리업체는 금전지출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없으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기간 동안 경리
및 회계 사고,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처리 차원에서 매월 일
정액의 용역수수료만을 지급받음.13)
즉 위탁관리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의 유형을 단순화하자면 i) 입주자대표회
의가 사용자로서 등록하여 급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고 관리업체는 위
탁수수료만 받는 경우와, ii) 관리사무소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파트를 관리하
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떠한 유형이든 관리업체는 위․수탁수수료만 받고14)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징계, 해고 등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다.15) 즉 형식상의 사업주는 위탁업체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간접적으
로 경비업무에 개입한다는 점에서는 파견근로와도 유사하게 보인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사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직
접고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관리업체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직접고용과 다르다.

1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473, 2003. 11. 13.
1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 68107-224, 1997. 8. 28.
14) 위탁관리의 경우 실질적 수수료는 경비 1인당 30여 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관리업체를
사용자라고 하기에는 그 경제적 지위가 너무 낮다.
15) 고준기,「사용자의 개념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검토를 중심으로」,『노동법학』, 제14
호(2002. 6), pp.53~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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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에 관한 판례 및 행정해석

1. 판 례
가. 은마아파트 사건16)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4. 6. 30. 보화기업(주)과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은마아파
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인 보화에게 위탁하고, 보화는 수탁업무를
위 아파트 입주자의 비용 부담하에 그의 책임으로 그의 직원을 사용하여 수행
하고 보수로서 평당 30원씩의 수탁비를 지급받는다고 한다. 또한 보화가 설치
하는 아파트관리기구의 조직과 인원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
어야 하고, 보화는 각 직원의 임명, 직원의 급여와 퇴직급여의 지급, 관리비 부
과 및 모든 경비의 지출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혹은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직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 요구에 즉시 응하고, 매월 경비 집행과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의 새로운 직책인 기술실장의 채용이나 신규
직원 채용의 보류, 관리계장과 관리주임 혹은 경비반장의 승진을 의결하기도
하고, 일부 신규 직원의 채용과 경비반장의 승진을 위한 면접에 입주자대표회
의의 대표자인 회장과 간부들이 참여하였으며, 또 대표자가 연말에 직원을 표
창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가 기안하는 신규 직원 채용, 촉탁사원 재임용, 퇴직
자 처리, 내부 인사발령, 임금과 중식비, 야식비 등 복지비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서류에 결재를 하며, 관리사무소로부터 자금집행 및 운용계획, 업무계획
과 업무실적 등을 보고받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지시서를 보내거나 월례회
의 의결사항을 통보하였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
합의 임금교섭 상대방이 되어 직원들의 임금액, 복지비 등을 결정하여 왔다.
16)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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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17)과 대법원은 위 계약이 형식상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불과하고 피신
청인(입주자대표회의)이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휘명령권 등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즉 “아파트 관리업자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사와 업무에 관여하고 그 노동조합과 임금교
섭을 해왔으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
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다.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
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
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 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
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 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
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내
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
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의 인사에 개입하고 근로
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사
용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17) 서울고법 1999. 1. 11. 선고 98라305 판결.

118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3호

나. 무림산업 사건18)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무림산업(주)은 1993. 7. 8. 대
표회의와 과천주공1단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그 계
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995. 6. 12. 다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여 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996. 12.
16. 경비절감을 이유로 위 관리소의 직원 중 과장 1명과 여사무원 1명을 감원하
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18. 그 결정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자, 관리업체는 같
은 날 과장직급을 가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같은 해 12. 31. 그를 해고
하였다.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위 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요청이 있었다는 사
정만으로는 그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
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용
역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루었다.
즉, 원심19)과 대법원은 “원고가 체결한 위 관리계약에 의하면 비록 관리소의
과장과 주임급의 인사는 대표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협의하에 책정하고 이를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한 다음 관리소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표회의와의 이러
한 사전협의는 원고의 해고권 행사의 내부적인 절차 또는 참작 사유에 불과하
므로, 대표회의로부터 감원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반드시 참가
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감원 결정을 통보받은 뒤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
는 등 나머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이고 해고
의 원인이 외형적으로 관리업체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
18)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19) 서울고법 1998. 12. 11. 선고 97구47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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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리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협의하에 책정하고 이를 일반관리비에 포함
시켜 징수한 다음 관리소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표회의와의 이러한 사
전협의는 원고의 해고권 행사의 내부적인 절차 또는 참작 사유에 불과하므로,
대표회의로부터 감원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반드시 참가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라는 표현
에서 드러나듯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의 인사에 깊이 개입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이 이 사건의 사용자가
관리업체라는 사실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장 사내하도급 판례와의 비교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가 외관상 사내하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고 원청에 해당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은 위장 사내하도급에 대하여 묵시
적 근로관계의 인정 또는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최근 판례의 태도와 대조를 이
룬다.
위장 사내하도급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들 간의 관계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i) 하청업체가 명목상 존재하기는 하나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하청업체의 실
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20), ii) 하청업체의 실체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
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로서가 아니라 단지 인력을 원청업체에 파견하는 기
능을 하는 정도에 그칠 경우21)다. 판례는 전자의 경우 원청과 하청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였고, 후자의 경우
위장된 하도급관계에 의한 불법파업으로 간주하여 원청에게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하였다.22) 주요 판례만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2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21)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22) 위장 도급 관련 판례 및 학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논문으로는 전형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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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원청과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직접적 근로관계를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는
현대미포조선 사건23)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
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
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
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
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직접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
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즉 원청이 사내협력업체를 두고 그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지휘․감독하고, 징계 등 인사권을 행사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2) 예스코 사건24)에서는 위장된 사내하도급을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허가받지 않은 업체(사내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이
라고 간주하고, 이러한 불법파견에 대하여도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즉,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
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직접고
용 간주 규정)이 구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업무(근로
자파견이 금지된 업무)에도 적용된다고 하여, 불법파견에 대하여도 계약
기간 2년 경과 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하였다.
(3) 현대중공업 사건25)에서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내 하청업
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판례의 위장도급
23) 대법원 2008. 7.
24) 대법원 2008. 9.
25) 대법원 2010. 3.

유형 판단기준」,『노동법학』, 제36호 (2010. 12.), pp.507~548 참조.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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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
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사내 하청
업체의 사업 폐지를 유도하는 행위 및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한 원고 회사를 법 제81조 제
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
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근로계약상으로는 사내하청업
체가 사용자라 할지라도 원청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
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26)
(4) 현대자동차 사건27)에서는 하청업체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원청과 하청근
로자들 간의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대신28), 사내하도급을 위
장한 불법파견으로 보아, 구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해
야 한다고 보았다. 즉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
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 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
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
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
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
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것이다.

26) 이 사건에서 원청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여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판례가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일
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도 이르게 한 점에 대하여는 논란이 일 수 있다. 판례에 대
한 비판적 견해로는 김영문,「사내하도급기업 근로자에 대한 원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여
부: H사의 사례를 중심으로」,『기업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36호) (2009년 3월), pp.
31~57(33).
2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28) 이 사건에 대한 평석으로는 조경배,「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위장도급) 사건
판례 평석」,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 제29호(2010. 9),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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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위에 언급한 위장 사내하도급 사건들과 차이라면 공
동주택의 위탁관리의 경우 파견법(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는 점, 업무를 위탁한 자가 대기업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점,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
러나 그렇다고 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근로조
건을 결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주택법시행령
에서도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5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아파트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기타 위장 사내하도급에 대하여는 묵시적 근로관계의 인
정 또는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다만 아파
트 위탁관리에 관한 판례는 1990년대 후반에 나왔고, 위장 사내하도급 판례는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양자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파트의 위탁관
리 관련 판례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강도 높은 인사권 행사와 근로조건 결정권을
인정사실로 계속 언급하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극구 부정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향후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에서 입주
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도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자
들을 지휘·감독하였다면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거나 파견법 제7조 제3항(허
가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
는 경우)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불법파견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2. 행정해석
한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29)은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29) 1999. 08. 20, 근기 6820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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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다만 “주택관리업체가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
여를 관리비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 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또는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ㆍ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사실상 사용
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
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직원에 대한 해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행
하여졌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는 것이다.
또 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와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
파트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30)
즉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계약만 체결하
고 아파트관리 종사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가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감독도 하게 되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위탁관리업체 상호간
에 영업양도․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적인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
등 법 형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 급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근로 실시에 관한 명령, 감독권의 사실상 행사 여부 등으로 인하
여 근로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 해임, 승진, 징
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
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에는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에 불과하
다고 볼 것이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고용은 유
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30) 1998. 07. 29, 법심 61010-477.

124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3호

나아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
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므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
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
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채용․해임․승진․배
치전환․징계 등 인사 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
으로 결재하는 등 외형상 위탁관리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사
실상의 집행권과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
다.31)
그 후의 행정해석도 “외부의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운영
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
우라면 위탁관리업체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아파트 관리사무
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
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
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32)이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
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3. 부당해고 시 문제점
만일 판례의 견해대로 아파트의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의 근
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접 직원들을 지휘․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를
사용자로 보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독자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제재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고, 그 결과 해당 근로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입주민이 근로자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면 관리업체는 위․수탁관리계

31) 근기 68207-1473, 2003. 11. 13.
32) 근로기준과-767, 2004. 2. 16.; 근로기준팀-3765, 200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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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고 문제의
근로자를 대기발령 내리거나 해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해고된 근로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관리업체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데, 설령
부당해고라는 판정(판결)이 나왔다 해도 관리업체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
기는 어렵다.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무하던 종전 아트로의 배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관리업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아파트의 관리직 또는 경비 등으로의 배치일 것이나, 부당하게 해
고당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종전 아파트로의 복귀를 원한다.
다만 아파트의 특성상 입주자가 직원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해고된 경우
현실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다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어려운 면은 있으나, 단
지 그 이유만으로 해고권을 행사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면책될 수는 없다고 본다.

Ⅳ. 개선방안

1. 문제의 소재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의 업무에 관여하고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경비의
급여가 지급되고 위탁업체에게는 미미한 수수료만 지급하는 위․수탁관리계약
의 관행이 굳어진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관리업체는 무늬만 사용자이지 업체
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해 취하는 이득은 경비 한 달 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
수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입장이 못 된다. 그러므로 입주민이 경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경우 관리업
체로서는 관리직원이나 경비를 교체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수료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로서 관리업체와의
관계에서 강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지시권
등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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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는 외견상으로는 사내하도
급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파견근로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33)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와 유사하게 근로자에
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면서도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아무
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파견근로가 구체
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유사한가, 부당해고를 당한 파견
근로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개선책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후 이를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에도 유추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파견법상 부당해고 시 사용자 책임 규정
가. 근로기준법 적용 시 사용자의 책임
파견법은 제34조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시 누구를 사용자로 할 것인가에 관
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
내지 해고 등(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가 된
다(제1항 2문)고 한다.34)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제23조부터 제27조)는

33)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형식적 사업주를 통해 간
접적으로 사용한다는 파견근로와 비슷하다. 간접고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
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형식적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파견근로만이 간접고용이라고 할 것이나 위장 사내하도급의 경우도
원청이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한다는 점에서 간접고용의 범주에 넣는 것이 일
반적이다. 간접고용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하여는 문무기,「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05. 3), pp.157~183(160); 문무기,「간접고용(근
로자공급․하도급․파견․용역) 규율의 법리」,『노동리뷰』, 통권 제4호 (2005. 4), pp.35~
46; 조경배,「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제11호 (2001. 하반기), pp.47~67(48).
34)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를 사용자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
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
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50조
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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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에게 있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의 상
대방도 파견사업주가 된다. 이와 관련 판례35)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
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
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
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
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
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
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
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일견 파견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파견사업주이므로 근로자에 관한 징
계권을 행사하는 자도 당연히 파견사업주가 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견해는 타당
하게 보인다.

나. 문제점
주지하듯이 파견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체결하지만 실
제로 근무를 하는 곳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고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자도 사용사업주다. 그러나 파견법 제34조에 의해 해고권은 파견사업주에게 있
으므로,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불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
한다. 이러한 3각의 간접적 근로관계로 인해 파견사업주는 개인적으로 근로자
를 해고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자
를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해고를 종용한 자가 사용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때로는 사용사업주와 무관하게 파견사업주 자신이 근로자에 대한 불만 또
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고, 그 경우는 당연히 파견사업주
35)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128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3호

를 해고 등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주된 이유는 특정 사용사업주로부터 거부당한 근
로자에게 종전 사업장 외의 다른 일자리를 알선해 주려 해도 근로자가 거부하
기 때문이다. 그 후 노동위원회에서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판결)이 나왔
다 해도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파견사업주로서는 사용사업
주가 이미 대체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귀시킬 수가 없다. 파견사업주로서는 사
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를 해소해 주지 않으면 근로
자파견계약의 해지나 재계약 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불문
하고 사용사업주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용사업주는 근로
자에 대한 불만이 있어 파견사업주 측에 다른 근로자로의 교체를 요구한 자이
므로 웬만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
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될 수 있는 차선의 방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일단 본부(파견사업주)로 대기발령을 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
인데,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업장은 종전 사업장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근로자들이 기피한다.
그러나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해 근로자를 해고에 이르게 한 자가 사용사업주
인데 그 부담을 파견사업주가 떠맡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도
해고를 종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면책은 부당하게 해고된 파견근로자의 원직
복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금전보상 또는 화해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용사업주는 그 부담에서조차 면제된다.

다. 해결방안
위와 같은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파견사업주에게 해고를
요구한 사용사업주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은 데 있다. 사용사업주
의 인사 개입으로 파견근로자가 해고되었다면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
킬 의무를 갖는 자도 사용사업주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파견
근로자의 구제에 있어서는 해고에 이르게 한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부당해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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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청의 상대방도 달라져야 한다. 즉 사용사업주와 관계없이 파견사업주가 근
로자를 해고한 경우는 파견사업주가 상대방이 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사업주의
요구로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양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파견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되 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사용사업주일 때는 파견사
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현행 파견법 제34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에 관한 입법적 해결방안
가. 입주자대표회의(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책임 부과
해고된 파견근로자의 구제에서 사용사업주의 면책이 초래하는 부당한 결과
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에서 부당
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권을 행사한 입주
자대표회의가 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데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서도 실질적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노동법에 사내하도급에 관한 특별
법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실정법에 해당 규정을 신설한다면 파견법에 해당 규
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견법에 간접고용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
을 수도 있다는 점, 성격이 다른 파견법에 사내하도급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정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간접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
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 파견법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
업주의 책임분담 규정을 원용하여 형식적 사용자(관리업체)와 실질적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해고가 실질적 사용자에 의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시
에는 계약상의 형식적 사용자뿐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즉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부당해고에 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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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아 양자에게 연대책
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나.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지위
그 밖에 위․수탁관리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공동주택이 해당 관리업체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방식을 변
경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관리업체가 해당 공동주택과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다른 공
동주택과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관리업체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존
속하는 한 근로자는 다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맡음으로써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 만료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는 현행 파견법(제6조의2 제1항 제3호)과 마찬가지
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공동주
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관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종료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입법적으로는 파견법 제25조(파견근로자
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의 경우처럼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구조에서는 관리업체에게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판례
의 태도는 불가피하게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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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
또는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실질적 사용자가 거부하면 해고
된 근로자가 본래 근무하던 사업장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관리업체로 복귀시킨 후 다른 근무지로 배치하는 방법은 있으나 부당하게
해고를 하게 한 장본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형
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해고된 근로자 대부분이 종전의 근무처에 복귀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다.36) 그나마 행정해석이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다행으로 보이나 판례의 견해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일
관성 있는 해석이 요구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특성상 일정 한도 입주자대
표회의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수많은 공동
주택 위탁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처분에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려면 이와 동시에 파견법(제34조)
을 개정하여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고, 가장 이상적
으로는 사내하도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형식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의 연대책임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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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tion of the real Employer in the Management
Service Agencies of the Apartment
Sung-Hae Cho
The management service agencies of the apartment seems to be
sub-contracting in appearance, but it is quite similar to the employee leasing,
because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apartment - like the user
company(formal employer) in the employee leasing contract - has the right
to direct the employees and the authority over the personal affairs.
Article 34 of the Employee Leasing Act establishes liability rules of the
employee leasing company(hirer) and the user company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bor Standard Act. With regard to the unfair dismissal of
the employee the employee leasing company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remedy for the dismissed employees. The problem is that usually dismissal
of the employees, which is officially noticed by leasing company, is originated
from the decision of the user company. Therefore the employee, who has
won the suit, can scarcely be reinstated, because the user company, which
has no legal responsibility to reinstate the employee, normally has no intention
to reinstate the dismissed employee.
The similar problem arises also in the management service agencies of the
apartment. The management service agencies of the apartment, which is
subjected to the Housing Act, can be categorized as sub-contracting, but the
employees of the management service agencies are so strongly subject to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that they can be seen as the employees of the
employee leasing. The employee, who has been dismissed by service agency
on the grounds of the complaint of the resident, cannot be reinstated, so long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has no intention to reinstate him. In addition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is not liable for the dismissed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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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it is not the party of the employment contract.
It is not realistic to make formal employer responsible for the remedy of
the unfairly dismissed employee. Therefore it would be efficient and desirable
to set up the primary liability rule for real employer, so far as the dismissal
is based on the measure from him.
Keywords :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 management service agencies
of the apartment, unfair dismissal, in house sub-contracting,
employment l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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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성과작업장(high performance workplaces)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성과 종업원의 몰입 및 만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작업장
혁신활동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종업원 대표체인 노동
조합의 작업장 혁신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노동조합의
참여 정도가 작업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활동 참여가 기업의 업무개선 제안활동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이 작업장 시스템
을 개선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업무개선 제안활동은 활성
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사관리 개선 과정에의 노
동조합의 참여 수준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제안활동은 축소되는 상반된 결
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작업현장의 자율권과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은 노
동조합의 혁신활동과 학습 성과의 관계에 조절 효과를 나타내므로 작업현장
구조와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장 혁신활동을 실행하여야 한다. 작업장 혁신프
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협상과 조정을 통하여 노동조합
의 활동이 작업 흐름과 생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작업장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핵심 용어: 근로자의 경영참여, 근로자대표기구 전략의사결정 참여, 작업집단 자율성, 참
여적 작업조직 프로그램, 작업장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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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최근 고성과작업장(high performance workplaces)에 대한 학술적․연구적 관
심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은 작업조직을 구성하는 현장근
로자들을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참여시켜 작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현장근로자들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현장을 경험하
고 다양한 문제점에 부딪히면서 작업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며 기능이 숙
련된다. 근로자들의 숙련도는 작업 공정을 혁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하고 혁신을 실행하는 근간이 되므로 근로자의 참여는 작업장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배규식․권현진․노용진, 2008). 따라서 작업장 혁
신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내재된 역량을 발휘, 작
업 공정과 시스템에 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가치 있는 지식을 창
출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인적자본은 혁신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이므로 현장근로자들에게 내재된 역량
을 체계화하여 활용하여야 혁신성과는 향상될 수 있다. 생산현장에서 문서, 매
뉴얼,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지식과 정보는 그 가치와 유용성이 높아지기 위해
서는 작업장에 적합하도록 가공돼야 한다. 근로자들은 현장에서의 작업과정에
서 다양한 암묵지를 축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숙련된 기능과 경험을 접목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현장에 응용할 때,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배규식
외, 2008). 이처럼 현장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축적된 암묵지를
전달하고 공유하며 학습하는 장이 마련될 때 작업장 혁신의 효과가 높아진다.
업무개선 제안제도는 현장근로자가 자신의 암묵지를 현장 전반에 걸쳐 공유하
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적 공간이다.
최근 들어 작업장 혁신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늘고 있다. 현장근로자들
의 작업현장 참여가 활성화되면 근로자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은 작업시스템을
혁신하고 생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
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활동 참여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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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동시에 내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생산시스템 설계 등 작업시스템 개선
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
로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작업장 혁신활동은 성과주의 보상체계 등 인사관리제
도의 개선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는 경영진과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갈등수준이 높아 노
동조합이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에 취하는 태도에 따라 그 성패가 엇갈릴 가능성
이 크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활동에의 참여가 작업장 학습활동에 미치
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작업장 학습활동은
업무개선제안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제안제도가 근로자의 암
묵지를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핵심적인 학습활동 공간
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Ⅱ장에서는 노동
조합과 작업장 혁신활동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기초해 몇 가지
의 가설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이 연구에 사용
된 자료와 변수에 대해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가설의 검증을 통해 노동조합
의 작업장 활동 참여가 제안활동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논의한다.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1. 고성과작업장과 성과
고성과작업장에 관한 연구는 지난 2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히 전개
돼 왔다. 대부분의 연구는 고성과작업장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 근로자의 몰입,
동기부여, 이직의도 감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
증하고 있다(Huselid, 1995; Delery & Doty, 1996; Delery, 1998). 이 연구는 고
성과작업장의 핵심 요소인 작업장 혁신활동 과정에의 노동조합의 참여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고성과작업장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포괄적 검토보

138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3호

다는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성과작업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미국과 영국의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대만, 프랑스,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sai(2006)는 대만의 반도체 디자인 산업에 종사하
는 인사담당자와 근로자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 종업원참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성과가 긍정적임을 제시했다. Zheng et al.(2006) 연구는 중국의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성과작업관행의 성과를 연구했으며, 특히 참여적 의사
결정제도 등 고성과작업관행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며, 핵심 요소는 종업원의
향상된 몰입임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기업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최근 제시
됐는데, Guerrero and Barraud-Didier(2004)는 임파워먼트, 커뮤니케이션 등 4
가지의 고성과작업관행은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증했
다. 특히 이들은 각 관행들의 독립적 효과뿐만 아니라 번들의 시너지 효과 역시
긍정적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채용에서의 엄격성의 증가가 적극적 훈련
및 성과주의 보상체계의 효과를 높인다는 신은종(2009)의 연구와 유사하다.
Luna-Aroca and Camps(2007) 연구는 고성과작업관행 중 고용안정전략이 종업
원의 몰입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높은
몰임은 이직률을 낮춤으로써 기업성과를 높인다(Luna-Aroca & Camps, 2007;
안은정․신은종, 2010). Macky and Boxall(2007)의 연구는 종업원 태도에 초점
을 두고 있는데, 종업원 만족이나 몰입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신뢰 역시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일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정
현․김동배(2007) 연구에서 고성과시스템을 작업조직, 경영정보, 인적자원관리
로 구분해 본다면 고성과시스템 실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차
별화된다. 이는 작업장 혁신활동이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다양한 측면
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차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안은정․신은종(2010)은 고성과작업관행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제도에 초점
을 둔 연구를 진행했으며, 일․가정 양립제도는 조직의 재무적 성과를 높이고
여성 근로자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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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참여와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고성과작업장이 확산되면서 노동조합과 작업
장 혁신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작업장
혁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클린턴 행
정부 이후 작업장 혁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으나, 미국노동조합총연맹
(AFL-CIO)은 작업장 혁신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신은종,
2010). 가장 큰 이유는 작업장 혁신이 사용자 주도로 이뤄지는 생산성 혁신의
일종이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관계를 심화시켜 노동조합의 역
할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작업장 혁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노동조합운동도 발견되는
데, 이는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장 혁신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Freeman and
Medoff(1984)의 전통적 연구가 제시하는 이중적 성격 이론은 의미하는 바가 크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양면적 성격을 갖는데 그 하나는 독점체
로서의 조직(monopoly face)이며, 다른 하나는 소통 체제로서의 조직(voice/
institutional response face)이다. 전자를 독점체 가설로, 후자를 소통체제 가설
로 부를 수 있다. 독점체 가설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동력 공급을 독점함으로
써 시장가격보다 높은 독점가격(독점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지
만, 임금인상의 한계는 여전히 기업의 생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
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뒷
받침돼야 한다. 작업장 혁신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는 작업장 혁신은 근로자의
참여와 몰입을 증가시켜 기업의 재무성과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등 조직성
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Huselid, 1995; Delery,
1998). 작업장 혁신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지불능력을 제고할 수 있
다면, 노동조합은 작업장 혁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장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독점적 임금가격을 설정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독점적 성격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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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인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에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작업장 혁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해 작업장 혁신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
성이 높아진다.
소통체제 가설은 Hirschman(1970)의 Voice/Exit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서, 근
로자는 작업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voice)를 내거나 탈퇴하는 방
식(exit)으로 대응한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기업의 환경은 현실적으로는 완전경
쟁시장보다는 불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따라서 작업장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불만을 느끼고 이직을 결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기업 모두 거래비용이 발생
한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작업장을 탐색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며, 기업
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고 훈련시키는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조
합은 소통의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양자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불완전경쟁시장이 지속될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
직을 감소시켜 숙련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
해 근로조건 개선, 생산방식의 개선,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결과
물을 산출할 수 있다(Bennett & Kaufman, 2008). 그러나 노동조합은 작업장 혁
신에 소극적이거나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조합은 집합적 소통체로서 조합
원의 연대에 기초한 교섭력을 배경을 사용자와 집합적으로 소통하는 단체교섭
과 같은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작업장 혁신에서 초점을 두는 참여는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집합적 참여보다는 개별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참여가 더 중요하다(신은종, 2010). 따라서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개별 근로자
가 작업장 혁신과정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은 노동조합보다 회사에 대한 몰입
이 증가하여 노동조합의 기반인 연대성을 침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이
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980년대 이후 확산된 작업장 혁신은 최근에는 인적자원관리의 유연한 활용,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통한 조직자원 확대, 통일된 근로조
건 유지․개선을 통한 연대성(Solidarity) 강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성과주의적 임금체계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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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특히, 작업장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의 개혁에 대해 노동조합이 저항할
경우 경영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식하는 사용자와의 갈등이 빈번해져 작업장 혁
신활동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손동희, 2009). 따라서 작업장 혁신, 특히 노
동력의 활용 및 보상에서의 유연성에 초점을 둔 신인사제도에 대해 노동조합은
저항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 혁신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이중적 성격 가설에 입각해 보면, 노동조합은 작업장 혁신에 대
해 적극적인 태도와 소극적(저항적) 태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현 연구는 노
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활동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혁신활동에 대하여 광범위하
게 조사된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상세히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조
합의 작업장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자율권과 작업장 혁
신활동)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활용하려면 작업장의 어떠한 변수들을 유의미하
게 조정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가 설

1.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활동 참여와 학습활동
고성과작업장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작업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
부한 근로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자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은
자연스럽게 고성과작업조직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
게 된다는 점이다. 즉, 노동조합에 있어서 고성과작업조직은 작업현장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사를 표출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고성과작업
조직을 활용하여 작업현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노동조합의 참여가 작업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Cutcher-Gershenfeld and Kochan(2004)의 연
구에 따르면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장보다 노동조합과 관리자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 사업장에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Block and Berg(2009)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심층면접을

142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3호

통해 수행한 미국 미시간 주에 소재한 GM 자동차 사업장의 작업장 혁신 프로
그램 연구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작업장 혁신을 위한 태
스크 포스를 공동으로 조직하고 활동한 시기에는 작업장 혁신활동이 활성화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음이 밝혀졌다.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작업현장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의 근원을 밝혀내고 해결하려는 문제해결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됐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로 고성과작업조직을 실
행한다는 전자와 상반된 견해 또한 존재한다(Godard, 2004). 고성과작업조직을
통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경영진과 상호작용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요구사항
을 관철할 수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작업현장을 혁신
하려는 시도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노동조합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노사관계의 갈등을 확대시켜 작업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Liu
et al.(2009)의 연구는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에 고용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야 노동조합은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에 기꺼이 협력하려고 한다. 이렇듯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노동조합의 역할이 명확하게 조사되지 못하여 이
연구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상황하에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연구하려고 한다.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은 비교적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한 사업장에서 정착
된다는 연구 결과는 전통적인 적대적 노사관을 지닌 노동조합에서는 작업장 혁
신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을 의미한다(Godard, 2004). 따라서 노동조합이 경영
진과 갈등을 빚는 사업장에서는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
워 노사관계가 순항되어야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Verma(2004)는 노동조합은 경영진과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작업장 혁신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프로그램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만 작업인력 채용과 배치, 그리고 개인성과급과 같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노동
조합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선행연구를 정리했다. 다수의 선행연
구에서도 노동조합과 관리자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빈도
가 잦다고 조사되었다(Godard 2004; Verma 2004). 따라서 노동조합이 작업현
장에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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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작업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노동조
합이 작업혁신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산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인
다면 노동조합은 작업장을 혁신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경험을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노동조합이 작업장 혁신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활
동하는가에 따라 작업장에서 혁신성과와 긴밀하게 연계된 학습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이 작업장 혁신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에 능
동적으로 참여한다면 혁신활동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내
어 작업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작업장 인력을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경영진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제시하기 어렵다.
가설

1 :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혁신활동이 학습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은 상이할 것이다.

가설 1-1 : 노동조합의 혁신프로그램 참여가 작업조직 측면에서 이루어지면 학습
성과를 향상시킨다.
가설 1-2 : 노동조합의 혁신프로그램 참여가 인력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면 학습
성과를 향상시킨다.

2. 작업장 운영에서의 자율권과 노동조합 혁신활동의 참여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율권은 작업장 혁신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검증되어 왔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업무개선 제
안 등 학습활동 활성화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자율권의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이
다. 학습활동성과가 높아지려면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도출된 아
이디어와 노하우를 제시하고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지
시와 통제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는 학습 성과를 올리기 어려우므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Birdi, Clegg, Patterson, Robinson,
Stride, Wall, and Wood 연구(2008)에서 308개 업체를 대상으로 22년 동안 여
러 작업혁신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해 보았다. 이들은 임파워먼트가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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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에 뚜렷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하였다. Luna-Arocas and
Joaquin (1998) 그리고 Guerro and Barraud-Didier(2004)에서도 임파워먼트는
고성과작업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성과에 기여하여 자율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
각시켰다.
그럼에도 유노조 사업장에서 임파워먼트가 작업장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손동희, 2009). 이렇듯 작업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에
게 주어지는 자율권은 노동조합의 작업장혁신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학습 성과
와 유의미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모델에서 작업현장의 자율권을 조
절변수로 검증하고자 한다.
현 연구는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참여를 작업조직 개선 측면과 인
사관리 개선 측면으로 구분하여 자율권이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참여 유형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Kim and Bae(2005)는 유노조 사업장
인 LG전자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작업장 혁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작업
장 혁신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노
동조합이 작업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면 노동조합
에 소속된 현장 근로자들은 작업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작업시스템을 개선시
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노동조합이 생산 공정의 효율
성을 높이고 작업시스템을 개선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현장 근로자들
에게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학습 성과가 향상될 것이다.
이와 반면 노동조합의 역할이 작업장 혁신성과보다 인사관리에 치중되어 있
다면 인력채용, 배치, 보상 등을 둘러싸고 경영진과 협상과 조정을 통하여 합의
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작업현장에서의 높은 수준의 자율권은 근로자들로 하여
금 인사 조치와 발령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
서 노동조합이 작업현장에서 인력관리 부문에 참여할 때 높은 수준의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작업장혁신 활동성과에는 관심이 적어지게 된다. 손동희(2009)는
노동조합이 고충처리 혹은 징계위원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조합원의 공정
한 처우를 지향하면 재무적 성과에 근소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하
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인력관리 측면으로 개입하는 수준이 높아질
때 작업현장에 주어지는 자율권이 확대되면 혁신성과보다 인력관리에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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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므로 학습 성과는 떨어지게 된다.
가설 2-1 : 작업현장의 자율권은 노동조합이 작업조직 측면에의 참여와 작업장의
학습 성과를 정(+)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2-2 : 작업현장의 자율권은 노동조합이 인력관리 측면에의 참여와 작업장의
학습 성과를 부(-)로 조절할 것이다.

3.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실시 수준에 따른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사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져 왔다. 2000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이 조직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
져온다고 검증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작업장 혁신프로그
램을 실시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면 작업현장의 생산성에 미치
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제시되어 노동조합의 혁신활동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의
문이 제기되었다.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은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작업현장의 노
동효율성이 저하되며 작업근로자들의 업무 부담 또한 높아져 개개인의 업무태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역효과가 입증되었다(Godard, 2004). 특히 유
노조 사업장에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대체효과
가 일어나 작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작업장 혁
신프로그램에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Godard, 2004). 이처럼 유노조 사업
장에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수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
여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학습 성과에 있어서도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명되어져야 한다.
작업장의 학습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집단성과급제도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 옴에 따라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하여 도외시 되어왔다
(Arthur & Aiman-Smith, 2001; Arthur & Huntley, 2004). Arthur et al.(2001;
2004)의 연구에서 집단성과급은 작업과정의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피상적 수준에서 작업현장의 근본 원리를 탐색하여 혁신을 이루는 심도 깊은
지식을 창출하는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따라서 집단성과급은 작업현장에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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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질적으로 학습 성과를 향상시켜 작업장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그럼에도 Arthur et al.(2001; 2004) 연구는 단일 사업장에서만 조사되었으
며 비용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Kim(2005)은
1985~1992년 약 7년 동안 집단성과급제와 업무개선 아이디어의 연관성을 추적
조사하였다. 업무개선 아이디어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불만사항을
줄일 수 있으나 작업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소요되어
업무개선 아이디어의 효과가 상당 부분 반감된다고 조사되었다. 이렇듯 특정
제도와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작업장 생산성을 향상시키
려면 반드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유노조 사업장에서
는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쳐야 하므로 거
래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경영진의 입장에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의 실시
는 작업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이득을 취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 또한 증가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노조 작업장에서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려면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최적의 수준에서 실시하려
는 노력이 요구된다.
Godard(2004)는 종업원의 참여를 통하여 종업원 개개인의 심리적 만족도와
작업현장의 몰입도를 증가시키려고 하여도 작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
동비용의 증가와 근로자 개개인이 호소하는 작업량 부담 및 업무 피로와 스트
레스는 피하기 힘들다(Godard, 2004).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이 일정 수준을 넘
어서서 실시되면 이에 수반되는 비용 또한 증가되어 작업현장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작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에 따른 학습 성과는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수준을 고려하여야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
Godard(2004) 연구에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의 실시 수준이 낮은데서 중간
지점으로 올라가면 작업현장의 생산성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제시되었
다.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이 낮은 수준에서 실행된다면 작업현장의 학습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노동조합이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작업현
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능동적이라면 작업장 개선이 활성화될 것이
다. 따라서 작업조직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능동적으로 전개된다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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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머물러 있는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완할 수 있다. 이와 반면
노동조합이 현장 작업자의 인력관리 측면에서의 개입 수준이 높으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근로자의 처우를 둘러
싸고 사용자와의 마찰이 잦아져 작업현장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폭이 좁아진다.
이때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실시 수준 또한 낮다면 노동조합의 인력관리 측면
개입의 적극적인 역할과 맞물려 작업현장의 학습 성과를 약화시킬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작업장의
생산성은 향상된다고 입증되었다(권순식 외, 2009; 김동배․이인재, 2009). 작
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수준이 높으면 작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임계점을 넘어선다. 즉, 작업장혁신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장성과가 향상되면 노동비용이 증가되고 작업량 부담에
따라 업무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작업조직 측면 참
여가 높아져도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에 따라 학습 성과
를 향상시키기 어렵다. 노동조합이 인력관리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도 작
업장 혁신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이 이미 높은 수준이므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의 성과를 떨어뜨리지 못한다. 이렇듯 노동조합의 혁신활동과 유의미한 연관
없이 학습 성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은
실시 수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활동 참여 유형과 맞물려서 학습 성
과에 차별화된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된다.
가설 3-1 :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의 실시 수준은 노동조합의 작업조직 측면 참여와
학습 성과의 관계를 정(+)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3-2 :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의 실시 수준은 노동조합의 인력관리 측면 참여와
학습 성과의 관계를 부(-)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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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연구 방법

1. 자료수집 절차 및 연구 표본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사업체패널 조사(2007)」와 이에 부가
된「작업장 혁신실태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사업체패널조사와 작업장
혁신실태 조사는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사담당자, 노무담당자, 근로
자대표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 운영 실태와 노사관계 현황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사업체패널 조사는 1,22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100인
이상의 8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장 혁신실태를 조사하였다. 800여개
업체 중에서 종속변수인 학습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업무개선 제안제도 변수
를 166개 업체만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최종 표본은 원 모집단인 800개 업체의
약 20%인 1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연구 모델을 조사하였다.

2. 측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참여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참여는 작업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설계하
고 실행하는 데 노동조합의 참여 현황을 10 문항 리커트 5점척도 (조직적이고
적극적 반대; 소극적 반대; 무관심; 소극적 찬성 혹은 묵인; 적극적 찬성과 참여
및 대안 제시)로 조사하였다. 가설에서 설정한 것처럼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
참여를 작업조직관리 부문과 인력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작업조직관리측
면은 다음과 같은 6 문항(품질개선, 공정/업무 합리화나 개선, 작업속도/작업효
율의 개선, 신기술 도입, 직업훈련/교육, 납기개선 노력)으로 조사하였으며, 인
력관리 측면은 4 문항(배치전환, 새 인사제도 도입, 성과급제 도입, 노동시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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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으로 조사하였다.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활동 참여에 대하여 노사 입장
에 따라 설문 결과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업체패널은 노동조
합의 작업장 혁신활동 참여에 대하여 인사관리자(H703-H712)와 노동조합 대표
(P07508- P07517)에게 조사하여 노사 양측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
서 노동조합 대표와 회사 관리자에게 조사된 결과를 평균하여 노동조합의 작업
장 혁신참여 실태를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나. 작업장 자율권
작업장 자율권은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운영에 권한을 행사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인사관리자에게 다섯 척도로 조사된 4 문항을 활용하였다: 1) 업무수행 방법
결정; 2) 업무속도 결정; 3) 신규팀 채용 결정; 4) 팀(반)원 훈련결정 과정. 위 설
문 문항은 작업조직 측면과 인력관리 측면을 포괄하여 현 연구의 주제에 적합
하다고 추정된다.

다.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역량과 기능을 향상시켜 작업장에서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권순식 외, 2009; 김동배․이
인재, 2009)를 참조하여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선별하였다. 사업체패널 조사
에서 작업현장에서 생산 공정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혁신프로그램을 실
행하고 있는지 인사관리자에게 조사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1)식스 시그마; 2)
다른 명칭의 전사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3) 소집단활동; 4) 정기적인 업무
로테케이션; 5) 다기능 교육훈련; 6)정기적 팀/반회의; 7) 보전교육; 8) 품질교
육. 더미문항으로 전환 후 총합하여 작업현장에서 작업조직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라. 학습활동
선행연구에서는 학습활동을 업무개선제안제도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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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작하여 왔다. 현 연구는 제안된 아이디어 중에서 채택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에서 실현된 학습 성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업무개선제안제
도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서 작업장에서 채택된 아이디어
의 비율을 계산하여 학습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마.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소속 산업, 회사 연령, 회사 규모, 노사관계 상태, 2007년 1인당
매출액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조업을 음식료품업, 의류업, 인쇄업, 의약품업, 화
공플라스틱업, 금속제조업, 전자정밀기계업, 운송장비제조업, 가구악기제조업
등 이렇게 9개의 산업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산업 특성을 통제하
였다. 회사연령은 2007년에서 기업 설립연도를 차감하여 회사규모는 종업원의
총 숫자를 각각 로그 변환하여 통제변수로 만들었다. 노동조합의 혁신프로그램
참여는 노사관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질 것이다. 다음과 같은 네 문항으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질의하였다: 1) 노사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킨다; 2) 협상은
노사가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3) 노사 간 정보교환이 잘 이루
어진다; 4)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화는 대부분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한다.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07년 1인당 매출액 또한 로그변환하여 통제해
주었다.

Ⅴ. 실증분석

1. 표본 기술통계와 타당성 검증
표본 기업체의 산업 구성은 음식료품업 22업체, 의류업 5업체, 인쇄업 9업체,
의약품업 19업체, 화공플라스틱업 19업체, 금속제조업 24업체, 전자정밀기계업
34업체, 운송장비제조업 35업체, 가구악기제조업 9업체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평균 종업원 수는 897명이며, 회사연령은 33년, 그리고 2007년 1인당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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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평균

1. 음식료품업
2. 의류업
3. 인쇄업
4. 의약품업
5. 화공플라스틱업
6. 금속제조업
7. 전자정밀기계업
8 운송장비제조업

.132
.030
.054
.114
.114
.144
.20
.150

9. 가구악기제조업

.054

10.
11.
12.
13.
14.
15.
16.
17.

표준
편차
.340
.171
.227
.320
.319
.353
.405
.359

1

2

3

-.07
-.09
-.14
-.14
-.16
-.20
-.16

-.04
-.06
-.06
-.07
-.09
-.07

-.08
-.08
-.10
-.12
-.10

4

5

6

7

8

.495

10

11

.11
-.10 .00
.02 -.10

.02

12

13

14

15

16

17

-.13
-.15 -.15
-.18 -.18 -.21
-.14 -.15 -.17 -.21

.227 -.09 -.04 -.06 -.15 -.08 -.10 -.12 -.10

회사연령
33.06 15.61 -.05 .19 .06 -.05 .11 -.03 -.12 -.03
회사규모
897.95 1454.35 -.04 -.06 -.06 -.06 -.02 -.05 .14 .14
노사관계상태
3.81
.426 .14 .03 -.05 -.03 -.04 .01 .03 -.12
2007년 일인당 매
772.29 1483.38 -.09 -.07 -.04 .20 -.06 .06 .05 -.07
출액
작업집단자율권
2.47
.523 -.03 -.07 .04 .19 .03 -.10 .10 -.12
작업장 혁신프로
5.48 1.77 .10 -.13 -.00 -.01 .04 -.19 .10 .07
그램
노조혁신활동 작업
4.30
.550 .01 .06 -.04 .05 .04 .15 -.01 -.20
조직관리측면참여
노조혁신활동 인
3.78
.973 -.03 .09 .00 -.01 .01 .12 .00 -.10
력관리측면참여

18. 업무제안채택건수
/제안건수

9

.305 -.18

.07

.13

.05

.16

-.05 -.06 -.01

.05

-.08 -.10 -.12

.07

-.10 -.06

.07 -.09

.19

-.04 -.02 -.27

.42

.03

.30

.07

-.05 -.04 -.25

.26 -.05

.20

.07

.72

.22 -.05

.25

.10 -.10 -.05 -.14

.07

.01

.15 -.19 -.02 -.03

.10

주 : 1) N=166.
r>.`14, p<.10; r>.16, p<.05;** r>.20, p<.01; r>.25, ***p<.001.

출액은 7,720만 원으로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하
지만, 회사 규모, 회사 연령, 1인당 매출액의 표준편차가 상당히 높아 기업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노사관계 상태는 평균 3.808로서 노사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작업집단 자율권은 평균 2.473, 작업장 혁신프로그
램은 5.48로서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발휘할 수 있는 자율권은 낮은 수준이지
만 작업집단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다. 작업장 혁신프로
그램 실시 현황을 분석하면 식스시그마는 51.2% 85업체, 식스시그마 외 다른
전사품질관리 프로그램은 70.5%, 117업체, 문제해결 소집단활동은 74.7%, 124
업체, 정기적 로테이션은 38%, 63업체, 다기능 교육훈련은 48.2%, 80업체, 정
기적 팀/반회의는 89.2% 148업체, 보전교육은 81.9%, 136업체, 품질교육은
95.2%, 158업체로 팀반회의와 소집단활동 그리고 품질/보전교육의 참여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참여는 작업조직관리 측면
에서는 평균 4.2%이지만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평균 3.779로서 작업조직관리

152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3호

측면에서의 참여가 활발하다. 업무제안건수 평균은 15건이며, 표준편차는 62
건, 채택건수는 7건, 표준편차는 31건으로 기업체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
고 있으며, 업무제안 채택비율은 평균 .4956으로 약 절반 정도의 제안건수가 채
택되고 있다. 업무제안건수와 업무제안 채택건수의 상관관계계수는 .912로서
업무제안건수가 늘어날수록 업무제안 채택 또한 늘어나고 있다. <표 1>에서 변
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작업조직 측면참여 : r
= -.271, p<.001; 인력관리 측면참여 : r = -.256, p<.001) 노사관계 상태가 우호
적일수록(작업조직 측면참여 : r = 은 정기, p<.001; 인력관리 측면참여 : r = .265,
p<.001) 작업집단의 자율권이 높아질수록(작업조직 측면참여 : r = 은 2%긶,
p<.001; 인력관리 측면참여 : r = .204, p<.001)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늘
어나고 있다. 회사 규모가 작아지고(r = -.137, p<.10) 작업집단 자율권이 높아
지고(r = .217, p<.001) 노동조합의 혁신활동에 있어서 작업조직 측면에서의 참
여가 활발해지면(r = .2 낮, p<.001) 크다고 제도 볼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
서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려면 자율권이 대폭
주어져야 하며 노동조합이 작업공정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
다. 통제변수 중에서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늘어
나며 업무제안 채택건수 비율 또한 증가된다는 점은 작업현장에서 학습 성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 종업원 간의 상호작용과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시사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유노조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장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업무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데 노동조합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경영진들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작업장 혁신활동에서 노동
조합이 작업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참여하여 현
장 근로자의 학습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든다. 작업현장 근로자들에게 자율
권이 주어져야 작업장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업무개선제안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시와 통제 중심의 작업장이 아닌 자율적인 분
위기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를 Cronbach α계수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경우 .70을 상
회하여 내적 일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을 확인 요인분석
한 결과 자유도 Chi-Square 지수 276.48, 자유도는 129으로 CMIN/df는 2.1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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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확인요인분석 모형 계수
잠재변수
노동조합
작업조직 측
면 혁신활동
참여
노동조합
인력관리 측
면 혁신활동
참여
작업현장
자율권

노사관계

설문지 문항
품질개선
공정/업무 합리화나 개선
작업속도/작업효율의 개선
신기술 도입
직업훈련/교육
납기개선 노력
배치전환
새 인사제도 도입
성과급제 도입
노동시간 유연성
업무수행방법 결정에 대한 자율권
업무속도 결정에 대한 자율권
신규팀 채용 결정에 대한 자율권
팀(반)원 훈련결정 과정에 대한 자율권
노사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킨다.
협상은 노사가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노사 간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화는 대부분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한다.

요인계수
.72
.82
.83
.73
.73
.72
.76
.86
.79
.87
.87
.87
.60
.69
.90
.89
.85
.65

수용가능한 수준이다. RMSEA는 .083으로 적재치와 비교하여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지만 CFI는 .961 그리고 GFI는 .929로 나타나 대체로 수용가능한 수준
이다.

2. 가설 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인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종속변수인
업무제안제도 채택건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설에 조절 변수로 설정된 작업집단
자율권과 작업집단 프로그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검증해 보았다. <표 3>
에서 모델 I는 통제변수만을 검증하였으며, 모델 II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모델
III은 조절변수를 모델 IV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표 3>에서 모델 I를 보면 기업규모(β = -.202, p<.05)가 작아질수록 업무제
안채택률은 늘어나고 있다. 모델 II에서 노동조합의 혁신활동에서 작업조직 측
면의 참여는 업무제안채택률에 긍정적인 영항을(β = .393, p<.01) 미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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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수
음식료품업
의류업
인쇄업
의약품업
화공플라스틱업
금속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가구악기제조업
기업규모
기업 연령
노사관계상태

2005년 1인당 매출액

I
-.128
(.081)
.050
(.144)
.136+
(.110)
.097
(.085)
.169+
(.085)
.120
(.078)
.046
(.077)
-.142+
(.112)
-.202*
(.026)
.112
(.044)
.018
(.054)
-.057
(.027)

노조 혁신활동 작업조직관리측면 참여
노조 혁신활동 인력관리측면 참여
작업집단자율권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노조 혁신활동작업조직관리측면 참여*
작업집단 자율권
노조 혁신활동작업조직관리측면 참여*
작업장혁신프로그램
노조 혁신활동인력관리측면 참여 *
작업집단 자율권
노조 혁신활동인력관리측면 참여 *
작업장혁신프로그램
2
수정된 R
Model F

.099
2.519***

2007년 업무제안 체택건수/업무제안건수
II
III
-.126
-.108
(.078)
(.078)
.052
.062
(.140)
(.141)
.148+
.146+
(.107)
(.106)
.074
.058
(.082)
(.082)
.154+
.161+
(.082)
(.082)
.093
.116
(.076)
(.078)
.075
.095
(.075)
(.075)
-.134
-.122
(.109)
(.109)
-.174*
-.152+
(.026)
(.027)
.104
.120
(.043)
(.043)
-.079
-.066
(.058)
(.058)
-.063
-.070
(.027)
(.027)
.393**
.338**
(.063)
(.065)
-.241**
-.229*
(.034)
(.034)
.169*
(.047)
-.057
(.013)

.154
3.150***

.169
3.095***

주 : N=166 그래프에는 비표준화계수와 표준편차 값을 나타냄.

IV
-.078
(.078)
.047
(.140)
.178*
(.107)
.046
(.083)
.178*
(.081)
.133
(.077)
.071
(.076)
-.120
(.108)
-.114
(.026)
.124
(.042)
-.076
(.058)
-.121
(.027)
.364***
(.072)
-.312***
(.036)
.065
(.058)
.136
(.019)
.173
(.126)
-.245*
(.037)
-.250*
(.079)
.255**
(.020)
.196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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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동조합의 인력관리 측면에서의 혁신활동 참여와 자율권

[그림 2-1]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와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그림 2-2] 노동조합의 인력관리 측면에서의 혁신활동참여와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인력관리 측면의 참여는 업무제안채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β = -.241, p<.05)
미치고 있다. 모델 III에서 조절변수인 작업집단 자율권은 업무제안 채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β = .169, p<.05) 미치지만 근로자의 작업집단프로그램 참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β = -.057, p>.10). 모델 IV에서 상호작용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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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 결과 혁신활동에서 노동조합의 작업조직관리 측면의 참여는 현장 근로자
가 참여하는 작업장 혁신프로그램과 부정적인 상호작용(β = -.245, p<.05)을 하
고 있다. 또한, 혁신활동에서 노동조합의 인력관리 측면 참여는 작업집단자율
권과 부정적인 상호작용(β = -.250, p<.05)을 하며 작업장 혁신프로그램과는 긍
정적인 상호작용을(β = .255, p<.05) 하고 있다.
[그림 1]은 노동조합의 인력관리 측면에서의 혁신활동 참여와 자율권, 그리
고 [그림 2]에서는 노동조합의 혁신활동참여와 작업장혁신프로그램의 상호작
용을 도표로 그려보았다. 작업현장에서 자율권과 노동조합의 인력관리 측면에
서의 혁신활동 참여는 업무제안개선제도 성과에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자
율권이 높아질수록 노동조합의 인력관리 측면에서의 혁신활동 참여는 업무제
안활동 성과를 저하시킨다(그림 1).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실시 수준이 높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참여 유형은 업무
개선제안제도 채택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그림 2-1/2-2). 하지만,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실시 수준이 낮을 때 노조의 작업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참
여가 활성화된다면 업무개선제안제도 채택 비율을 높여서 현장 근로자의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그림 2-1). 반면 노조의 인력관리 참여가 높아
질수록 업무개선제안제도 채택 비율은 떨어져 현장 근로자의 학습 성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그림 2-2).
위계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다. 노동조합이 작업 흐름을 원활하
게 만들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면 학습 성과는 향상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인력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학습 성과는 떨어지게 된다. 이
렇듯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유형에 따라 학습 성과는 뚜렷하게 차별화되므로 가
설 1은 지지된다. 작업현장의 자율권이 높아지면 노동조합의 인력관리 측면 참
여는 작업장 학습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
되고 있다. 작업현장에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이 낮은 수준에서 실행되면 노동
조합의 혁신활동참여 유형에 따라 작업장 학습 성과와의 관계는 달라지지만 높
은 수준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가설 3> 또한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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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본다면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활동 참여 유형에 따
라 근로자의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자율권과 혁신프로그램 실시 수준에 따라 노동
조합의 혁신활동 참여 유형과 작업현장에서의 학습 성과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작업현장을 둘러싼 작업조직과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진은 노동조합의 혁신활
동을 설정하여야 한다.

Ⅵ. 결 론

1. 연구 결과와 해석
이 연구는 업무개선 제안활동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참여가 작업장 혁신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노동조합이 작업장 혁신활동에 참여하
는 유형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학습활동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작업장
혁신활동에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노동조합이 생산 공정을 효과
적으로 운영하고 작업조직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현장 근로
자들 또한 작업장을 혁신하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를 좀더 활발하게 제시하게
된다. 반면 노동조합이 인사관리 부문에 개입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현장 근로
자의 제안활동은 오히려 낮아진다.
노동조합의 참여 효과가 작업장 혁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작업장 혁신
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참여 수준과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작업시스템을 개선시키는
프로젝트/태스크 포스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져야 작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혁신성과를 올릴 수 있다. 또한 작업현장에서 관리자는 인사권을 확
보하여 작업장 인력관리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개입 수준을 통제하고자 노력하
여야 한다. 즉, 작업장 혁신성과를 향상시키려면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활동
참여를 작업조직관리와 인력관리 측면으로 차별화시켜 노동조합의 권한을 타
협하고 조정하면서 작업장 현실에 적합한 혁신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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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동조합의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참여 유형과 현장 근로자 학습활동의
관계는 작업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현장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행사하면 업무 효율성을 대폭 개선시키는 학
습활동이 유용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작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작업현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제안하여 학습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럼에도 작업현장 근로자의 자율권
은 노동조합의 인력관리 참여와 학습 성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이 혁신활동의 인력관리 측면에 관여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작업현장
에서의 높은 수준의 자율권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작업장 배치/성과급/노동시
간과 같은 인력관리에 보다 깊숙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자율권이 부여되면 혁신활동의 목적을 도외시하게 되므로 업무
개선제안제도의 성과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혁신활동의 성과를 높이려
면 현장근로자들에게 자율권은 필요하나 노동조합이 혁신활동 참여 유형을 반
드시 감안하여야 한다.
셋째,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의 실시 수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와
업무개선 제안활동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실시 수준이
낮을 때 노동조합의 작업조직 측면에서의 혁신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어져야 현
장 근로자들 또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려는 동기가 높아지게 된다. 반면 노동조합의 혁신프로그램 인력관리 측
면에 개입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현장 근로자들은 업무 개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힘들어진다. 즉, 노사가 작업시스템의 효율성보다 인력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이 벌어져 혁신성과가 등한시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작
업혁신프로그램의 실시조차 부진하다면 현장 근로자들이 업무개선 제안활동을
수행하려는 동기 또한 저하되어 학습 성과가 부진해진다.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이 높은 수준에서 실시될 때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 유형은 업무개선제안제
도 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현장 근로자들은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
이디어와 개선책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제도를 통하여 제시하게 된다
(Godard, 2004).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실시 수준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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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준에 따라 생성되는 부가가치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아이
디어와 개선책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업무개선 제안활동을 통한 가치창출이 어
렵게 된다(Godard, 2004). 따라서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에서 실시
된다면 작업근로자는 일정한 수준의 학습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현 연구는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미치는 영
향을 작업조직 구성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작업장의 혁신
성과를 올리려면 경영진들 중 상당수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꺼려 노동조합의 역
할을 수동적인 수준으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상당수의 컨설턴트와 연구진들은
자율권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폭넓게 주어지고 작업장 혁신프로그램을 강도 높
게 실시하여야 혁신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유노 조사업장에서 혁신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노동조합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한 후 이에 따라 자율권을 부여하고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처럼 유노조 사업장에서 혁신활동은 다양한
요소들과 얽혀져 있으므로 경영진들은 사업장을 둘러싼 상황적인 배경을 충분
히 고려하여 혁신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유노조 사업장에서 자율권이 주어지면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노사 간의 소통은 혁신활동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입증되었다. 그
럼에도 자율권은 노동조합의 인력관리 측면 참여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였
으므로 노사 간 소통의 이중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이 집합적 소
통체로서 기능한다면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게 되며 이는 작업장 혁신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개별적 참여와의 충돌
이 빚어질 수 있다. 사용자가 작업장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면 노동조합과의 소
통의 이중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역할이 작업장 혁신에 부합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현 연구는 인당 아이디어 제안건수(제안건수/총인원)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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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해 보았다. 노동조합의 혁신활동에서 작업조직 측면의 참여(β =.028, p>.10)
그리고 인력관리 측면의 참여는(β = .004, p>.10) 인당 아이디어 제안건수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작업장의 자율권은 인당 아이디어 제안건수
에 긍정적인 영향을(β = .112, p<.05) 미치고 있으며, 상호작용 중에서는 노동조
합의 작업조직관리 측면의 참여는 현장에서의 자율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β = .171, p<.10) 하고 있다(부표 1). 이는 작업현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학습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창의성을 발휘시키
려면 작업장 운영에 대한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여 그들의 내적 동기를 부여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렇듯 이 연구는 유노조 사업장에서 혁신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향에 대하
여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한계를 갖고 있다. 유노조 사업장
에서 작업집단프로그램의 실시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체계
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작업집단프로그램 실시를 더미변수인 ‘예’ 그리고
‘아니요’로 설문하였으므로 실제 작업현장에서 작업집단프로그램이 어떻게 실
행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혁신활동에서 학습 성과를 업무개선 제안제도
의 채택률로 조작하였다. 업무개선 제안활동이 혁신활동의 학습 성과에 속하고
있으나 학습 성과에 대한 대표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업무개선
제안제도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유용하여도 노동조합이나 경영진의
이익에 불리하면 노사가 협상하여 아이디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작
업현장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도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아이디
어의 가치와 채택은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유용성과
가치가 아이디어의 채택과 일치되는지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업무개선 제안
활동에서 제시되는 아이디어와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 다만 BPR, JIT, TQM, SQC, 6-sigma, QC로 구성된 개선프로그램
토착화 노력 설문 문항(H110-H115)과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229(p<.01)의
계수가 나타나 업무개선 제안제도 채택률은 작업장 혁신활동과 유의미한 연관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럼에도 앞으로 업무개선 제안활동이 작업현
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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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권이 작업조직과 인력관리로 구분하여 노동조합
의 혁신활동 참여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면 보다 명확한 시사점을 전달할 수
있다. 현 연구의 자율권은 패널 조사에서 네 문항으로 조사된 설문 조사를 활용
하였으므로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횡단적 분석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테면 업무개선 제안제도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노
동조합의 작업장 개선활동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2008년도 개인
매출액을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으므로 횡단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노력하였다. 설문 문항의 상당수가 단일 문항이어서 변수의 신뢰도에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Gerhart, Wright, McMahan, & Snell, 2000; 박원우․김미
숙․정상면․허규만, 2000). 다만,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는 인사관리자와
노동조합 대표의 설문을 평균하였으므로 노사 간의 시각 차이를 통제하면서 부
분적으로나마 단일 응답자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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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1인당 업무제안건수에 대한 회귀분석모형
독립변수
음식료품업
의류업
인쇄업
의약품업
화공플라스틱업
금속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가구악기제조업
기업규모
기업연령
노사관계 상태

2005 년 1 인당 매출액

I
-.012
(.082)
-.059
(.139)
-.033
(.108)
-.027
(.086)
.052
(.085)
-.056
(.080)
.112
(.073)
-.097
(.110)
-.082**
(.024)
.017
(.042)
.042
(.051)
-.005
(.026)

노조 혁신활동작업조직관리측면참여
노조 혁신활동인력관리측면참여
작업집단자율권
작업장혁신프로그램
노조 혁신활동작업조직관리측면참여*
작업집단자율권
노조 혁신활동작업조직관리측면참여*
작업장혁신프로그램
노조 혁신활동인력관리측면참여 *
작업집단자율권
노조 혁신활동인력관리측면참여 *
작업장혁신프로그램
수정된 R 2
Model F

.019
1.589

2007 년 1 인당 업무제안건수
II
III
-.012
-.018
(.083)
(.082)
-.064
-.027
(.140)
(.140)
-.035
-.051
(.108)
(.107)
-.035
-.067
(.087)
(.087)
.046
.035
(.086)
(.084)
-.066
-.043
(.082)
(.082)
.107
.087
(.074)
(.073)
-.094
-.080
(.111)
(.109)
-.077**
-.076**
(.026)
(.026)
.017
.026
(.042)
(.041)
.025
.034
(.057)
(.056)
-.003
-.002
(.026)
(.026)
.028
-.011
(.062)
(.063)
.004
.005
(.033)
(.033)
.112*
(.045)
.010
(.017)

.032
1.386

.065
1.711*

IV
-.020
(.083)
-.030
(.138)
-.024
(.108)
-.034
(.088)
.004
(.086)
-.040
(.083)
.051
(.073)
-.081
(.109)
-.073**
(.025)
.021
(.041)
.004
(.056)
.001
(.026)
.024
(.064)
.012
(.034)
.075
(.053)
-.011
(.046)
.171+
(.100)
-.011
(.046)
.061
(.069)
.008
(.024)
.09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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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bor Union Participation and Workplace Innovations in
High Performance Workplaces
Hyondong Kim․Eunjong Shin
Recently, companies has invested into workplace innovations in order both
to improve productivity and to enhance workers commitment. As labor union's
participation becomes important to the success of workplace innovations,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activities and roles of labor unions make
contribution to the outcomes of workplace innovations.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impacts of labor union's innovating
activities on employee suggestion outcomes. It uses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2007 to mak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workplace
innovation programs. The empirical evidence showes that labor union'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workplace system innovation improves employee
suggestion activities. In contrast, labor union's participation to the issuses
regarding human resources(HR) systems produces negative effects on
employee suggestion programs. Moreover, job autonomy and workplace
innovation programs moderate the impacts of labor union's innovation activities
on employee suggestion activities. Thus, the companies need to consider their
workplace structures and systems to successfully carry out workplace
innovation programs. To enhance the workplace innovation outcomes, this
paper calls for the management to foster an sophisticated work system where
labor union's innovating activities not only facilitate work flows but also
enhance the efficiencies of production systems.
Keywords : workplace innovation program, labor union participation, employee
sugges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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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김 기 선*

‘하르츠개혁’에 의해 파견근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불린 만큼 대
폭적인 변화가 있은 후 8년이 지난 최근 독일에서는 또 한 번 근로자파견법
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법률 개정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
다. 우선, 2008년 말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제정됨으로써 2011년 12월 5
일까지 관련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법률 개정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지난 근로자파견법 개정 이후 독일 내 근로자파견에
상당한 수준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독일 근
로자파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노동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핵심 용어: 독일 근로자파견법,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유연안정성, 근로자파견의 규제완
화,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

Ⅰ. 서 론

독일은 1972년 근로자파견법 제정으로 파견근로를 합법화한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하기는 하되 파견근로가 가진 고용의 불안정성 및 노
논문접수일: 2011년 8월 29일, 심사의뢰일: 2011년 9월 7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23일
* 대진대학교 강사, 법학박사(19960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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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후반 높은 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독
일 정부는 파견근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되었고, 2002년 말의 법률
개정1)에 의해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큰 변화를 겪었다.2) 종전까지 파견근로를
제한하던 대부분의 규제를 없애는 대신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이 이
전보다 확대되었다. 규제완화를 통해 파견근로가 가진 고용창출 능력을 최대로
이끌어냄으로써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평등대우원칙에 의
해 파견근로자의 적정 수준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파견근로의 질을 개선하겠다
는 것이었다.3)
그리고 이러한 개정이 있은 후 8년여가 지난 최근 2011년 4월 29일4)과 2011
년 7월 20일5)의 법 개정에 의해 또 한 번 독일 근로자파견법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이 글에서는 최근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 및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노동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러한 검토 작업은 향후 우리 사회의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논의의 방향 및 방법
을 설정함에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1) Das Erste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vom 23. 12. 2002,
BGBl.Ⅰ, p.4607. 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박지순,「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 개혁」,『노동
법학』제18호, 2004년 6월, p.308 이하; 유성재,「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노
동법학』제19호, 2004년 12월, p.1 이하 참조.
2)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는 최홍엽,「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
용」,『노동법연구』제15호, 2003,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p.3 이하.
3) BT-Drucksache 15/25, pp.23~24.
4)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 Verhinderung von
Missbrauch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vom 20. 7. 2010, BGBl. Ⅰ, p.642.
5) Gesetz zur Änderung de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es und des Schwarzarbeitsbekämpfungsgesetzes vom 20. 7. 2010, BGBl.Ⅰ, p.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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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일 근로자파견법 개정의 배경

1.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제정
최근 독일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08년 말 파
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하,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라 함)이 제정, 발효
됨으로써 유럽연합 내 파견근로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유럽 차원에서 파견근로의 규율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거의 30여 년 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에 이미 유럽집행위원회는 파견근로에 대한 지침
안을 제출한 바 있었다.6) 그리고 2년이 지난 1984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수정안
을 제출하였으나, 유럽이사회는 이를 심의하지 않았다. 그 이후 1990년에 이르
러 유럽집행위원회는 비정규근로를 규율하기 위해 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그
리고 파견근로에 대한 세 가지의 지침안을 제출하였다. 이 중 파견근로자의 산
업안전보건의 개선조치의 보완을 위한 지침안7)만이 유럽지침 91/383/EWG8)로
제정되었다.
단시간근로와 기간제근로에 대한 유럽 노사단체 간의 논의는 이후 보다 활발
히 진행되었고, 마침내 이에 대한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997년에는 단시
간근로에 대한 유럽연합지침9), 1999년에는 기간제근로에 대한 유럽연합지침10)
6)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Rates zur Zeitarbeit vom 7. 5. 1982, ABl EG Nr.
C 128, p.2.
7)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Rates zur Ergänzung von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von Zeitarbeitnehmern.
8) Richtlinie des Rates zur Ergänzung von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es von Arbeitnehmern mit befristetem Arbeitsverhältnis oder
Leiharbeitsverhältnis vom ABl EG Nr. L 206, p. 19.
9) Richtlinie 97/81/EG des Rates zu der von UNICE, CEEP und EGB geschlossenen
Rahmenverereinbarung über Teilzeitarbeit, ABl EG Nr. L 14, p.9.
10) Richtlinie 1999/70 EG des Rates v. 28. 6. 1999 zu der EGB-UNICE-CEEP-Rahmenvereinbarung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ABl EG Nr. L 175,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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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되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파견근로를 규율하기 위한 노사단체 간의 협의는 2000년
5월에 시작되어 1년간 계속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합의가 도출되
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을 적용함에 있
어 그 비교 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해 노사의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경영계는 파견사업 내 근로자가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었던 반면, 노동계는 사용기업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11)
유럽 노사단체의 합의도출 실패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직접 독자적 안을
마련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2년 3월 20일 파견근로
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침안12)을 유럽연합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 21일 유럽연합의회의 수정 결의권고가 있은 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2년 11월 28일 수정된 안13)을 제출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유럽연
합이사회가 이 지침안에 대해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이도 결국은 무위
로 그치고 말았다.
이 후에도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
럽연합이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경우에 파견근로자
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각국의 입장 차가 계속
되었다. 그러던 중 2007년 12월 5일 유럽이사회에서 이와 같이 고착상태에 변
화가 일어났고, 2008년 6월 9일과 10일 브뤼셀에서의 회의에서는 파견근로의
유럽연합지침안에 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8년 9월 12
일에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공포와 관련한 공동성명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
다. 그리고 2008년 11월 19일 유럽연합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는 파견근로유럽
연합지침을 의결했고, 이 지침은 2008년 12월 5일 관보에 공포되었다.14)
11) Fuchs, “Das Gleichbehandlungsgebot in der Leiharbeit nach der neuen Leiharbeitsrichtlinie”,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2009, p.58.
12)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Arbeitsbedingungen von Leiharbeitnehmern, KOM(2002) 149 endg.
13) Geänderter Vorsch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Arbeitsbedingungen von Leiharbeitnehmern, KOM(2002) 701 endg.
14) Richtlinie 2008/104/EG über Leiharbeit, ABl EU Nr. L 327, p.9.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김기선)

 171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제정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를 포함한 비정규
근로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보호의 큰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파견근
로유럽연합지침은 유럽연합 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최저수준(파견근로
유럽연합지침 제9조)의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파견근로유럽연합
지침의 제정으로 적어도 파견근로에 대해서만큼은 유럽연합이 야심차게 추구
하고 있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전략이 그 윤곽을 갖추게 되었다. 파견근로가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파견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핵심
적 목표이기 때문이다.15)
아무튼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제정으로 유럽연합 내 모든 회원국은 지침
공포 후 3년이 되는 2011년 12월 5일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11조).16) 이에 따라 독일도 파견근로
유럽연합지침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에 맞게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2. 규제완화 이후 나타난 파견근로의 문제점
한편, 최근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이 있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지난번
법 개정 이후 독일 내 파견근로에 상당한 수준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는 점
이다.17)

가. 파견근로자의 저임금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2002년 말 소위 ‘하르츠개혁(Hartz-Reformen)’의 일환으
로 진행된 법률 개정에 의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큼의 큰 변화가 있었다.
15)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김기선,「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4 이하 참조.
16)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회원국 및 유럽연합 내 노사단체와의 합의로 필요한 경우
지침의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2013년 12월 5일까지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적용을 심
사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12조).
17) 독일 내 파견근로의 최근 실태에 관하여는 김기선,「독일 내 파견근로의 실태와 최근의
논의」,『노동법연구』, 제29호 (2010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p.17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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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요구에 맞게 파견근로를 유연화시킴으로써 파견분야에서 대규모 신
규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파견근로를 제한하던 대부분의 규
제가 삭제되었다. 예컨대, 24개월로 제한되어 있던 근로자파견의 상한 기간이
폐지되었다. 또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파견 기간의 임금지급 의무를 파견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 계약 기간을 사용사업주로의 파견 기간과 일
치시키는 것을 금지(Synchronisationsverbot)하던 규정이 삭제되었다.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급부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이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 기간 중 임금을 포함한 중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사업 내
에 있는 비교 가능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대우원칙에 의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개정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오류’임이 드러났다.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단체협약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를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대해 평등대우원칙의 예외
를 인정한 까닭은 단체협약 당사자가 파견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파견근로
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을 통해 파견 기간 및
비파견 기간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한데 묶어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18)
단체협약에 의한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는, 노동조합과 파견업체 양쪽 모두가
파견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유인(誘因)이 되었다. 노
동조합 측에서는 단체협약으로 파견근로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규제완화
에 대응코자 하였다. 한편, 파견업체의 입장에 보자면, 평등대우원칙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단체협약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상당
히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독일 내 파견 분야에는 다수의 기업별 단체협약 이외
에도 산업별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체결되었다.19) 독일노총(DGB)은 연방파
견회사사용자단체(BZA)와 독일파견업협회(iGZ)와 각각 산업별 단체협약을 체
18) BT-Drucksache 15/25, p.38.
19) BT-Drucksache 17/46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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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였고, 기독노동조합(CGB) 산하 공동교섭단(CGZP)은 중견인력공급서비스
업사용자단체(AMP), 연방독일서비스업단체(BVD), 전문인력공급서비스업사용
자단체(mercedarius)와 각각 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때문에 독일 내 파
견근로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
물고, 파견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거의 전적으로 파견 분야의 단체협약
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20)
문제는 파견 분야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임금수준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산업 분야의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파견 분야의 단체협약이 이처럼 낮은 임금수준에서 체결된 이유는 독일노총
과 기독노동조합의 경쟁관계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단체협약에 의
한 평등대우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자 이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파견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을 시작하였다. 그 시발점이 된 것이 2003
년 2월 24일 기독노동조합이 북바이에른 파견업협회(INZ)와 체결한 단체협약
이었다.21) 당시 독일노총은 사용자단체와 교섭과 관련한 중점사항에 대한 합의
안을 도출하고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데, 기독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은 이 합의안에서 정한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기독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은 독일노총의 단체교섭에도 큰 영향을 끼쳐 이후 단체교섭이 신
속하게 마무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22) 독일노총은 2003년 5월 29일 독일파견
업협회(iGZ), 2003년 7월 22일 연방파견회사사용자단체(BZA)와 각각 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독일노총은 기독노동조합이 정
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독일노총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독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를 크게 상회하는 정도는 아니었
다. 파견 분야 단체협약의 낮은 임금수준은 이후 단체협약이 여러 번 갱신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 Waltermann, “Fehlentwicklung in der Leiharbeit”,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2010, p.483.
21) Düwell/Dahl, “Aktuelle Gesetzes- und Tariflage in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Der
Betrieb, 2009, p. 1071. 기독노동조합 산하 공동교섭단은 이후 중견파견협회(MVZ)와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북바이에른 파견업협회(INZ)와 중견파견협회MVZ)는 2005년 중
견인력공급서비스업사용자단체(AMP)로 통합되었다.
22) Lembke, “Aktuelle Brennpunkte in der Zeitarbeit”, Betriebs-Berater, 2010, p.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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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저임금은 유사한 업무의 정규직 근로관계의 임금과 비교할 때
여실히 드러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정규 근로자 대비
35~40% 가량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1999년과 2006년 사이 파견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모든 분야에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3)
한편, 기독노동조합 산하 공동교섭단이 파견 분야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학설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기독노
동조합이 파견 분야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
해 연방노동법원은 최근 2010년 12월 14일 결정에서 기독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24) 단체협약체결능력(Tariffähigkeit)이 없
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기 때문에,25) 기독노동조합의 단체협
약을 적용받음으로 인해 평등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사용사업 내 비교 가능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의 차액
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나. 파견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의 대체
이번 개정 이전 독일 내 파견근로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업들
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이 아닌 파견근로자를 조달받는 방식
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기업집단 내에) 파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26) 파견 상한 기간의 폐지에 의해 동일 파견근로자를 기
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 정규
직 근로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말한 바
와 같이,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각 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
자의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인
23) Ministerium für Arbeit, Gesundheit und Soziale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Zeitarbeit in Nordrhein-Westfalen, Strukturen, Einsatzstrategien, Entgelte, 2008, p.
73 이하.
24) BAG vom 14. 12. 2010 - 1 ABR 19/10.
25) 독일 노동법상 단체협약체결능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는, 박제성․김기선․김철희․심
재진․최석환,『노동조합 정의 규정 재검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p.25.
26) 이러한 점은 독일 정부가 제출한 제11차 근로자파견법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BTDrucksache 17/464,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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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비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파견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 내 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인건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독일에는 현재 사업 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재직 중에 있는
자를 저임금 파견근로자로 전환시켜 이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이들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종료시킨 후 파견회사
로의 전적을 강요하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AS Schlecker라는 한
생활용품 체인이 사업을 폐쇄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후, Meniar라는 파견회사로
하여금 이들 근로자를 저임금 파견근로자로 다시 고용케 한 후 새로 설립한 생
활용품 체인 Schlecker XL GmbH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건(소위 Schlecker사
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대중적 분노가 일었고, 정치권으로서는
이와 같이 근로자파견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27)

Ⅲ. 독일 근로자파견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일시적 파견’으로서 근로자파견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제정 당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었다. 파견 상한 기간을 둔 까닭은 상용직에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28) 그러나 이후 법률
개정에 의해 파견 상한 기간은 6개월(1985년), 9개월(1993년), 12개월(1997년)
그리고 24개월(2001년)로 점차 연장되었다. 그리고 2002년 말 단행된 법률 개
정에 의해 최대 24개월로 제한되어 있던 파견 상한 기간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
27) Düwell/Dahl, “Verhinderung des missbräuchlichen Einsatzes von Arbeitnehmerüberlassung
und Umsetzung der Leiharbeitsrichtlinie”, Der Betrieb, 2010, p.1759.
28) BT-Drucksache Ⅵ/2303,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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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사업 내의 정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29)
그런데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제1조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을 인력의 ‘일
시적’ 공급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e)호에서는 파견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사업
주에게 공급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근로자
파견을 ‘일시적’ 근로제공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규정을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맞게 개정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조
제1항 제2문에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파견은 일시적으로 행해진다.”라
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다만, 2002년 법률 개정 이전과 같은 최대 파견 기간이
재도입되지는 않았다.30) 법에서 근로자파견의 상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탓에, 어떠한 경우가 일시적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일시적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이에 관한 상당한 해
석상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1)

2. 허가 의무
가. 영리 목적이 없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허가 의무의 확대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 형태의 파견기업 또는 사용기업에 대하
여 적용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1조 제2항).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파
견기업 또는 사용기업이면 족하고, 파견근로유럽연합의 적용에 있어서는 영리
를 취할 목적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이 없는 근로자파견에도 적용
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은 비영리 근로자파견에 대하여
29) BT-Drucksache 15/6008, p.8.
30) BR-Drucksache 847/10, p.7.
31) Hamann, “Kurswechsel bei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2011,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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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용된다.32)
그런데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만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영리 목적이 없는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
견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해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때문에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정 이후 학설에서는, 파견근로유럽연
합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도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근로자파견법상의 규정이 적용
되는 방향으로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주장되었다.33)
이와 같은 배경하에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관
계없이 경제적 활동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는 허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조 제1항 제1문). 이
전까지의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례는, 별도의 파견 수수료 없이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의 파견료만을 받고 이루어지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없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4)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기업집단 내)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주에게
는 파견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35)

나. 허가 의무의 예외
(1)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제1조 제3항에서 파견 허가가 필요치 않은 예외적
인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36) 이에 따르면,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
32) Leuchten, “Die neue Recht der Leihrabeit”,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2011,
p.609.
33) Boemke, “Die EG-Leiharbeitsrichtlinie und ihre Einflüsse auf das deutsche Recht”,
Recht der internationalen Wirtschaft, 2009, p.178.
34) BAG v. 20. 4. 2005 - 7 ABR 20/04; BAG v. 25. 1. 2005 - 1 ABR 61/03.
35) Hansen/Ragnit, “Neue Regeln für die Zeitarbeit”, Arbeit und Arbeitsrecht, 2011, p.9.
36)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단축근로 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동일 산업
분야에 속해 있는 사용자 간의 근로자파견(제1호), 기업집단(Konzern)에 속한 기업 간의
파견으로서 근로자가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
호), 파견근로자가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해외에 있는 공동기업으로 파견되는
경우(제3호)에는 파견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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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근로자파견으로서 근로자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다른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가 의무의 예외로서 파견 허가
가 필요치 않았다(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조 제3항 제2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파견은
‘일시적으로’ 행해진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용어상의 중복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정 근로자파견법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
간의 근로자파견으로서 근로자가 파견을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
는 파견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이 수정되었다.37)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변화로 인해 법률 해석상 실질적인 큰 변화가 발생되
지는 않는다.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다른 기업에 파견할 목적으로 근로자
를 채용하는 소위 기업집단 내 인력운영회사(konzerneigene Personal–
führungsgesellschaft)38)는 －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 허가 의무의 예외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견허가를 받아야 한다.39) 이들 회사에 고용
된 파견근로자는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경우에 해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기업으로의 파견만을
예정하여 채용된 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에 의해 허가 의무의 또 다른 예외가 규정되었다.
이번 근로자파견법 개정으로 인해 허가 의무의 적용범위가 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않는 근로자파견으로 확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
만 반복의 의사 없이 행해지는 일회적 파견의 경우에는 개정 이후에도
파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 근로자파
견법에는 파견이 반복적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파견을 목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사용자 간의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조 제3항 제2a호).
37) 기업집단 내 근로자파견에 대해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파견근로유럽연합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견해로 Lembke, “Die geplanten Änderungen im
Recht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Der Betrieb, 2011, p.416.
38) 이에 관해서는 Ki Sun Kim, Die konzerninterne Arbeitnehmerüberlassung durch die
Personalführungsgesellschaft und das Betriebsverfassungsrecht Diss. Uni. Leipzig,
2011 참조.
39) Hamann, 앞의 글,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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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밖에 개정 전의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단축근로 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용자에게 12개
월 이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를 사전에 연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조의a). 즉,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에
의해 파견 허가가 대체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 의해 파견 허가 의무의 적용범위가 확대됨과 더불어, 이 규
정 또한 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용자가 단축근로 또는 해고를 회피
하기 위해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파견을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근로
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만 파견 허가 없이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
었다.

3. 파견 분야에 대한 최저임금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파견 기간 중 파견근로자의 중요
근로조건은 최소한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에 의해 동일한 일자리에 직접 채용
되었더라면 적용받았을 근로조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파견
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은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도 규
정하고 있다.40) 특히 제5조 제3항에서는 단체협약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를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견
40)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유럽연합회원국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기업
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과 관련하여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임금에 있어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비파견 기간
중에도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파견사업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 분야나 지역 내에 있는 유사한 기
업에 단체협약을 확대할 법률적 시스템이나 관습이 존재하지 않는 유럽회원국은 －파견근
로자의 전체적 보호수준이 보장되는 한 －국가 차원의 노사단체에 의해 합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평등대우원칙과 다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 대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
정은 파견근로지침 제5조 제3항의 단체협약에 의한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불확실한 영국과 아일랜드를 위해 도입된 예외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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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자파견법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과 독일 근로자파견법상의 규정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5조 제3항은, “파견근로자의 전체적
보호수준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단체협약에 의한 평등대우의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정 이후 독일에서는, 파
견 분야의 저임금 단체협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적
정 보호수준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경우에만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
하는 방향으로 평등대우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주장되었다.41)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평등대우에 관한 규정을 손보는 대신 파견 분야에 최저임금을 설
정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여기에는 2011년 5월 1일부터는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에 가입한 동유럽 8개 회원국의 근로자에게도 전면적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고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임금수준이 낮은 동유
럽 근로자가 독일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독일 내 임금덤
핑(Lohndumping)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42)
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에 따르면, 연방 차원에서 단체협약으로 파견 분야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합의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제안권이 있는 단체협
약 당사자)는, 연방노동․사회부에 그 협약상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법적 구속
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 정할 것을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43) 제안에는 파
견 기간 및 비파견 기간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 및 그 유효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3조의a 제1항). 한편, 시간당 최저임금은 각 지
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제안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법규 명령을 제정할 것인지
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임금수준이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
는 데 적합한 것인지 여부, 파견 분야에 현재 존재하는 연방 차원의 단체협약,
41) 이와 같은 견해로 Boemke, 앞의 글, p.183; Ulber, “Die Richtlinie zur Leiharbeit”,
Arbeit und Recht, 2010, p.15.
42) Hamann, 앞의 글, p.71.
43) 독일노총은 2010년 4월 30일에 이미 연방파견회사사용자단체(BZA), 독일파견업협회(iGZ)
와 최저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이 단체협약에서는 서독 지역에
대해 7,79유로, 동독 지역에 대해 6,89유로를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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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제안한 단체협약 당사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3조의a 제3항). 또한 제안이 여러 개인 경우, 연방노동․사회부
는 최저임금을 제안한 단체협약 당사자의 대표성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
리고 대표성을 결정함에 있어 연방노동․사회부는, 법규 명령의 적용범위 내에
있으며 제안을 한 사용자단체에 소속된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
법규 명령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제안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수를 우선적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3조의a 제4항).
파견 분야의 최저임금을 공포하기에 앞서, 법규 명령의 초안은 연방관보에
공고된다. 연방노동․사회부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그리고 법규 명령의
적용범위 내에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노동조
합 및 사용자단체에게 연방관보에 법규 명령 초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주 이내
에 서면에 의한 의견표명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 의견표명 기간의 만료 이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Tarifausschuss)가 제안을
심의하게 된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3조의a 제5항).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규 명령으로 제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그 적용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 및 파견근로자에 적용된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3
조의a 제2항).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적어도 파견근로자에게 법규 명령에서 정
한 파견 기간 및 비파견 기간 중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0조 제5항).
파견사업주가 파견 분야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평등대우원칙에
대한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견 허가의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는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사업 내 비교 가능한 근로자와의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파견 분야 내에 법규 명령으로 정해진 파견 분야 내 시간당 최저임금의
지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7월 20일 법률 개정
에 의해 벌칙 및 감독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6
조 내지 제18조의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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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의 예외
가. 정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전환시킨 경우 평등대우원칙의 예외 불인정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는,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를 저임금 파견
근로자로 둔갑시켜 재사용하는 소위 ‘회전문 효과(Drehtüreffekt)’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파견근
로자가 파견 직전 6개월 이내에 사용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와 동일한 기업집
단 내에 속한 사용자와 근로관계 또는 직업훈련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단체협
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을 적용하도록 하
였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3호).
그렇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근로자가 이전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지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이들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파
견하는 것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뿐,
과거 6개월 이내에 근로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를 동일 기업 또는 기업집단 내의
다른 기업에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44)

나. 파견근로 이전 실업상태였던 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의 예외 삭제
개정 전의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단체협약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 파견근로
이전 실업상태였던 자에 대하여도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즉,
파견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파견근로자로 채용하고 최대 6주의 기간
동안 최소한 그 근로자가 직전에 실업급여로 받았던 금액을 실수령임금으로 지
급하는 경우에는 평등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독일 근로자파견법 제3조 제
1항 제3호).45) 이는 파견기업에 이전에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채용할 유인을 제
공함으로써 실업자가 노동시장으로 재복귀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46)
44) Zimmermann, Der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AÜG - Verhinderung
von Missbrauch der Arbeitnehemrüberlassung, Arbeitsrecht Aktuell, 2011, p.63.
45) 그러나 동일한 파견사업주와 이전에 파견근로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독일 파견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1문 단서).
46) BT-Drucksache 15/25,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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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파견근로 이전 실업자였던 자에 대하여 평
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업자에 대한 평등대우
원칙의 예외가 실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47) 이번 근로자파견법
개정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5.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 수수료 요구 금지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파견 종료 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6조 제2항에서 파견 종료 후 파견근로자
와 사용기업 간에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금지하거나 방해하
는 합의를 금지하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파견근로자가 파견 종료 후 사
용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견기업은 파견근로자에게 소개 수수료
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제9조 제3호와 제4호에서 파견근로자의 채용을 금지하
는 사용사업주와의 합의 및 파견근로관계의 종료 후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파견근로자와의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 대
한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이번
근로자파견법 개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직업소개 수수료를 지
급하도록하는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개정 독일 근로파견법 제9
조 제5호).48)

6.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업 내 공석 중인 일자리에 대한 정
보제공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1항은,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 내 기간의 정
47) Leuchten, 앞의 글, p. 610.
48) 그렇지만 학설상으로는 이미 파견근로관계의 종료 후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파견근로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합의도 무효이며
(Boemke/Lembke,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2. Auflage 2005, § 9 Rn. 194), 이
에는 소개 수수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Mengel, in: Thüsing,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2005, § 9 Rn.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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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없는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사업주가 기업
내에 공석 중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파견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근로자파견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에는 제13조
의a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의
기업 내에 있는 충원이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49) 그리
고 사용사업주가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2,500유로의 과
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제2항).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 내 공석 중인 ‘기간의 정함
이 없는 일자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독
일 근로자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게 기업 내에 공석중인 ‘모든
일자리’, 다시 말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자리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50) 파견근로자가 해당
일자리에 적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51) 정보제공은
파견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및 기업 내에 적당한 장소 예
컨대, 게시판에의 공고, 모든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인트라넷 등에 일반적인
공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7. 사용사업 내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의 이용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파견근로유럽연
합지침 제5조 제1항)과는 별도로, 제6조 제4항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기업 내
에서 직접 채용된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 특히 식당,
직장 내 보육시설 및 지원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49) 이와 비슷한 규정은 독일 단시간․기간제근로법 제18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
르면, 충원해야 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일자리에 적
당한 능력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0) Lembke, “Neue Rechte von Leiharbeitnehmern gegenüber Entleihern”,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2011, p.320.
51) Zimmermann, “Die neuen Pflichten der Einsatzunternehmen nach der AÜG-Reform
2011”, Arbeitsrecht Aktuell, 2011,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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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파견근로자와 직접 채용된 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4항은 파견근로자의 평등대
우원칙을 제3조 제1항 f)에 열거되지 않은 근로조건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용사업 내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파견근로유럽연합지
침상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과 달리, 사용사업 내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를 이용할 파견근로자의 권리는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52)
개정 독일 근로파견법은 제13조의b에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4항
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사업 내의 비교 가능한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기업 내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을 보장해야 하고,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와 직접 채용된 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
다. 복리후생시설 또는 제도에는 특히 보육시설, 식당, 지원 자금이 포함된다
(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13조의b).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과 마찬가지로 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3조의b는
단체협약으로 법률에 규정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단체협약에 의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해짐으로써 평등대우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달리 대우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근
로자에게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53) 그리고 법률에 정해진 바
와 다르게 사용기업 내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합의는
무효가 된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9조 제2a호).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
의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상의 합의, 파견사업
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 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 모두 무
효다.54) 그리고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의 이용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2,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제2항).
52) Lembke, 앞의 글, p.418.
53) Oberhür, “Umsetzung der EU-Richtlinie und Einführung einer Lohnuntergrenze in
der Leiharbeit, Arbeits-Rechts-Berater, 2011, p.148.
54) Lembke, 앞의 글,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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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일 근로자파견법 개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평 가
독일은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후 상당 기간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
법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파견근로가 가진 노동
시장정책적 기능에 주목하여 파견근로의 규제완화가 시작되었고, 2002년 법률
개정에서 파견근로에 대해 유연안정성 전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파견근
로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없애는 대신 평등대우원칙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보
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난 몇 년간 독일 내 파견근로시장은 크게 늘어났다.
이는 근로자파견법의 규제완화로 인한 파견근로의 기능 변화, 근로자파견에 대
한 기업의 전략 변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독일 내 파견근
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평등대우원칙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
자의 저임금은 개선되지 않았고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폭으
로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근로자를 장기 파견근로자로 대체하거나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를 저임금 파견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
가 자행되었다.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최근 개정의 목표는,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것과 지난 번 법률 개정 이후 노정된 독일 내 파견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의해 파견근
로유럽연합지침이 온전히 독일 근로자파견법에 수용된 것인지, 이번 법률 개정
에 의해 현재 독일 내 파견근로의 문제점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일시적
파견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파견의 상한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
정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둔갑시켜 재사용
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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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정하였으나, 과거 6개월 이내에 근로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를 파견근로
자로 해당 기업 또는 그 기업과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기업에서 다시 사용하
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이 우리 사회의 파견근로
에 대한 논의에 있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변화는 파견근로에 있어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을 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근로자파견의 남용을 방
지할 충분한 대책 없는 파견근로의 유연화는 자칫 파견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의 대체를 낳을 수도,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존립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파견근로가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
서는,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 또는 파견 기간의 연장과 같은 파견근로의 규제완
화를 검토하기에 앞서 파견근로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우선
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독일 근로자파견법을 타산지석으
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과 마찬가지로 －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과는 별개로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 내에서 직접 채용된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사업주의 복리후
생시설 및 제도, 특히 식당, 직장 내 보육시설 및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현행 우리 근로자파견법에 있어서도, 사용사업 내 복리후생
시설 및 제도에 대한 평등대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및 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의 기업 내에 공석 중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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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s of the Temporary Agency Work Act in
Germany
Ki Sun Kim
Recently, the Temporary Agency Work Act in Germany has been amended
substantially. Responsible for the change are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an enormous political pressure to act resulted from wage dumping of temporary
work. Second, the EC directive on temporary agency work shall be transposed
into German law to 5. December 2011.
It remains questionable whether the EC directive on temporary agency work
has been implemented with the amendment of the Temporary Agency Work
Act and the abusive use of temporary agency workers can be sufficiently
prevented, as well as the new Temporary Agency Work Act controls no
maximum transfer period for the temporary use and the substitution of
permanent staff by temporary workers is still possible.
The temporary agency work in Germany clearly show that the deregulation
of the temporary agency work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without measures against the abuse of temporary agency work. Ultimately
the de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work will lead to without adequate legal
measures against abusive use of temporary agency workers to the expansion
of precarious work and the displacement of core workers.
Keywords : Temporary Agency Work Act in Germany, EC directive on temporary
agency work, flexicurity, the de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work, equal
pay equal treatment of temporary agenc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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