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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
김 우 영**

본 연구는 2008년 새롭게 수집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이용
하여 우리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를 재추정한다. 지역간 임금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는 KLIPS나 OES를 이용한 반면, 본 연구는 이들 자료를 이용할
경우와 RES를 이용할 경우 지역간 임금격차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
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OLS를 통한 임금격차와 취업자/비취업자의 선택편
의를 고려한 임금격차를 제시한다. RES KLIPS, OES를 이용하여 임금함수
를 추정한 결과, KLIPS를 이용하여 얻어진 지역간 임금격차는 RES를 이용
한 경우보다 과소 추정되며, OES를 사용할 경우에는 RES와 평균적인 임금
격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개별 지역의 임금격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표본선택
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로 인한 지역간 임금격차의 왜곡은 심각
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RES를 이용하여 일반 엔트로피 지수
(Generalized Entropy Index)를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은 지역간 임
금격차에 기인하기보다는 지역내 임금불평등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는 확연하
게 나타나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거주자의 임금프리미엄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의 거주자는 마이너스 임금프리미
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의 해소는 수도권-비수
도권의 임금격차 해소로 귀결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
책도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용어 :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 표본선택편의

논문접수일: 2011년 12월 9일, 심사의뢰일: 2011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2012년 1월 20일
*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해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kwy@kongju.ac.kr)

2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1호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지역간 균형발전이기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
남과 호남 사이의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수도권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집권당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편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역간 불균형은 최근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2009년 현재,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으며, 전체 소득의 49%가 그곳에서 창출되고 있다. 또한 16개 광역시․도 간
소득격차도 심한데, 2009년 현재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4,600
만 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1,300만 원)로 그 격차는 3.5배에 달한다. 이
러한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현안으로 삼아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려 하였지만 그 격차는 여전
히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 과학벨트,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간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간 경제적 불평등이 중요한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룬
연구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지역간 1인당
GRDP의 차이를 측정하고,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또 그 차이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수렴(convergence)하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Barro and Sala-i-Martin(1991, 1992)의 가설을 한국에 적용하
여 검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지역간 1인당 임금격차를 추정
하고 그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인데 이들 연구는 주로 Mincer-Type의 임금함수
의 추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적자본, 산업, 직업을 통제한 후에도 상당한 크기
의 지역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3)
2) 지역간 1인당 GRDP를 비교하거나, 1인당 GRDP의 수렴을 다룬 최근의 국내 연구로는
노근호 외(1995), 이진원(1997), 유병철․박성익(2004), 박성익․유용철(2005), 민경휘(2005,
2006), 허문구(2006), 김종일(2010) 등이 있다.
3) 지역간 임금격차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이원호(2002), 이종훈․권태희(2005), 허식(2007),
이번송(2009), 이상호(2010) 등이 있다.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김우영)



3

[그림 1] 1인당 GRDP와 1인당 임금의 관계(2009)

주 : 1인당 GRPD에 대한 자료는 KOSIS에서, 1인당 임금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에서 저자가 계산한 것임.

본 연구는 지역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위의 두 가지 접근방법 중 후자, 즉
지역간 임금격차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가 지역
간 1인당 GRDP가 아닌 1인당 임금격차를 추정하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 기
인한다. 첫째, 1인당 GRDP와 1인당 임금은 유사하지만 상당히 다른 지표라는
것이다. 이는 [그림 1]에서 잘 나타나는데, 지역의 1인당 GRDP와 지역의 1인
당 임금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다. 2009년 현재 양 변수 사이의 상관
2
계수는 0.59이며, R 은 0.36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1인당 GRDP와 1인당 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뿐 아니라 자본에
대한 소득과 영업이익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자의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 1인당 GRDP보다는 1인
당 임금격차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은 역내로 대규모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역 전문가들은 과연 기업 유치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 이유는
역내로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1인당 GRDP는 높아지겠지만, 기업의 수익은 본
사가 위치한 서울로 송금되고 채용도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거주 근로자의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1인당 GRDP보다는 1인당 임금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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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의 규모를 재추정하려는 것이다.4) 본 연구에 사용
된 통계청의「지역별 고용조사(Regional Employment Survey, 이하 RES라고
칭함)」는 지역 연구를 목적으로 수집된 대표성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의 지역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들은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지역 정
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나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를 사용해 왔다.5) 하지만
KLIPS는 전국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을 세분화
할 경우 표본 수가 너무 적어지는 한계가 있다. OES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광역시․도별 표본 수는 많지만,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지역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임금함수를 추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취업자의 선택편의(self-selection)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
를 가진다. 따라서 RES를 이용한 본 연구는, 필자가 아는 한 지역 연구를 하기
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임금격차를 추정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임금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취업자의 자기선택을 고려한다.
Tremblay(1986) 외 많은 지역 경제 연구자들은 자기선택을 고려할 경우 지역간
임금격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지역
간 임금격차를 측정함에 있어서 취업자의 자기선택으로 인한 편의를 고려할 것
이다. 이러한 방법론이 가능한 것은 연구에 사용된「지역별 고용조사」가 근로
자뿐 아니라 비근로자도 표본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지역간 임금격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어 온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한국고용정보원의 OES와
본 연구를 위하여 새롭게 사용될 통계청의 RES에 대한 소개, 자료의 특성, 주
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2008년도 자료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세 가지 자료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해가 2008년이기 때문이
4) 이 연구에서 지역이라 함은 우리나라 15개 광역시 및 도(제주도 제외)를 의미한다.
5) 예를 들면, 이원호(2002), 이종훈․권태희(2005), 허식(2007), 이번송(2009), 이상호(2010)
등은 KLIPS 자료를 이용하고, 이상호(2006), 김우영(2010), 김동수(2011) 등은 OES 자
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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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제Ⅲ장에서는 임금함수를 설정하고, 임금함수의 추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
과를 이용하여 어떻게 지역간 임금격차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RES를 사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KLIPS나 OES를
사용할 경우 지역간 임금격차가 얼마나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는지를 보인다.
제Ⅳ장에서는 2008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자의 자기선택
을 고려한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간 임금격차의 크기를 재
측정한다. 여기서는 OLS로 측정한 지역간 임금격차와 표본선택을 고려하여
ML로 추정한 임금격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다. 또한 지역을 수도권과 비
수도권으로 구분할 경우의 임금격차도 추정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
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Ⅴ장에 제시한다.

Ⅱ. 자료와 변수

이 장에서는 지역을 분석단위로 할 경우 RES, KLIPS, OES 사이에 어떤 차
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자료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하기로 한다. 서론에서도 잠시 소개한 바와 같이
KLIPS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례로
1998년 노동패널조사 표본에 나타난 광역시 이상 가구원 비중은 57.8%로 1998
년 추계인구조사에서 광역시 이상의 가구원 비중이 48.8%로 나온 것에 비하여
9%가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한편, OES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
국 16개 광역시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비교적 지역을 대표하
는 표본을 제공하고 있으나 취업자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지역 노동시장 전반
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시․군․구로 분석단위가 내려갈 경우 역시
표본 수가 적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6) KLIPS는 1998～2008년까지, OES는 2002～2008년까지, 지역별 고용조사는 2008, 2009
년이 공개되고 있다.
7)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KLIPS의 표본추출 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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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2008년부터 시작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RES)는 지역 노
동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표본 수
에 있어서도 OES가 7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면, 지역별 고용조사는 17
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월등히 많은 표본 수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한 RES는 취업자에 대한 정보(임금 포함)뿐 아니라 실업자, 비경활인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지역 노동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RES는 16개 광역시․도에 대한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얻어지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
으로 한 통계량과 거의 동일한 통계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은 2008년 현재 위의 세 가지 자료에 나타난 인적특성과 지역의 구성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RES가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이다.8) 따라서 <표 1>
의 모든 수치는 각 자료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구해졌다. <표 1>을
보면 RES를 기준으로 할 때 OES보다는 KLIPS의 오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본 평균이 진정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MSE
를 보면 KLIPS의 오차는 OES의 5배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을 구분하
여 연구하기에는 KLIPS의 표본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쉽게 추론할 수 있다.
KLIPS의 경우, 서울과 대구는 상당히 과대 샘플링되고 있는 반면, 전남․울
산․충남은 과소 샘플링되고 있다. 한편 OES의 경우, RES와의 차이는 상대적
으로 작지만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는 과소 샘플링되고, 도는 상대적으로 과대
샘플링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2>는 KLIPS, OES, RES에서 각각 구해진 시․도 간 월평균 임금과 시간
당 임금을 보여준다. 2008년 현재 KLIPS에서 구해진 우리나라 전체 월평균 임
금은 197만 원, OES 203만 원, RES 195만 원으로 KLIPS와 OES의 임금은
RES의 임금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RES를 가장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
고 가정한다면, KLIPS에 나타난 월평균 임금은 약 1%, OES에 나타난 월평균
임금은 약 4.3% 실제 임금을 과대 추정하고 있다.
8)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 평균에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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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LIPS, OES, RES의 표본 특성과 그 격차(2008)

여성
가구주
배우자유
기타 혼인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이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MSE

(1)
KLIPS
0.398
0.551
0.632
0.074
0.210
0.674
0.116
0.164
0.310
0.180
0.346
0.263
0.075
0.072
0.058
0.029
0.032
0.020
0.234
0.023
0.025
0.028
0.030
0.017
0.042
0.052

(2)
OES
0.416
0.571
0.660
0.066
0.227
0.652
0.121
0.137
0.371
0.126
0.365
0.230
0.072
0.047
0.061
0.028
0.033
0.025
0.251
0.027
0.028
0.033
0.029
0.028
0.047
0.060

(3)
RES
0.413
0.578
0.628
0.073
0.246
0.643
0.111
0.150
0.350
0.154
0.346
0.223
0.073
0.051
0.062
0.031
0.035
0.027
0.251
0.025
0.028
0.034
0.029
0.026
0.047
0.058

(1)-(3)
%
-3.6
-4.6
0.6
1.7
-14.8
4.9
4.6
9.5
-11.5
16.5
0.2
17.8
2.4
40.7
-6.4
-6.9
-7.7
-25.2
-6.9
-8.0
-10.3
-17.2
5.3
-34.5
-9.9
-11.2
212.48

(2)-(3)
%
0.8
-1.2
5.0
-9.5
-7.9
1.5
9.0
-8.2
5.9
-18.1
5.7
3.2
-0.7
-8.8
-0.7
-10.4
-4.8
-6.9
0.0
5.3
-0.7
-1.9
1.6
8.3
1.7
2.4
42.51

주 : MSE(Mean-Squared Error)는 RES 값을 진정한 값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값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열의 %값은 RES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임.

한편 시간당 임금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KLIPS에 나타난 시간당 임
금은 RES보다 4.4%, OES에 나타난 시간당 임금은 RES보다 3.5% 과대 추정
하고 있어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KLIPS의 오차가 OES보다 더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평균 임금만을 본다면 KLIPS, OES, RES 사이에 격차가 크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개별 광역시․도별 편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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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KLIPS, OES, RES에서 구해진 평균 임금과 그 격차(2008)
KLIPS
지역 월평균 시간당
임금 임금
서울 206.1
1.1
부산 173.4
0.9
대구 183.4
1.0
인천 166.9
0.9
광주 217.3
1.2
대전 191.1
1.0
울산 249.6
1.3
경기 209.4
1.1
강원 190.2
1.0
충북 165.2
0.9
충남 173.3
0.9
전북 198.9
1.1
전남 214.5
0.1
경북 172.8
0.9
경남 193.2
1.0
전국 196.8
1.1
MSE

OES
월평균 시간당
임금 임금
224.9
1.2
177.8
0.9
175.8
0.9
192.2
1.0
190.8
1.0
195.3
1.0
235.6
1.2
216.9
1.1
169.2
0.9
177.5
1.0
174.3
0.9
186.1
1.0
201.8
1.1
185.6
1.0
194.9
1.0
203.2
1.0

RES
KLIPS-RES(%) OES-RES(%)
월평균 시간당 월평균 시간당 월평균 시간당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209.8
1.1
-1.8
1.8
7.2
5.7
179.1
0.9
-3.2
-1.8
-0.8
-2.6
166.2
0.9
10.4
13.3
5.7
5.5
175.6
0.9
-5.0
-2.7
9.5
9.4
191.2
1.0
13.6
19.0
-0.2
-3.6
189.3
1.0
0.9
2.6
3.2
4.7
244.3
1.2
2.2
7.2
-3.6
0.2
203.2
1.0
3.1
5.9
6.8
3.2
170.9
0.9
11.3
14.2
-1.0
-0.2
185.9
1.0
-11.1
-7.9
-4.5
-2.1
187.3
0.9
-7.5
-2.1
-6.9
-4.7
177.4
0.9
12.1
20.1
4.9
5.9
192.3
1.0
10.5
13.0
5.0
7.2
181.0
0.9
-4.5
-3.8
2.6
2.9
188.3
0.9
2.6
10.1
3.5
7.5
194.9
1.0
1.0
4.4
4.3
3.5
62.5 106.9
25.4
25.4

주 : KLIPS-RES는 (KLIPS-RES)/RESx100을 나타내며, OES-RES 역시 유사하게 계
산됨.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KLIPS에 나타난 월평균 임금은 RES의 월평균 임
금보다 1.8% 낮고, 시간당 임금은 1.8% 높게 나타남. MSE는 RES 값을 진정한
값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값임.

대구․전남․전북․경남 등에서는 KLIPS, OES의 평균 임금이 RES의 평균 임
금을 상회하는 반면, 부산․충남․충북 등에서는 이들의 평균 임금이 RES의
평균 임금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RES를 기준으로 계산한 MSE(Mean-Squared
Error)를 보면 KLIPS의 편차가 OES보다 세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러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내용과도 일관성을 가진다.
세 자료 사이에 나타나는 시․도 간 임금편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는 평균뿐 아니라 임금분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은 각 시․도별 소
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각 자료별로 나타나는 임금불평등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RES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임금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전체 소득의 24.3%, 26.4%를 차지하고 있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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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소득이 전체의 50%를 넘고 있다.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경
기․인천을 합친다면 그 비중은 56.1%에 달한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시간당
임금을 사용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임금 비중은 자료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OES보다는 KLIPS가 지역별 소득 비중을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예를 들면 KLIPS에 나타난 서울의 월 임금소득 비중은 27.6%, OES
는 25.3%, RES는 24.3%로 KLIPS에서 서울의 임금소득 비중이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대구의 임금소득 비중 역시 RES, OES보다 KLIPS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KLIPS, OES, RES에 따른 시․도별 소득 비중과 그 격차(2008)
KLIPS
월평균 시간당
임금 임금
서울
0.276 0.280
부산
0.066 0.065
대구
0.067 0.066
인천
0.049 0.048
광주
0.032 0.033
대전
0.031 0.031
울산
0.026 0.026
경기
0.249 0.247
강원
0.023 0.023
충북
0.021 0.021
충남
0.025 0.025
전북
0.031 0.032
전남
0.018 0.018
경북
0.037 0.036
경남
0.051 0.051
0.326 0.406
GE(2)
within
0.322 0.401
between 0.004 0.005
GINI
0.340 0.365
지역

OES
월평균 시간당
임금 임금
0.253 0.255
0.066 0.066
0.042 0.042
0.053 0.053
0.027 0.027
0.032 0.033
0.031 0.031
0.258 0.251
0.023 0.023
0.025 0.026
0.030 0.030
0.028 0.028
0.028 0.029
0.044 0.045
0.059 0.060
0.230 0.288
0.226 0.284
0.005 0.004
0.338 0.355

RES
월평균 시간당
임금 임금
0.243 0.246
0.066 0.066
0.043 0.043
0.054 0.053
0.029 0.030
0.032 0.033
0.033 0.032
0.264 0.263
0.022 0.022
0.026 0.027
0.033 0.032
0.027 0.027
0.026 0.026
0.044 0.044
0.058 0.056
0.220 0.261
0.217 0.257
0.003 0.004
0.332 0.343

KLIPS-RES
월평균 시간당
임금 임금
0.033 0.034
0.000 -0.001
0.024 0.024
-0.005 -0.005
0.003 0.003
-0.001 -0.002
-0.007 -0.006
-0.015 -0.017
0.001 0.001
-0.006 -0.006
-0.008 -0.008
0.004 0.005
-0.008 -0.008
-0.007 -0.008
-0.007 -0.004
0.106 0.145
0.105 0.144
0.001 0.001
0.007 0.022

OES-RES
월평균 시간당
임금 임금
0.010 0.009
0.000 0.000
-0.001 -0.001
-0.001 0.000
-0.002 -0.003
-0.001 0.000
-0.002 -0.001
-0.006 -0.012
0.001 0.001
-0.001 0.000
-0.003 -0.002
0.001 0.002
0.002 0.003
0.000 0.001
0.001 0.004
0.010 0.028
0.009 0.027
0.001 0.001
0.006 0.012

주 : GE(Generalized Entropy)는 불평등 지수의 하나이며, 이는 그룹내 불평등(within)
과 그룹간 불평등(between)으로 분해된다. GINI는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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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마지막 두 행은 불평등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GE(2)는 일반 엔트로
피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로서 이 지수의 장점은 불평등지수를 그룹으
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9) 한편 GINI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니
계수다. GE(2)를 보면 우리나라 임금불평등의 대부분은 지역간 불평등이기보
다는 지역내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S를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GE(2)는 0.220이고 이 중 지역내 불평등은 0.217로 약 98.6%이고, 지
역간 불평등은 0.003으로 1.4%에 불과하다.10) 따라서 지역간 임금불평등이 전
체 임금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임금소득의 불평등도 어느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KLIPS와 OES는 RES보다 월 임금, 시간당 임금 모두에서 높은 불평등도를 보
여주고 있다. 특히 KLIPS를 사용할 경우, 또 시간당 임금을 사용할 경우 지역
내 임금불평등이 과대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임금함수 추정을 통한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간 임금격차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Maier & Weiss,
1986). 우선 지역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Mincer(1958), Becker(1964) 등에 의하여 시작된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래의 더 높은 수익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며 이를 통하여 근
로자의 생산성과 임금은 더 높아지게 된다. 결국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지역
간 임금격차는 지역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 수준 및 숙련도의 차이
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인적자본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산업의 특성 역시 노동수요에 영향
9) 앳킨슨 지수와 마찬가지로 GE(a) 지수 역시 파레메터(a)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 파라메
터 값이 양수(+)이고 클수록 고임금 계층의 임금불평등을 더 중시하며, 파라메터 값이
음수(-)이면서 작아질수록 저임금계층의 임금불평등을 더 중시한다. Stata 11에서는 a=2
를 가정하고 있다. 위에서 GE(a)=GE(2)일 때의 GE값이다.
10) 지역내 불평등지수는 각 지역의 불평등지수를 가중평균한 것이며, 지역간 불평등지수는
각 지역의 평균 임금 사이의 불평등을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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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쳐 지역간 임금격차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장률이 높은 지역,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 있는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학력-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 있고, 이는
지역의 평균 임금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은 비시장적인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North(1999)에 따르면 제도(institution)는 생산비용, 생산과정의 효율성
및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간 임금격차는 지역간 제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역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의 분단 현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시장의 분단으
로 인하여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분단은 재화의 수요와 관련
이 있는데 안정적인 수요를 가진 기업은 1차 노동시장을 창출하게 되고, 반면
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재화수요를 가진 기업은 2차 노동시장을 창출하게 된
다(McNabb & Ryan, 1990; Doeringer & Piore, 1971). 만약 지역마다 산업의
구성이 다르고 수요의 유형이 다르다면, 지역마다 1～2차 노동시장의 비중도
달라지며 그 결과 지역간 임금도 달라진다.
지역간 날씨, 범죄율, 환경 오염 등 비금전적 차이가 지역간 임금격차를 유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설은 보상임금이론(Rosen, 1986)에 기인하는데, 이에
따르면 지역간 임금격차는 지역간에 존재하는 비금전적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사
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이들 요인 이외에도 지역간 임금격차는 집적효과(agglomeration economy)나
지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y)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Combes, Duranton
& Gobillon, 1982; Romer, 1986). 이들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의 지리적 군집은
정보의 제공 측면에서나 기술의 전파에 있어서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를 창출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지
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임금보다 더 높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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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임금격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한
Mincer-Type의 임금함수를 추정하기로 한다.1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금격
차는 인적자본의 차이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자료의 한계 등으로 Mincer-Type의 임금함수 추
정을 통하여 지역간 임금격차를 구해 왔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KLIPS, OES, RES 자료에서 구해지는 지역간 임금격차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
들 자료들이 제공하는 정보로는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인을 반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12) 따라서 이하 추정되는 임금함수에는 이들 자료들이 제공
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인적자본, 개인적 속성, 산업, 직업 및 지역 더미를 포함
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지역 더미의 계수는 인적자본, 산업과
직업 등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지역간 어메
너티의 차이, 물적 또는 사회적 간접자본의 차이, 정부정책이나 제도(예 : 수도
권완화정책)의 차이, 분단노동시장 정도, 집적효과의 차이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추정될 임금함수는 식 (1)과 같다. 식 (1)에서 ln  는 지역  에
거주하는 개인  의 시간당 로그임금을 나타내며,   는 지역  에 거주하는 개
인  의 인적자본, 개인적 속성, 산업 및 직업을 나타내며,   는  지역을 나타
내는 더미로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 더미는 총 14개(  =14)가 포함된다. 

11) 여기서 지역은 거주지를 의미한다. 임금은 거주지가 아니라 근무지의 특성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 간의 임금격차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근무지보다는 거주지를 지역 단위로 설정한다. 또한
OES 2008년의 경우 근무지에 대한 정보는 없고 거주지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한편, 광역시․도로 지역을 구분할 경우 거주지와 근무지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데
RES 2008년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88.4%가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무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지역간 임금격차의 추정 결과는 크게 달라지
지 않는다. 자세한 추정 결과는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12) 보상적 요인이나 집적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KLIPS, OES, RES 자료에 날씨, 오염,
집적효과 등 새로운 자료를 병합(merge)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날씨,
범죄율, 환경오염 등에 있어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상적 요인을 고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집적효과를 고려한 연
구로는 이번송(2009) 등이 있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광역시․도가 아니라 178개의 시․
군․구 더미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광역시․도를 분석단위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이들 지역에서 집적효과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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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 각각 통제변수에 대응하는 계수이며,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ln   

   



 

(1)



서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는  지역과 서울의 임금격차인데 이렇게 계산된
임금격차는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준변수의
설정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Krueger and Summers(1988),
Vieira et al.(2005)가 사용한 방법과 같이 각 지역의 임금과 평균 임금의 격차
를 계산하는 것이다. 각 지역의 임금과 평균 임금의 격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1, 2, . . . , 15 and  =1, 2, . . . , 15.

(2)

식 (2)에서 
 는 지역 더미의 추정계수,   는  지역의 고용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각 지역의 임금이 고용가중임금평균(employment-weighted
average wage)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기준 지역의 경우

 



 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며, 만약 서울이 기준이라면 대부분의 
 





 


 는 양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즉 서울 지역의 임금은 가중평균임금보다

높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와 
 의 공분산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13) 고용 가중임금평균으로부터의

격차 
 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3)

또한 인적자본 등을 통제한 후 지역간 임금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 +
  이므로  의 분산, 즉
임금격차  의 분산을 통해서 구해질 수 있는데, 
  은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13) Krueger and Summers(1988), Vieira et al.(2005)에서도 공분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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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식 (4)에서 
  는 
 의 분산을 의미하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와 
 의
공분산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등호 대신 근사치( ≈ )로 표현된다.
<표 4>는 KLIPS, OES, RES를 이용하여 식 (1)을 추정하고, 그것으로부터
 ), 임금격차의 분산(   )을
구해진 각 지역의 임금과 평균 임금의 격차( 

보여준다.14) 식 (1)이 지역 더미뿐 아니라 인적자본, 산업, 직업 등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진 지역간 임금격차와 지역 임금의 분산은 이들 요인
을 통제한 후 얻어진 결과다.
<표 4>의 하단에 제시된 시․도 간 임금격차의 표준편차를 보면, KLIPS를
사용할 경우 지역간 임금불평등이 약 4.4%, OES를 사용할 경우 6.3%, RES를
사용할 경우 6.1%로 각각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15) 즉 KLIPS를 사용할 경
우 지역간 임금불평등을 과소 평가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한편 OES를 사용할
경우 지역간 임금불평등을 약간 과대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세 자료에서 도출되는 임금프리미엄의 크기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RES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평
균 근로자보다 약 6.0%의 임금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KLIPS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거주자의 임금프리미엄은 1.3%에 불과하며, OES
14) 한 심사자는 지역간 물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목임금보다는 실질임금을 사용할 것을
지적하였다. 우선 통계청에서 제시한 물가지수(2010년=100)를 이용하여 실질임금을 계산
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금격차를 추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크게 다르지 않았
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간 물가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 불행하게도 현재 지역의 물가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정부 통계는 없다. 행안부에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지역간 물가를 비교하고 있고, 이상호(2010) 등이 지역의 물가지표
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간 이동이 어느 정도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분석한 이상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간 물가 차이가 임금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물가변수를 제외한 명목임금 증가는 실질임금
증가분과 비교할 때 약 1%～1.5%포인트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p.58)”라고 하고 있다.
지역간 물가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는 엄밀한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5) 지역간 임금격차의 분산은 Generalized Entropy의 between inequality index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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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구해진 시․도 간 임금격차(200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임금격차의
표준편차
R-Square
F-Value
표본 수

KLIPS
임금격차
T-ratio
0.013
1.79
-0.041
-1.49
-0.004
-0.13
-0.049
-1.60
-0.006
-0.14
-0.051
-1.27
0.134
2.65
0.029
1.79
-0.076
-1.63
-0.062
-1.38
0.008
0.19
-0.038
-0.91
0.030
0.55
-0.091
-2.51
0.051
1.61
0.044**
0.524
7890.22
4,302

OES
임금격차
T-ratio
0.068
31.12
-0.080
-9.28
-0.136
-13.88
0.020
2.24
-0.066
-5.59
0.006
0.53
0.097
7.03
0.022
4.72
-0.074
-6.26
-0.009
-0.79
0.034
3.15
-0.070
-5.91
-0.003
-0.25
-0.105
-10.78
-0.047
-4.87
0.063**
0.540
18025.9
46,321

RES
임금격차
T-ratio
0.058
39.82
-0.065
-11.36
-0.102
-17.41
-0.025
-4.34
-0.054
-6.79
-0.059
-7.54
0.141
15.90
0.037
11.61
-0.093
-10.42
-0.021
-2.64
-0.017
-2.12
-0.079
-10.06
-0.023
-2.93
-0.063
-9.31
-0.031
-5.35
0.061**
0.5274
19548.5
108,029

주 : 지역더미 외에 임금함수에 포함된 변수는 여성더미, 연령더미 2개, 교육더미 3개,
근속연수, 산업더미 11개, 직업더미 6개임. 임금격차와 T-ratio는 식 (2), 식 (3)에
의해서, 임금격차의 표준편차는 식 (4)에 의해서 각각 구해짐. 임금격차의 표준편
차에 표시된 **은 지역더미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F-test의 결과, 95%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을 나타냄.

를 기준으로 보면 7.0%로 나타난다. 인천의 경우는 이들 세 자료의 차이가 더
욱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KLIPS를 사용할 경우 인천 거주자의 임금프리미엄이
-4.8%인 반면, OES를 사용할 경우는 2.0%, RES를 사용할 경우는 -2.5%로 나
타나고 있다.
RES를 기준으로 보면, 임금프리미엄이 0보다 큰 지역은 15개 지역 중 울
산․서울․경기 등 세 지역에 불과하다. 울산의 경우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이 위치하는 ‘현대 도시’라는 특수한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가 확연하다는 것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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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LIPS와 OES에서도 울산을 포함하여 서울․
경기지역은 항상 임금프리미엄이 0보다 큰 지역에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예외
적인 지역은 인천인데, RES와 KLIPS에서는 인천 거주자가 평균 근로자보다
2.5∼4.9%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OES에서는 오히려 2%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Ⅳ. 표본선택을 고려한 지역간 임금격차

앞 장에 제시된 <표 4>의 결과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
만 Tremblay(1986)가 지적하듯이, 임금근로자의 자기선택(self-selection)을 고려
하지 않게 되면 지역간 임금격차를 과대추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하에서는 Heckman(1979)과 Lee(1979)가 제시한 우도함수(maximum likelihood)
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중심 자료인 RES 2008년을 재추정하기로 한다.16)
임금근로자의 자기선택을 고려한 추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근로 선택
함수에 어떤 변수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임금함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선택함수에는 포함되는 변수를 지정하기도 있다.17) 이하의 추
정에서는  는 이전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임금근로 선택함수에는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몇 가지 추가적 변수를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 임금함수에는
16) 자기선택을 고려하는 방법은 2단계 최소자승법과 우도함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통계 패키지인 STATA 11.1은 2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할 경우 표본가
중치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우도함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표본가중치를 고려하도
록 되어 있다. 가중치 사용 여부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앞의 OLS
추정치와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가중치를 고려한 우도함수를 극대화하
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우도함수를 사용하면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는 것
과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추정치(efficient estimates)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OES는 취업자만을 설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자기선택을 고려한 지
역간 임금격차를 구할 수 없다.
17) Heckman의 2단계 방법을 이용하여 노조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Robinson and Tomes
(1984), Simpsom(1985), Robinson(1989)의 연구를 보면 기업 규모를 노조 가입함수에
는 포함시키고 임금함수에는 제외시키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선택을 고려해서 지역간 임
금격차를 추정한 Tremblay(1986)의 연구에서는 불행하게도 선택함수에 어떤 변수가 포
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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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는 혼인상
태가 있을 수 있다.18) 또한 여성의 경우 자녀 수(특히 어린 자녀 수) 등이 중요
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비근로소득 또한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다. 혼인상태에 대한 정보는 RES에서 제공되지만, 자녀 수나 비근로소득
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
수의 대리변수로 여성x기혼x연령의 교호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하기로 한
다. 즉 기혼이면서 일정 연령 이상의 여성은 자녀를 보유할 확률이 높으며, 따
라서 노동시장 참여확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대리
변수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력이나 연령 등의 인적자본변수가 비근로소
득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선택함수에는 취업자뿐
아니라 비취업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 산업과 직업변수는 제외된
다.19)
<표 5>는 2008년 RES를 이용하여 두 가지 모형을 ML로 추정한 결과다. 모
형 1은 앞 장의 OLS 추정에 사용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모형 2는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성별 지역 실업률, 지역․산업별 대
기업 비중)를 추가한 것이다.20) 모형 1과 모형 2의 추정 결과는 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좀 더 포괄적인 모형 2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약
20%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연령이 증가하면 임금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프리미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대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
18) 혼인상태는 모형에 따라서는 임금함수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
를 임금함수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는 인식(identification)을 위하여 노동시장 참여
함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변수를 임금함수에 포함시키더라도 지역간 임금
격차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또한 자영업자는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이들을 포함할 경우 이항모형(binary
model)이 아니라 다항선택(polychotomous model)이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를 포함시
키는 모형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20) 한 심사자는 지역의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하기를 제안하였다. 임금함수에 지
역더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실업률이나 대기업 비중을 포함시킬 경우 다중공
산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의 성에 따른 지역 실업률(성별 지역 실업률)과 개
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속한 산업에 따른 대기업 비중(지역․산업별 대기업 비중)을 구하
여 이를 변수로 포함시켰다. 산업은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고, 대기업
은 500인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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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본선택을 고려한 임금함수의 ML 추정 결과(RES 2008)
모형 1
임금함수
근로선택함수
-0.183(0.005)** -0.067(0.012)**
여성
30 ～55 세
0.118(0.005)** 1.141(0.015)**
55 세 이상
0.037(0.008)** -0.372(0.019)**
기혼
0.662(0.015)**
기타 혼인
0.214(0.028)**
여성x 연령3055x 기혼
-1.637(0.017)**
여성x 연령55ovx 기혼
-0.578(0.022)**
여성x 연령3055x 기타기혼
-0.303(0.037)**
여성x 연령55ovx 기타기혼
-0.160(0.032)**
고등학교
0.076(0.006)** 0.607(0.010)**
전문대
0.149(0.008)** 0.968(0.014)**
대학
0.337(0.007)** 0.634(0.010)**
부산
-0.116(0.007)** -0.116(0.016)**
대구
-0.156(0.008)** -0.075(0.021)**
인천
-0.086(0.008)** 0.034 (0.020)*
광주
-0.108(0.011)** -0.040(0.025)
대전
-0.119(0.011)** 0.037(0.024)
울산
0.080(0.011)** 0.046(0.024)*
경기
-0.019(0.005)** -0.034(0.012)**
강원
-0.145(0.008)** -0.091(0.016)**
충북
-0.076(0.008)** -0.050(0.020)**
충남
-0.072(0.007)** -0.031(0.016)**
전북
-0.127(0.009)** -0.140(0.019)**
전남
-0.075(0.007)** -0.120(0.016)*
경북
-0.119(0.007)** -0.045(0.015)**
경남
-0.080(0.006)** -0.126(0.015)**
근속연수
0.029(0.000)**
성별 지역 실업률
지역․산업별 대기업 비중
상수
-0.240(0.011)** -0.798(0.014)**
-0.315(0.015)**

0.435(0.002)**

log pseudolikelihood
-2.41e+07
238,729
표본 수
(절단=130,700, 비절단=108,029)

모형 2
임금함수
근로선택함수
-0.202(0.010)** -0.068(0.012)**
0.120(0.005)** 1.141(0.015)**
0.038(0.008)** -0.372(0.019)**
0.661(0.015)**
0.214(0.028)**
-1.637(0.017)**
-0.578(0.022)**
-0.302(0.037)**
-0.160(0.032)**
0.074(0.006)** 0.607(0.010)**
0.147(0.008)** 0.968(0.014)**
0.335(0.007)** 0.634(0.010)**
-0.083(0.008)** -0.115(0.016)**
-0.120(0.009)** -0.076(0.021)**
-0.047(0.009)** 0.035(0.020)*
-0.084(0.011)** -0.040(0.025)
-0.113(0.011)** 0.037(0.024)
0.039(0.012)** 0.051(0.025)**
-0.005(0.008) -0.034(0.012)**
-0.166(0.021)** -0.091(0.016)**
-0.078(0.018)** -0.048(0.020)**
-0.084(0.016)** -0.029(0.016)*
-0.129(0.018)** -0.140(0.019)**
-0.083(0.019)** -0.119(0.016)**
-0.134(0.018)** -0.044(0.015)**
-0.090(0.017)** -0.126(0.015)**
0.029(0.000)**
-0.021(0.009)**
0.005(0.000)**
-0.241(0.041)** -0.799(0.014)**
-0.312(0.015)**
0.434(0.002)**
-2.40e+07
238,729
(절단=130,700, 비절단=108,029)

주 : 종속변수는 로그 시간당 임금. 기준이 되는 사람은 남성이며, 연령 15～29세, 중
학교 이하의 학력, 서울 거주, 제조업, 사무직임. 임금함수는 11개 산업더미, 6개
의 직종더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면 관계상 보고를 생략함. ** 95% 수준에서
유의, * 90%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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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할수록 임금은 증가하며, 지역 실업률이 높을수록 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Mincer-type의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거주자들은 서울 거주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현재 울산 거주자는 동일한
조건의 서울 거주자보다 약 4.0%의 임금프리미엄을 얻고 있다. 한편 서울과 비
교하여 가장 낮은 임금프리미엄을 보이는 지역은 강원도로서 임금격차가 거의
-17%에 육박하고 있다.
노동시장 참여함수의 추정치 역시 기대와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참여확률이 낮으며, 연령이 증가하면 참여확률이 증가하다가 55
세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학력이 증가할수록 참여확률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에 비하여 기혼이나 기타 혼인자는 노동시장
참여확률이 높으며, 자녀 수의 대리변수로 구축된 여성x연령x기혼 등의 교호항
은 기대하는 바와 같이 모두 참여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임금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표본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기
로 하자. <표 5>의 하단에 제시된 (  와  의 상관계수)는 두 모형 모두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는 것은 임금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표본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OLS로부터 얻어지는 지역간 임금격차의 추정치는 편의
(bias)를 가질 수 있다.
<표 5>에 나타난 지역더미의 계수에다 식 (1)～(4)까지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간 임금격차( 
 ), 임금격차의 분산(   )을 구한 결과는 <표 6>에 제시
된다. 우선 <표 6>의 하단을 보면, 표본선택을 고려해서 ML로 구해진 지역간
임금격차의 분산이 OLS로 추정된 지역간 임금격차의 분산보다 다소 작게 나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LS의 경우 지역간 임금격차의 분산이 0.061이었는
데, ML로 추정된 지역간 임금격차의 분산은 모형에 따라 0.051∼0.058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임금격차 역시 <표 4>와 <표 6> 사이에 큰 차이로
보이고 있다.
모형 2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근로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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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본선택을 고려 후 구해진 시․도 간 임금격차(R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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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격차
0.056
-0.060
-0.100
-0.031
-0.052
-0.063
0.135
0.036
-0.089
-0.020
-0.017
-0.071
-0.019
-0.063
-0.025

모형 1
표준오차
0.002
0.007
0.008
0.008
0.011
0.010
0.011
0.004
0.008
0.008
0.007
0.008
0.007
0.007
0.006

T-ratio
30.47
-8.83
-12.20
-3.86
-4.79
-6.03
12.56
8.69
-11.84
-2.49
-2.29
-8.44
-2.54
-9.27
-3.94

임금격차
0.048
-0.035
-0.072
0.001
-0.036
-0.065
0.087
0.043
-0.118
-0.030
-0.036
-0.080
-0.035
-0.086
-0.042

0.058**

모형 2
표준오차
0.003
0.008
0.009
0.009
0.011
0.011
0.012
0.007
0.021
0.018
0.016
0.017
0.019
0.017
0.016

T-ratio
16.26
-4.57
-7.82
0.13
-3.20
-5.88
7.40
6.54
-5.59
-1.73
-2.27
-4.62
-1.89
-4.99
-2.59

0.051**

주 : 임금격차와 T-ratio는 식 (2), 식 (3)에 의해서, 임금격차의 표준편차는 식 (4)에 의
해서 각각 구해짐. 임금격차의 표준편차에 표시된 **은 지역더미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F-test의 결과로서 95% 수준에서 유의.

울․경기․울산․인천 거주자이며, 그 밖의 지역 거주자들은 평균 이하의 임금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 울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임금격차가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비수
도권의 임금격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권 더미변수만을 포함한 모형을 추정
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부표 1>에 제시된다.
<부표 1>에 나타난 수도권 더미의 계수를 보면 수도권 임금근로자가 비수도
권 임금근로자보다 약 8%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표 6>에서 제시된 서울․경기 지역의 4.3∼4.8% 임금격차보다 더 큰
데 그 이유는 <표 6>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 임금근로자와 전국 평균 임금근
로자와 비교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할 경우 임
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지면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
21) 인천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김우영)



21

였지만 비수도권에서 울산을 제외할 경우, 수도권-비수도권의 임금격차는 9%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우리
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는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Ⅴ.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임금격차는 남녀간 임금격차, 학력간 임금격차와 더불
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논란과 주장에
도 불구하고 지역간 임금격차를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주된 이유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자료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나 고용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표본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코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지역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표본 수가 적은 KLIPS
를 이용하거나 취업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OES에 의존해야만 했다.
최근 지역에 맞는 노동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 노동시장
의 분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통계청에서는 RES(지역별 고용조사)를 발
표하기 시작하였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17만 5,000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자료보다 지역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며. 개인의 속성뿐 아
니라 임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지역간 임금격차를 추정하는데도 유용
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ES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간 임금격
차를 재추정하고, 기존의 KLIPS와 OES를 이용할 때 어떤 편의(bias)를 가지는
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의 속성과 지역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KLIPS나 OES는 RES와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표본 평균이 진정한 평균(RES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
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MSE(Mean Squared Error)를 보면 KLIPS의 오차는 OES
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국의 평균 임금만을 본다면 KLIPS, OES, RES 사이에 격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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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없지만, 개별 광역시․도별 편차는 세 자료 사이에 상당히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전남․전북․경남 등에서는 KLIPS, OES의
평균 임금이 RES의 평균 임금을 상회하는 반면, 부산․충남․충북 등에서는
이들의 평균 임금이 RES의 평균 임금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RES를 기준으로
임금의 MSE를 계산하면 KLIPS의 편차가 OES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지역별 임금 비중은 자료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OES보다는 KLIPS의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금소득의
불평등도 어느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KLIPS와 OES는
RES보다 월 임금, 시간당 임금 모두에 있어서 높은 불평등도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OLS를 이용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간 임금격차
를 계산한 결과, KLIPS를 사용할 경우 지역간 임금불평등이 약 4.4%, OES를
사용할 경우 6.3%, RES를 사용할 경우 6.1%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KLIPS
를 사용할 경우 지역간 임금불평등을 과소 평가하게 될 위험성이 큰 반면, OES
를 사용할 경우 지역간 임금불평등을 다소 과대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다섯째, RES 2008년을 이용하고, 표본선택을 고려하여 ML로 임금함수를 추
정한 결과, 표본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표본선택을 고려해서 구해진 지역간 임금격차의 분산은 OLS로 추정된 지역
간 임금격차의 분산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는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에 더욱 현저하
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할 경우, 수도권 임금근
로자는 비수도권 임금근로자보다 약 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KLIPS를 사용할 경우, 지역간 임금격차의 크기에 대하여
상당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OES를 사용할 경우에는 평균적인 임금
격차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별 지역의 임금격차를 추정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표본선택으로 인한 지역간 임금
격차의 왜곡도 다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진 지역간 임금격차를 모두 정부의 편향적인 지역 정책으로 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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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으며, 지역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단정지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추정된 임금함수가 개인의 인적자본, 산업, 직종, 지역의 경제사정 등의 변수만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간 어메너티(amenity)의 차이, 물적 또는 사회
적 자본의 차이, 분단노동시장의 존재, 집적효과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또한
집값이나 교육비 등 지역간 물가 수준의 차이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로 나타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분석 결과에서 서울과
경기 거주자의 임금프리미엄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
역시․도의 거주자는 마이너스의 임금프리미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비수도권의 임금
격차 해소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도 충청․영남․호남의 자원 안배보다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자원 안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수(2011).「지역별 임금격차 분석」.『2011 한국노동경제학회 경제학공동
학술대회 논문집』. pp.153～163.
김우영(2010).「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지역-시계열 분석」.『2010 한
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OES, YP, GOMS) 심포지엄 논문집』. pp.392
～408.
김종일 (2010).「한국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응용경제』12 (1): 181
～203.
노근호․정초시․김성태(1995).「한국의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재정 : 동태적 인
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경제학연구』43 (2): 37～64.
민경휘(2005).「지역간 성장률 격차와 성장요인의 분석(Ⅰ)」.『지역경제』. pp.74

24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1호

～86.
(2006).「지역간 성장률 격차와 성장요인의 분석(Ⅱ)」.『지역경제』. pp.58
～76.
박성익․유용철(2005).「지역간 경제성장 격차와 IT산업의 집중」.『한국경제
연구』15: 199～226.
유병철․박성익(2004).「지역소득 수렴 여부와 성장요인 분석 : 동태적 패널모
형의 활용」.『국제경제연구』10 (2): 105～127.
이번송(2009).「지역별 임금격차의 결정요인 분석」. 김주영 외 편저,『한국의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pp.38～81.
이상호(2010).「지역간 이동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지역연구』26 (1): 45
～70.
______(2006).「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를 이용한 지역간 임금격차 분
석」.『제5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논문
집』. pp.77～97.
이종훈․권태희(2005).「서울시 강남북 지역간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 현황분
석 : 고용 및 임금구조 중심으로」.『경제연구』23 (4): 125～143.
이진원(1997).「한국 지역경제 성장수렴화와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지
방자치학회보』9 (4): 125～138.
이원호(2002).「우리나라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임금결정 과정과 소득격
차」.『한국경제지리학회지』5 (2): 187～207.
허문구(2006).「지역간 소득격차의 결정요인 분석」.『KIET 산업경제』. pp.49～
62.
허 식(2007).「지역간 임금격차에 관한 요인분해 :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
로」.『산업경제연구』20 (1): 1～16.
Barro, Robert J., and

Sala-i-Martin. Xavier(1991). “Convergence across States

and Reg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1 (1): 107～182.
______(1992). “Converg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 (2): 223～251.
Becker, G.(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ational Bureau forEconomic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김우영)

 25

Press. New York. London.
Combes, P., Duranton, G., and L. Gobillon(2008). “Spatial Wage Disparities:
Sorting matter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3: 723～742.
Doeringer, P. B., and M. J. Piore(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ss: D.C. Heath.
Heckman, James(1976).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s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 and a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Annals of Economic and Social
Management 5 (4): 475～492.
______(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1): 153～161.
Krueger, A. and L. Summers(1988). “Efficiency Wages and the Inter-industry
Wage Structure.” Econometrica 56 (2): 259～293.
Lee, L. F.(1979).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in Binary Choice Models with
Limited (Censor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47 (4): 977～996.
Maier, G., and P. Weiss(1986). “The Importance of Regional Factors in the
Determination of Earnings: The case of Austria.”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10 (3): 211～220.
McNabb, R., and P. Ryan(1990). “Segmented Labor Markets.” in Current Issues
in Labor Economics. edited by D. Sapsford and Z. Tzannatos. Basingstoke :
Macmillan.
Mincer, J.(1958).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4): 281～302.
North, D. C.(1999).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binson, C.(1989). “The Joint Determination of Union Status and Union Wage
Effects: Some Tests of Alternative Model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3): 639～667.
Robinson, C., and N. Tomes(1984). “Union Wage Differentia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 simultaneous equation specification.” Journal of Labor

26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1호

Economics 2: 106～127.
Romer, P.(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5): 1002～1037.
Rosen, S.(1986). “The Theory of Equalising Differences.”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edited by Ashenfelter O. and Layard R. pp.641～692. North
Holland. Elsevier Science Publisher B.V. Amsterdam.
Simpson, W.(1985). “The Impact of Unions on the Structure of Canadian Wages:
An empirical analysis with micro data.”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8: 164～181.
Tremblay, C. H.(1986). “Regional Wage Differentials: Has the South Risen
Agian?: A com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 (1): 175
～178.
Vieira, José, Couto, João and Maria T. Tiago(2005). “Inter-Regional Wage
Dispersion in Portugal.” IZA DP No.1664.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김우영)



27

<부표 1> 수도권 더미를 사용한 임금함수의 ML 추정 결과(RES 2008)
Model 1
임금함수
여성

Model 2

근로선택함수

임금함수

근로선택함수

-0.183(0.005)** -0.068(0.012)** -0.191(0.005)** -0.068(0.012)**

30 ～55 세

0.115(0.005)** 1.140(0.015)**

0.120(0.005)** 1.140(0.015)**

55 세 이상

0.035(0.008)** -0.374(0.019)**

0.037(0.008)** -0.373(0.019)**

기혼

-

0.661(0.015)**

-

0.661(0.015)**

기타 혼인

-

0.213(0.028)**

-

0.213(0.028)**

여성x 연령3055x 기혼

-

-1.636(0.017)**

-

-1.636(0.017)**

여성x 연령55ovx 기혼

-

-0.577(0.022)**

-

-0.578(0.022)**

여성x 연령3055x 기타기혼

-

-0.301(0.037)**

-

-0.300(0.037)**

여성x 연령55ovx 기타기혼

-

-0.160(0.032)**

-

-0.161(0.032)**

고등학교

0.078(0.006)**

0.608(0.010)** 0.075(0.006)**

0.608(0.010)**

전문대

0.150(0.008)**

0.969(0.014)** 0.147(0.008)**

0.969(0.014)**

대학

0.340(0.007)**

0.635(0.010)** 0.335(0.007)**

0.635(0.010)**

수도권

0.080(0.003)**

0.061(0.007)** 0.077(0.004)**

0.060(0.007)**

근속연수

0.029(0.000)**

0.029(0.000)**

-

성별 지역 실업률
지역․산업별 대기업 비중
상수

-

-

-0.010(0.002)**

-

-

-

0.006(0.000)**

-

-0.338(0.011)** -0.871(0.011)** -0.392(0.013)** -0.871(0.011)**



-0.315(0.014)**

-0.311(0.015)**



0.437(0.002)**

0.435(0.002)**

-2.41e+07

-2.41e+07

log pseudolikelihood
표본 수

238,729
238,729
(절단=130,700, 비절단=108,029) (절단=130,700, 비절단=108,029)

주 : 종속변수는 로그 시간당 임금. 기준이 되는 사람은 남성이며, 연령 15～29세, 중
학교 이하의 학력, 서울 거주, 제조업, 사무직임. 임금함수는 11개 산업더미, 6개
의 직종더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면 관계상 보고를 생략함. ** 95%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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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 Estimates Based on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Woo-Yung Kim
This study reestimates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using
RES(Regional Employment Survey) and shows the significance of biases that
may result from using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or
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in estimating wage differentials
across regions.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from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data and methods in estimating regional wage differentials. Our estimates
indicate that one can reach different conclusions about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depending on which data sets are used. Also, this study
detects the existence of sample selection bias although it does not affect the
estimates of regional wage differentials considerably. Using the RES and
Generalized Entropy Index, this study finds that wage inequality across regions
in Korea arises from inequality within regions rather than between regions.
In 2008 the variance of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s estimated 5.1% which
does not seem large. However, there are found large wage differentials between
capital areas(Seoul, Incheon and Geounggi) and the rest of Korea. This result
implies that policies aiming at reducing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should be devoted to reducing wage gaps between capital areas and the rest
of Korea.
Keyword : regional wage differential, regional employment survey, sample selection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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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격차와 빈곤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영자 가구
의 소득창출력은 외환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약화
되었으며, 특히 저학력-중고령 계층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개인 및
가구경제적 특성, 노동시장적 특성을 고려한 실증모형으로 소득격차와 빈
곤가능성을 추정한 결과, 자영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격차
와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고령화와 노동유연성 확
대에 따른 자영업 선택이 증가하는 현실과 경기침체 및 경쟁과열에 의한
자영업의 수익성 악화 현상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자영업의 저숙련화-중고
령화-빈곤화 연결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고용 및 사회정책이 요구된다.
핵심 용어 :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소득격차, 빈곤위험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대다수 (영세)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내수위축 탓에
고사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자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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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일보와 한국자
영자총협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2011년 11월 전국자영업자
8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44.3%가 월평균 순이익이
2011년 기준 최저생계비인 144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올린다고 응답했
다.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응답도 16.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
일보, 2011. 12. 5.자 보도).
전술한 자영업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는 자영자의 일자리 감소 및 빈번한 창
업과 폐업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시점이었던 1998년의 경우,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08천개, 285천개씩 감소했
다. 위기 이후 임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선 반면, 자영업
자의 경우 2003년 신용대란 시기에 147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이후 2004년
과 2005년 소폭의 증가를 제외하면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영업 일자리는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259천개, 119천개의 자영업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정호, 2011).
그러나 최근 들어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자영업자 수는 2011년 8월 증가세
로 돌아섰고 최근 3개월 동안 5만~10만 명씩 연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늘
어나는 자영업자들의 주요한 특징은 50대 이상 고령층이 창업을 주도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2011년 3월 이후 매달 10만~20만 명씩 급
증하여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그러나 주지할 사실은 2010년과 2011
년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는 각각 118천 명, 7만7천 명 수준에 달해 창업보다
폐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세청(2010)에 따르면 전체 자영
업자 중 3년 내 폐업률이 10.4%를 기록하고 있어 자영업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짐작케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자 비중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아 노동
시장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중요한 부문임에는 틀림이 없다.1) 그러나 최근으로
1)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자의 규모는 2010년 기준 5,592천 명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로도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08년 기준 31.3%로 터키(39.0%),
멕시코(33.9%), 브라질(31.9%)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
(15.8%), EU 27개국(16.5%)의 평균보다 높다(박희석, 2011).

전체 취업자의
있다. 국제적으
그리스(35.1%),
OECD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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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서 경기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손쉬운 자영 창업은 자영업
부문의 경쟁 과열과 영업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진흥원(2010)의 ｢소상
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의 80.2%가 생계유지형 자영업자로
창업 준비 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수익성이 낮아 전문성을 갖춘 대형
업체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닌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실업의 대안적 고용형태라는 특성을 가
지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중심의 탈산업화 진전과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의 내부적 이질성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세한
사업구조와 수익성 및 소득변동성 심화 요인 등으로 말미암아 자영업 노동시장
의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주를 이룬다(성지미, 2011).2) 결과적으로
자영업 노동시장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변화는 자영자 개인과 이들 가구의
경제적 안녕(economic well-being)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0
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를 대상3)으로 소득격차
와 빈곤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영자 소득창출력
이 실제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약화되고 있는지, (근로)소득격차 및 자영자 가구
의 빈곤 동학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인 이상 도시가
구로 한정하였다.

2) Evans and Leighton(1989)은 임금근로와 비교한 자영업 경험으로부터의 수익(return)이 낮
지만, 임금근로 경험을 쌓다가 나이 들어 자영업을 시작하면 소득이 낮을 확률이 높고,
절반 정도가 6년 이내에 퇴장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성지미, 2011).
3) 이 글에서 자영자 가구라 함은 가구의 사실상 생계유지에 책임을 지고 비용을 조달하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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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자영업자 혹은 자영자 가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영
자 선택(결정)과 직업만족도에 대한 연구들(Evans & Leighton, 1989; Evans &
Jovanovic, 1989; Holtz-Eakin, Joulfaian, Rosen, 1994; Blanchflower & Oswald,
1998, Van Praag & Cramer, 2001; 김우영, 2000; 금재호․조준모, 2000; 김우
영․김응규, 2001; 성지미, 2002)이 대부분이다.
이병훈․신재열(2011)은 기존의 자영업 선택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취업 동기에 대해 크게 ‘떠밀림’
이론(push thoery)와 ‘당김’ 이론(pull theory)으로 요약하고 있다. push 이론에
따르면, 임금노동자가 될 만한 숙련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시장 열위자
들이 경기불황이나 소수자로서의 구조적 제약하에서 실업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영자로 ‘떠밀려’ 취업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반면, pull 이론에서는 고학
력 전문성을 갖추거나 기업가적인 자질과 능력을 보유한 상위자들이 자영업의
이점인 자율성, 사업 개척의 모험심 발휘 및 성취감 추구, 고소득 기회, 가족부
양을 위한 근로유연성 확보 및 피고용에 따른 관료적 통제 회피 등을 추구하여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논증하고 있다(이병훈․신재열, 2011).
즉 노동시장에서 자영업 일자리로의 진입 배경에는 개인이 갖는 일에 대한 다
양한 동기나 학력, 인적자본 등의 수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임금근로자보다 높
은 이질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자영업 성과를 다룬 연구는 자영업 소득, 지속기간, 만족도의 성과지표를 제
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 소득의 결정요인 및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금근로와 비교하면 자영업에서 소득편차가 더 크고 소득불평등도가 높
으며,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변동이 저소득 임금근로자보다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er, 1997a; Holz-Eakin, Rosen & Weathers, 2000; 성지미,
2011에서 재인용).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를 분석한 Hamilton
(2000)의 연구는 두 집단의 소득격차를 설명하는 ① 투자-대리인 모형(Laz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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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r, 1984), ② Matching and Learning 모형(Javanovic, 1982), ③ 부문별
근로조건 차이 모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영
업자에게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소유권(owership)과 주인 의식이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비금전적 보상이 주어져 직무만족이 높아지지만, 중위소
득 기준 임금근로자의 초기소득이 자영업자보다 높고 소득증가율이 빠른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 정도 된 자영업자와 임금근
로자를 비교하면 자영자는 만일 임금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었던 소득보다 약
35%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기간과 상관없
이 자영업자들의 중위소득 수준은 임금근로를 했을 경우보다 항상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금재호 외, 2003).
최근 자영자 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rostat(2005), HRSDC(2006)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을 결
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독립소득자 가구(외벌이가구), 자녀 수가 많은 가구, 불
충분한 근로시간을 갖는 일자리, 자영자 가구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
자의 저숙련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자영자 가구의 (근로)빈곤화 문제
는 낮은 소득과 변동이 심한 임금(근로소득)으로 인한 요인에 대해 일치된 견해
를 가지며(Crettaz & Bonoli, 2010),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은 낮은 생산활동, 불충분한 경제적 이동의 기회, 사회적 보호정책
에 대한 사각지대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OECD,
2009).4) 과거 공식 고용(임금근로자)보다 비공식 고용의 참여를 통해 조세 및
규제회피 전략으로 선택되거나 낮은 질의 사회보험 및 공공서비스 급여가 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낮추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이
러한 경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Perry et al., 2007; Maloney,
4) 국내에서 윤희숙(2012)은 ｢한국노동패널｣ 3∼11차 조사를 이용하여 빈곤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비임금근로와 미취업자에 비해 낮
으며, 자영자의 경우 사업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비임금근로(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47.4%는 항상빈곤(3회 이
상 빈곤경험)이나 장기빈곤 상태에 처해 있으며, 빈곤탈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경수(2010)와 이병희(2012)에서도 자영자 가구의 소득부진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
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영자 가구의 비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서 자영업 가
구의 비중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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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Jutting, Parlevliet & Xeniogiani, 2008).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개발국가들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와 사
업체 분포에 있어서 매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의 지출 감소와 민영
화, 경기침체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대규모 기업체, 국가 운영 공기업이 감
소했고 따라서 노동력의 기술수준도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저개발국가뿐만 아
니라 선진국에서도 저임노동 확산과 경기침체로 인해, 그리고 1970년대 고실업
대비 및 1990년대 빈곤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소규모 기업체 창업을 돕는 자영
업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동시장 내 자영업 일자리 확
장과 숙련수준의 평준화 정책은 평균임금의 감소로 나타났고 저임금노동으로
수렴되는 패턴을 낳게 되었다(Robson, 1997; Taiwo, 2011). Robson(1997)은 실
증분석을 통해 영국의 자영자 가구의 상대소득(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자 가구의
소득비율)이 1979년 1.85에서 1991년 1.4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으로 대표되는 비공식 고용의 확장과 내부 구성의 이질성
극대화는 빈곤위험에의 노출, 소득확보의 비규칙성, 고용의 불안정성 등으로
말미암아 친빈곤적 성장(pro-poor growth)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에서는 자영업을 포함한 비공식 고용의 성별, 평균소득, 빈곤위험의 분절성을
도식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1] 비공식 고용(자영업)의 분절성(성, 소득, 빈곤위험)
[빈곤위험]
낮음

[평균소득]

[성별분절성]

높음
고용주

남성중심

비공식임금근로자(상용직)
자영자

남성 및 여성

비공식임금근로자(임시직)
가내근로자
높음

낮음

자료 : Chen et al.(2005)에서 인용.

여성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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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는 자영자(가구)의 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자
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저숙련-저소득(영세성) 관계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켰
다(Lofstrom, 2009; 이승렬 외, 2009).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그간 과포화 상태의 자영자 구조조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자영업시장에서 빠져나가 임금근로자로 흡수되기보
다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어 곧바로 빈곤화되는 현상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5)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경쟁노동시장에서 고
용불안을 느낀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 창업으로 이어지는 자영업의 중고령화 현
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침체, 영업이익 감소로 사업실패 및 빈곤화 현상
이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창업이 손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영 창업에 일정한 숙련수준
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임금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
등은 자영자의 저숙련-저소득-고령화 연결고리를 쉽게 끊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반정호, 2011).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1955∼1963생)의 정년퇴직과
자영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정년퇴직은 소비, 저축, 부동산, 가족관
계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이들의 고용불안과 빈곤 문
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금재호, 2011).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
사)를 활용하여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격차)과 빈곤실태를 임금근로자 가구
와 비교하고, 실제로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 약화 경향과 빈곤화 현상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5) 이병희(2012)는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하는 비중은 분
석 기간(2000～2008년) 동안 매년 4～5%에 불과한 반면, 비취업상태로 전환하는 비중은
5～8%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
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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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1.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실태
여기에서는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의 실질 경상소득 및 가구주 근로소득
을 중심으로 분석 기간 동안의 소득변동 추이와 절대적․상대적 빈곤실태를 파악
해 보고자 한다.6) 절대빈곤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
비율로 정의되며,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표 1>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도
시 2인 이상)의 실질 경상소득 및 구성비 추이를 제시해 주고 있다. 분석 결과
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실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이전까지는 자영자
가구의 경상소득 및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소득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소득창출력 또한 낮아
진다는 것이다. 자영자 가구의 경상소득은 1990년 246천 원 수준에서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0년 2,312천 원까지 상승한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는 같은 기간 237천 원에서 11.8% 증가한 2,470천 원까지 증가했다. 노동
시장을 통해 얻는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는 자영자가 10.3% 증가한 데 비해
임금근로자 가구는 분석 기간 동안 11.4%로 1.1%포인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했다.
두 가구의 소득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자영자 가구의 본인 근로+사업소득의
구성 비중은 1990년 84.8%에서 2001년 76.7%까지 하락했고,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어 2010년 기준 70.7%까지 낮아져 분석 기간 동안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노동소득 구성비는 무려 14.1%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구주 노동소득의
구성비 감소는 배우자를 비롯한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의존도를 높이는 동
6) 경상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사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2005년 소비
자물가로 조정한 실질 금액이다. 빈곤율 지표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시장
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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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영자 가구의 실질 경상소득 및 구성비 추이(1990～2010)
(단위 : 천원, %)

경상소득
가구주 노동소득
자
영 가구원 노동소득
자
가 재산소득
구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소득
임
금
근
로
자
가
구

가구주 노동소득
가구원 노동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1990
246
(100)
208
(84.8)
30
(12.3)
2
(0.7)
1
(0.4)
5
(1.9)
237
(100)
186
(78.8)
39
(16.6)
2
(1.0)
1
(0.6)
7
(3.0)

1993
465
(100)
391
(83.9)
65
(13.9)
3
(0.6)
1
(0.3)
6
(1.2)
457
(100)
354
(77.6)
84
(18.5)
5
(1.0)
3
(0.6)
11
(2.3)

1996
785
(100)
642
(81.8)
120
(15.2)
7
(0.9)
4
(0.5)
12
(1.6)
790
(100)
588
(74.5)
168
(21.3)
7
(0.9)
6
(0.8)
20
(2.5)

1998
816
(100)
655
(80.4)
132
(16.2)
7
(0.9)
3
(0.4)
17
(2.1)
878
(100)
664
(75.6)
176
(20.0)
11
(1.2)
5
(0.6)
23
(2.6)

2001
1,060
(100)
812
(76.7)
208
(19.6)
7
(0.7)
9
(0.9)
23
(2.2)
1,188
(100)
882
(74.3)
252
(21.2)
11
(0.9)
12
(1.0)
30
(2.6)

2003
1,292
(100)
980
(75.8)
272
(21.0)
5
(0.4)
12
(0.9)
23
(1.8)
1,428
(100)
1,065
(74.6)
311
(21.8)
5
(0.4)
14
(0.9)
34
(2.3)

2005
1,504
(100)
1,102
(73.3)
330
(21.9)
5
(0.3)
22
(1.4)
45
(3.0)
1,705
(100)
1,237
(72.6)
380
(22.3)
7
(0.4)
25
(1.5)
56
(3.3)

2008
1,921
(100)
1,353
(70.4)
475
(24.7)
8
(0.4)
36
(1.9)
49
(2.5)
2,242
(100)
1,634
(72.9)
491
(21.9)
7
(0.3)
43
(1.9)
66
(2.9)

2010 증가율
2,312
11.3
(100)
1,635
10.3
(70.7)
574
15.1
(24.8)
5
5.1
(0.2)
46
20.1
(2.0)
53
12.2
(2.3)
2,470
11.8
(100)
1,783
11.4
(72.2)
547
13.4
(22.2)
8
5.7
(0.3)
60
19.3
(2.4)
71
11.7
(2.9)

주 : 1) 경상소득 금액은 해당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2) 증가율은 1990～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임.
3) ( )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시에 공․사 이전소득의 구성비 증가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가
구주 노동소득은 1990년 78.8%에서 2001년 74.3%, 2010년 72.2%까지 낮아지
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분석 기간 동안 6.6%포인트 하락에 그쳐 임금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노동소득 구성비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2>에서는 자영자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절대빈곤율 추이를 임금근로자
가구와 비교하고 있다. 1996년 기준 자영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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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2.5%로 임금근로자 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시점부터는 자영자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신용대란 시기에 자영자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5.1%
까지 높아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도 4.9%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절대빈곤율 3.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2010년에는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낮은 3.8%의 빈곤율을 기록하였다.
최저생계비를 겨우 벗어나거나(최저생계비 120% 미만 차상위계층) 절대빈
곤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최저생계비 150% 미만 차차상위계층) 자영자의
비중은 1996년 9.0%로 임금근로자(8.4%)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시
점인 1998년에 이 비중은 자영자 가구에서 18.1% 증가한 반면, 임금근로자 가
구는 14.2%로 비중의 차이가 크게 확대되었고, 외환위기를 벗어난 2001년에도
이들 소득계층 비중은 자영자 13.8%, 임금근로자 10.8%로 큰 변화 없이 유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최저생계비 100~150% 미만 저소득계
층은 자영자 가구에서 11.4%로 추세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임
금근로자의 5.4%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비중으로 자영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자영자 가구의 절대빈곤율 추이와 변화(시장소득 기준)
(단위 : %)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100%
미만

120%
미만

150%
미만

200% 200% 100%
미만 이상 미만

120%
미만

150%
미만

1996

2.5

3.3

5.7

16.7

71.8

1998

5.9

5.9

12.2

23.2

2001

3.9

4.9

8.9

2003

2.9

2.4

2005

5.1

2008
2010

2.5

2.3

6.1

16.2

73.0

52.9

5.5

4.7

9.5

18.6

61.8

20.3

62.0

3.5

3.5

7.3

17.4

68.3

7.3

18.6

68.8

2.7

2.1

4.9

10.9

79.4

3.8

6.8

16.8

67.5

3.5

1.9

4.3

10.7

79.6

4.9

3.8

7.6

18.9

64.8

3.8

1.5

3.9

9.5

81.5

3.8

3.4

5.6

15.9

71.3

4.8

3.4

4.9

13.4

73.6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200% 200%
미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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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는 상대빈곤율, 빈곤가구 구성비 및 발생비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990년 7.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0년 기준 14.9%로 1990년에
비해 빈곤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전체 빈곤가구의
구성은 임금근로자 가구 53.4%로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임금근로자로 채워
져 있었고, 자영자 가구는 22.7%에 불과했다. 외환위기인 1998년에도 임금근로
자 가구와 자영자 가구의 구성 비중은 각각 35.6%, 19.5%로 하락했고, 대신 무
직자 가구의 빈곤 구성이 44.9%까지 크게 증가해 점차적으로 고용과 빈곤의
관계가 긴요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분석 기간 동안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은 임금근로자 가구의 빈곤 구성이 점
차 감소(53.4 → 38.7%)한 반면, 무직자 가구의 빈곤 구성은 외환위기 이후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0년을 제외하면 자영자 가구의 빈
곤 구성 비중은 20%대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영자
가구의 빈곤발생비를 살펴보면, 역시 201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자영자 가
구의 상대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임금근로자의 빈곤발생
비 증가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자영자 가구의 상대빈곤율 추이와 변화
(단위 : %)

구성비

발생비

전체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무직자
가구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1990

7.8

22.7

53.4

23.9

6.3

6.2

1993

8.2

24.4

45.5

30.1

6.5

5.8

1996

8.2

28.7

43.2

28.1

7.5

5.7

1998

11.4

19.5

35.6

44.9

7.2

6.9

2001

11.3

19.8

33.9

46.3

7.0

6.7

2003

13.1

18.1

40.3

41.7

7.3

8.1

2005

13.6

22.7

39.1

38.2

10.5

8.8

2008

14.7

20.9

36.0

43.1

11.7

8.5

2010

14.9

13.2

38.7

48.1

8.4

9.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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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자 가구의 저학력-고령화와 빈곤위험
앞선 분석에서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약화되
고 있는 현상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여기
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영업의 저숙련-고령화 현상과 그에 따
른 빈곤취약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에서는 빈곤가구의 가구주 학력․연령별 구성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1990년 빈곤 자영자 가구에서 초졸 및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이 차지하는 비중
은 각각 23.6%, 22.8%에서 2010년 21.0%, 20.9%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나지만 20여 년 동안 저학력자의 빈곤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초졸의 경우 38.0%에서 16.9%로 무려
2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도 26.8%에서
14.8%포인트 감소한 12.0%로 자영자 가구 내 저학력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 빈곤 구성을 살펴보면, 자영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에서 고연령
층에서의 빈곤 구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자영자 가구
에서 더 두드러진다. 1990년 빈곤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표 4> 빈곤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학력․연령별 구성 변화
(단위 : %)

학
력

연
령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초대졸 이하
대학이상
30세 미만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1990
23.6
22.8
47.7
0.5
5.4
6.2
64.7
25.6
3.5

자영자 가구
2000
14.2
18.7
55.0
6.1
6.1
5.1
58.3
32.0
4.5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2010
21.0
20.9
39.2
7.7
11.3
0.0
27.3
50.7
22.1

임금근로자 가구
1990
2000
2010
38.0
16.2
16.9
26.8
24.5
12.0
32.7
45.0
53.4
1.2
6.5
7.5
1.4
7.9
10.2
17.5
10.2
3.7
58.2
54.1
42.7
23.3
30.8
36.9
1.0
4.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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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세에서 64.7%로 가장 높았고 45～64세(25.6%), 30세 미만(6.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자 가구 내 30～44세 핵심 연령층의 빈곤 구성은
2000년 58%에서 2010년 27.3%까지 하락한 반면 45～64세 중고령층의 빈곤
구성은 같은 기간 각각 32%, 50.7%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2010년 기준 65
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 구성이 22.1%로 10년 사이(2000년 4.5%)에 크게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에서도 중고령층 및 고령층의
빈곤심화 양상은 자영자 가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자영자 가구에
비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이하에서는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의 변화와 격차를 고
령층 및 저학력층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비교해 보도록 한다. <표 5>에서는 소
득분위별(가처분소득 기준)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주요 시기별 소
득격차를 제시하고 있다.7) 1990년 자영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저소득층과 고
소득층을 막론하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2000년에는 하위 10% 극빈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임금근
로자의 소득에 추월당했으며, 2010년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해 앞서 언급했던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 약화가 특정 소득계층에 한정
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저숙련 자영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990년 기준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21.9%(74천 원) 높은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소득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졌다. 2000년과 2010년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1990년에 비해 각 소득계층별 격
차는 대폭 완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중고령층(45～64세)의 경우도 1990년 자
영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2000년과 2010년에 들어서는
일부 저소득 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아
진다.
<표 6>에서는 빈곤심도(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곱)를 나타내는 FGT(   )
지수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통해 자영자 가구의 학력수준 및 연령별 빈곤기
7)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없이 발생되는 의무적 지출과 가구 간 및 비영리단체
로 이전지출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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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득분위별 소득격차와 변화(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천 원, %)

전체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1990
차이(￦)
차이(%)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2000
차이(￦)
차이(%)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2010
차이(￦)
차이(%)
저학력층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1990
차이(￦)
차이(%)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2000
차이(￦)
차이(%)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2010
차이(￦)
차이(%)
중고령층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1990
차이(￦)
차이(%)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2000
차이(￦)
차이(%)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2010
차이(￦)
차이(%)

평균

434
466
32
7.4
1,110
1,064
-46
-4.3
1,911
1,843
-67
-3.5
평균

336
410
74
21.9
904
980
76
8.4
1,284
1,416
132
10.3
평균

488
510
21
4.4
1,217
1,134
-84
-6.9
2,049
2,007
-42
-2.1

10
228
234
6
2.6
553
564
11
1.9
896
889
-7
-0.7

25
301
311
10
3.2
751
721
-29
-4.1
1,257
1,241
-16
-1.3

10
176
182
6
3.6
489
487
-2
-0.3
563
519
-45
-7.9

25
231
289
58
25.3
617
671
55
8.9
761
866
105
13.8

10
241
260
19
7.8
578
594
16
2.7
942
983
41
4.4

25
324
343
19
5.9
782
777
-4
-0.6
1,325
1,363
38
2.9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백분위수
50
394
422
29
7.3
1,007
951
-57
-5.9
1,741
1,651
-90
-5.2
백분위수
50
315
389
75
23.7
810
872
62
7.7
1,173
1,370
197
16.8
백분위수
50
437
450
13
2.9
1,102
1,035
-68
-6.1
1,860
1,815
-45
-2.4

75
520
555
35
6.7
1,363
1,301
-62
-4.8
2,371
2,261
-110
-4.6

90
676
758
82
12.2
1,801
1,683
-118
-7.0
3,126
3,044
-82
-2.6

75
413
520
107
25.9
1,134
1,159
25
2.2
1,635
1,815
181
11.0

90
521
646
125
24.1
1,435
1,561
126
8.8
2,233
2,506
273
12.2

75
596
638
42
7.1
1,546
1,387
-159
-10.3
2,552
2,506
-45
-1.8

90
792
826
34
4.3
1,984
1,787
-197
-9.9
3,420
3,260
-16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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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를 분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GT지수는 Foster, Greer, and Thorbecke
(1981)에 의해 고안된 빈곤지표로서 빈곤층의 규모(extent)와 빈곤심도(depth)
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8) FGT 지표의 하위집단별 요인분해는

   



     으로 정의되며, 하위집단의 구성 비중과 집단별 빈곤심도



를 고려하여 전체 빈곤심도(FGT,

   )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기여도를 분해

  는 하위집단 g의 FGT지수,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G는 하위집단의 수, 



  는 전체 빈곤에 대한 집단 g의 절대적 기여
  는 집단 g의 비중, 

도를 의미한다. 또한 전체 빈곤심도에 대한 개별 집단의 상대적 기여도는

 
    
  로 나타낼 수 있다.

1990년 초졸 이하 저숙련 자영자 가구의 빈곤심도는 0.0519로 초졸 이하 임
금근로자 가구의 빈곤심도 0.0357보다 높고, 중졸 이하 학력계층에서도 자영자
가구의 빈곤심도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다. 2000년과 2010년의 경우에는 중
졸 이하 학력계층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자 가구의 빈곤심도가 낮아지
지만 여전히 초졸 이하 저학력계층에서는 자영자 가구의 빈곤이 심화되는 것으
로 나타난다. 각 학력집단별 빈곤심도와 구성 비중을 고려하여 전체 빈곤심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해하면, 초졸 이하 자영자의 상대적 기여도는 1990년
10.7%에서 2000년 6.7%로 감소하지만 2010년 다시 8.4%까지 높아지고 있다.
임금근로자 가구의 기여도는 1990년 18.9% 수준에서 2010년 16.2%로 낮아졌
으나 자영자 가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자영자 가구의 저학력층 비
중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하면 저학력층 자영자의 빈
곤심도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8) FGT지수는


      
로

    
 



정의되며, 다른 빈곤지표와는 달리 파라메터  의 값에 따라

다소 상이한 기능을 하는데 파라메터  는 빈곤에 대한 혐오감(aversion)을 나타내 주는
파라메터로서  값이 커질수록 이 지수는 빈곤에 대해 민감해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은 전체 인구(또는 가구) 수,

 는 빈곤선 이하의 개인(또는 가구) 수,  는 빈곤선,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  의 소득, 는 빈곤혐오감을 나타내는 파라메터이다. 가
0인 경우 빈곤율(빈곤규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가 1인 경우 빈곤심도(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곱), 가 2인 경우 센지수와 유사한 일종의 불평등지표가 된다(여유진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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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영자 가구의 학력별 빈곤심도(FGT,

초졸 이하
임금근로자 중졸 이하
고졸 이하
가구
전문대졸 이상
초졸 이하
1990
중졸 이하
자영자 가구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전체
초졸 이하
임금근로자 중졸 이하
고졸 이하
가구
전문대졸 이상
초졸 이하
2000
중졸 이하
자영자 가구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전체
초졸 이하
임금근로자 중졸 이하
고졸 이하
가구
전문대졸 이상
초졸 이하
2010
중졸 이하
자영자 가구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전체

  )

요인분해

빈곤심도
구성 비중
(FGT,    )
0.0357
0.087
0.0234
0.132
0.0112
0.339
0.0025
0.153
0.0519
0.034
0.0191
0.060
0.0188
0.148
0.0079
0.047
0.0164
1.000
0.0278
0.072
0.0347
0.079
0.0149
0.302
0.0058
0.215
0.0311
0.033
0.0148
0.052
0.0143
0.174
0.0079
0.074
0.0154
1.000
0.0821
0.054
0.0480
0.067
0.0293
0.291
0.0113
0.325
0.0965
0.024
0.0411
0.036
0.0190
0.131
0.0148
0.073
0.0271
1.000

절대적
기여도
0.0031
0.0031
0.0038
0.0004
0.0018
0.0011
0.0028
0.0004
0.0164
0.0020
0.0028
0.0045
0.0013
0.0010
0.0008
0.0025
0.0006
0.0154
0.0044
0.0032
0.0085
0.0037
0.0023
0.0015
0.0025
0.0011
0.0271

상대적
기여도
0.189
0.188
0.231
0.024
0.107
0.070
0.169
0.023
1.000
0.130
0.180
0.293
0.081
0.067
0.050
0.161
0.038
1.000
0.162
0.118
0.314
0.135
0.084
0.054
0.092
0.040
1.000

주 : FGT 지수 산출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7>은 동일한 방식으로 연령계층별 빈곤심도를 분해한 것이다. 학력별 빈
곤심도는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빈
곤심도가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의 경우, 비노인 임금근로자 가구
의 빈곤심도는 0.0235, 중고령자 가구는 0.0225, 고령자 가구는 0.101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자영자 가구에서는 비노인 가구 0.0156, 중고령자 0.0247, 고령자 가
구는 0.0979 수준으로 고령자 가구에서 빈곤이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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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영자 가구의 연령별 빈곤심도(FGT,

비노인(45세 미만)
임금근로자
중고령자(45～64세)
가구
고령자(65세 이상)
비노인(45세 미만)
1990
자영자 가구 중고령자(45～64세)
고령자(65세 이상)
전체
비노인(45세 미만)
임금근로자
중고령자(45～64세)
가구
고령자(65세 이상)
비노인(45세 미만)
2000
자영자 가구 중고령자(45～64세)
고령자(65세 이상)
전 체
비노인(45세 미만)
임금근로자
중고령자(45～64세)
가구
고령자(65세 이상)
비노인(45세 미만)
2010
자영자 가구 중고령자(45～64세)
고령자(65세 이상)
전 체

  )

45

요인분해

빈곤심도
구성 비중
(FGT,    )
0.0146
0.565
0.0129
0.143
0.0883
0.003
0.0220
0.201
0.0158
0.084
0.0821
0.004
0.0164
1.000
0.0148
0.454
0.0170
0.204
0.0362
0.009
0.0153
0.185
0.0131
0.139
0.0237
0.008
0.0154
1.000
0.0235
0.378
0.0225
0.322
0.1017
0.036
0.0156
0.087
0.0247
0.154
0.0979
0.022
0.0271
1.000

절대적
기여도
0.0082
0.0018
0.0003
0.0044
0.0013
0.0003
0.0164
0.0067
0.0035
0.0003
0.0028
0.0018
0.0002
0.0154
0.0089
0.0072
0.0037
0.0014
0.0038
0.0021
0.0271

상대적
기여도
0.502
0.112
0.017
0.269
0.081
0.019
1.000
0.436
0.225
0.022
0.185
0.119
0.013
1.000
0.327
0.267
0.136
0.050
0.141
0.079
1.000

자료 : <표 6>과 동일.

전체 빈곤심도에 대한 연령계층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영자 가구의 경우
비노인 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1990년 26.9%에서 2000년 18.5%로 낮아지고
2010년 기준 5.0%까지 낮아진다. 그러나 중고령자 가구에서는 같은 기간 8.1%
→11.9%→14.1%까지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자 가구에서는 1990년 1.9%로 매
우 낮은 기여도를 보였고, 2000년 1.3%까지 낮아지지만 2010년에 들어 7.9%
까지 매우 높은 증가를 보인다. 분석 기간 중 중고령 및 고령 자영자의 비중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빈곤심도가 함께 증가하는 양상으로 인해 전체
분석대상 가구의 빈곤심도에 기여하는 수준 또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
대로 45세 미만 비노인 자영자 가구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빈곤
심도 역시 함께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상대적 기여도 수준은 1990년 26.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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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0년 5.0% 수준까지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임금노동시장
에서의 조기은퇴 및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 창업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의 중고령
화 현상이 해당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임금근로자 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영
업 혹은 자영자 가구 내부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
전된 고령화와 탈산업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되어
우리나라 전반에 노년기 빈곤취약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3. 자영자-임금근로자 가구 간 소득격차 및 빈곤 결정요인
여기에서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자영자 가구의 소득격차가 최근으로 오
면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빈곤위험에 대한 취약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회귀분석은
가구주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
수준과 격차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과거에 비해 소득
격차가 변화했는지를 추정한 것이다. 이 모형의 종속변수는 분석대상 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성, 연
령, 교육수준, 가구원 특성(15세 미만 자녀 수,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 수, 취업
가구원 수), 가구주 직업, 자영자 여부, 비교대상 현재 시점의 연도더미(dummy
variables), 연도더미와 자영자 여부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이다. 다음으로
자영자 가구의 빈곤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아졌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빈곤 여부(상대적 빈곤)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로빗 모형으로 추
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비교가 되는 두 시점의 자료를 연계(pooling)하여 추정
하였다.
두 회귀모형에서 자영자 더미변수 계수의 크기와 방향은 임금근로자 가구와
의 소득격차 및 빈곤 가능성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며, 교차항 변수의 유의도와
방향은 비교가 되는 두 시점 간 자영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와 빈곤 가능
성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교차항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갖는다면 과거에 비해 비교 시점의 소득격차는 크게 확대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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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한편 빈곤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하게 양(+)의 값
을 갖는다면 소득격차는 축소된 것을, 빈곤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소득격차와 빈곤 가능성
은 시점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표 8>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단위 4시점으로 구분하여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회귀식으로 추정한 결과다. 각 시기별
회귀분석 결과는 설명변수의 계수 크기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방향은 모
두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가장 최근인 2005～2010년 자료의 분석
<표 8> 자영자-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결정요인

남성
30 세 미만
45 세 미만
65 세 미만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15 세 미만 아동 수
65 세 이상 노인 수
취업가구원 수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자영업더미
연도더미
교차항
상수
N
F
2
Adj R

1990 ～1995
계수
오차
0.525 (0.015)***
-0.215 (0.014)***
0.090 (0.014)***
-0.620 (0.097)***
-0.640 (0.021)***
-0.466 (0.019)***
-0.296 (0.015)***
-0.199 (0.023)***
0.051 (0.007)***
-0.132 (0.111)
0.020 (0.007)**
0.465 (0.024)***
0.422 (0.023)***
0.329 (0.019)***
0.252 (0.018)***
-1.423 (0.037)***
0.637 (0.010)***
-0.307 (0.048)***
12.759 (0.027)***
13,649
851.72***
0.529

1995 ～2000
계수
오차
0.427 (0.020)***
-0.186 (0.021)***
0.030 (0.020)
-0.668 (0.063)***
-0.366 (0.032)***
-0.296 (0.029)***
-0.128 (0.021)***
-0.110 (0.030)***
0.059 (0.010)***
-0.104 (0.033)**
0.098 (0.010)***
0.927 (0.032)***
0.774 (0.029)***
0.606 (0.024)***
0.531 (0.022)***
-1.764 (0.040)***
0.150 (0.015)***
-0.855 (0.056)***
12.959 (0.037)***
11,506
589.00***
0.479

2000 ～2005
계수
오차
0.393 (0.025)***
-0.199 (0.035)***
0.010 (0.025)
-0.757 (0.063)***
-0.443 (0.041)***
-0.430 (0.038)***
-0.199 (0.027)***
-0.096 (0.036)**
0.058 (0.012)***
-0.103 (0.027)***
0.160 (0.013)***
1.076 (0.036)***
0.988 (0.035)***
0.731 (0.032)***
0.704 (0.028)***
-2.652 (0.049)***
0.216 (0.019)***
-0.040 (0.065)
12.988 (0.045)***
10,637
624.07***
0.513

주 : 1) 기준변수는 30～44세, 대졸 이상, 단순노무직임.
2) #p<0.1, *p<0.05, **p<0.01, ***p<0.001.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각년도.

2005 ～2010
계수
오차
0.466 (0.024)***
-0.217 (0.040)***
0.065 (0.022)**
-0.700 (0.052)***
-0.465 (0.040)***
-0.450 (0.036)***
-0.241 (0.025)***
-0.090 (0.032)**
0.061 (0.011)***
-0.126 (0.024)***
0.154 (0.012)***
1.064 (0.032)***
1.002 (0.032)***
0.670 (0.032)***
0.735 (0.027)***
-2.672 (0.043)***
0.112 (0.017)***
-0.109 (0.074)
13.149 (0.042)***
11,398
705.1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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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을 언급하도록 한다. 자영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은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에 비해 46.6%의 높은 근로소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44세 장년층에 비해 30세 미만의 청년층 소득은 감소(21.7%),
45～64세 중고령층은 6.5%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
인층에서는 70.0%의 소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 집단에 비해 저학력층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은
체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구성과 관련하여 가구 내 15
세 미만 요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6.1%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2.6%의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그
리고 가구 내 취업가구원이 증가할수록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직업별 소득효과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직 대비 관리전문직
(106%), 사무직(100%), 서비스판매직(67%), 기능직(74%) 모두에서 소득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를 설명해 주
는 자영업더미 변수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및 가구경제적 특성과 노동
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1990～1995년 기간에 142% 수준이던 근로소득 격차
가 1995～2000년 기간에 176%, 2000～2005년 기간에 265%까지 확대되었고
2005～2010년 기간에 267%까지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자영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교차항더미 변수의 추정 결과를 보면 네 시기 모두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가구의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1990～1995년,
2000～2005년에 개인과 가구 특성을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득격
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실증되고 있다.
<표 9>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빈곤 결정요인
과 그 가능성이 최근으로 올수록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개인 및 가구경제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 변수의 계수
크기와 방향이 모든 분석 시점별로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자료의 분
석 결과를 토대로 서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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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자영자-임금근로자 가구의 빈곤 결정요인
1990 ～1995
한계
오차
효과
남성
-0.050 (0.035)***
30 세 미만
0.047 (0.040)***
45 ～64 세
0.001 (0.040)
65 세 이상
0.041 (0.171)
초졸 이하
0.234 (0.059)***
중졸
0.133 (0.056)***
고졸
0.056 (0.049)***
전문대졸
0.011 (0.083)
15세 미만 아동 수 0.015 (0.020)***
65세 이상 노인 수 0.031 (0.178)
취업가구원 수
-0.087 (0.025)***
관리전문직
-0.065 (0.078)***
사무직
-0.064 (0.081)***
서비스판매직
-0.046 (0.045)***
기능직
-0.059 (0.042)***
자영업더미
0.036 (0.046)***
연도더미
0.014 (0.032)**
교차항
-0.003 (0.059)
상수
-0.617 (0.065)***
N
19,871


3198.26***
Pseudo R 2
0.223

1995 ～2000
한계
오차
효과
-0.025 (0.037)***
0.029 (0.048)***
0.001 (0.043)
0.039 (0.087)**
0.174 (0.063)***
0.126 (0.060)***
0.053 (0.051)***
0.018 (0.080)***
0.013 (0.020)
0.025 (0.057)**
-0.098 (0.026)***
-0.075 (0.085)***
-0.069 (0.071)***
-0.047 (0.045)***
-0.065 (0.043)***
0.032 (0.043)***
-0.006 (0.035)
-0.015 (0.068)#
-0.413 (0.068)***
16,986
3385.29***
0.260

2000 ～2005
한계
오차
효과
-0.012 (0.035)*
0.025 (0.061)*
0.012 (0.041)#
0.060 (0.074)***
0.204 (0.060)***
0.168 (0.058)***
0.077 (0.048)***
0.037 (0.071)**
0.016 (0.019)***
0.035 (0.036)***
-0.119 (0.024)***
-0.089 (0.064)***
-0.098 (0.072)***
-0.048 (0.046)***
-0.077 (0.042)***
0.010 (0.057)
0.047 (0.034)***
0.009 (0.068)
-0.615 (0.066)***
15,751
4034.82***
0.291

2005 ～2010
한계
오차
효과
-0.017 (0.034)**
0.053 (0.071)***
0.017 (0.039)*
0.086 (0.067)***
0.247 (0.057)***
0.182 (0.056)***
0.091 (0.043)***
0.038 (0.063)**
0.016 (0.019)***
0.054 (0.033)***
-0.138 (0.022)***
-0.103 (0.055)***
-0.114 (0.064)***
-0.050 (0.045)***
-0.096 (0.041)***
0.028 (0.045)**
0.030 (0.032)***
-0.041 (0.067)
-0.342 (0.061)***
16,753
5551.34***
0.343

주․자료 : <표 8>과 동일.

분석대상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1.7%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그리고 저학력층일수록 빈곤 가능성은 전반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수많은 빈곤 연구들에서 실증되
었던 여성 및 낮은 인적자원을 보유한 계층의 빈곤취약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
켜 주는 결과다. 가구경제적 특성별 빈곤 가능성을 살펴보면, 가구 내 15세 미
만 및 65세 이상 노인의 요보호가구원이 존재할수록 빈곤 가능성은 각각 1.6%,
5.4%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 내 취업가구원 수의 증
가는 가구 빈곤 가능성을 약 13.8%가량 낮추는 매우 높은 빈곤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변수의 계수 크기는 1990년대 초반 8.7%에서 2000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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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9.8%, 2005년 시점에 11.9%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가구
원의 고용상태와 해당 가구의 빈곤이 매우 긴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가구주의 직업별 빈곤 효과는 안정된 직업을 가
진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빈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임금근로자 가구 대비 자영자 가구의 빈곤효과는 약 3.0% 높은 것으로 분석
되고 있어 자영자의 빈곤노출 가능성이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0～2005년 시기를 제외한 모든 분석 시기에 통계적 유
의미성이 확보된 것이다. 연도더미 변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2000～2005년을
제외한 시기에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영자 및 임금근
로자 가구를 막론하고 비교가 되는 과거 시점에 비해 최근의 빈곤 가능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최근 우리나라 전반에서 빈곤 취약성이 증가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차항의 계수는 비교가 되는 두 시점 간 자영자의
빈곤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2000～2005년 기간을
제외하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교 연도의 자영 빈곤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
타나지는 않는다. 추정 결과를 통해 분석대상의 개인 및 가구경제적 특성을 고
려한 이후에도 자영자의 빈곤 가능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정 정도 높은 특
징과 함께 우리나라 전반에 빈곤 취약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
자 가구의 소득격차와 빈곤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외환
위기 이후를 기점으로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약
화됨으로써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저학력-중고령자 가
구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자영자 가구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에서 최근 들어
빈곤위험에 취약해지는 특징과 함께 저소득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영자 가구 및 임금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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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소득격차와 빈곤 가능성을 추정한 결과, 자영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격차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확대되고 있
고 빈곤 가능성 또한 높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결국 기술집약적 경제(skill intensive economy)하에서의 자영자의 저숙련 문
제는 저소득(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최근 자영업 부문
의 경쟁과열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의 자영업 노동시장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변화는 이러한 빈곤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인구고령화 현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임금노동시장에
서 자영업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중고령자들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이 부문
에서 확대되고 있는 저숙련-중고령화-빈곤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자영업 노동시장의 내부적 구조개선과 열악한 노
동시장 성과에 의한 빈곤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장을 위한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고령화 진전
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고령인구의 일자리
정책은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우
리보다 일찍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본격적인 고령화사회 진입 이전에 각
종 고령화 정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소득비
례 방식의 후생연금을 정비했으며, 65세 정년 의무화 및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노동시장에서의 정년연장제도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
에 대해서는 일부 벌칙 조항까지를 두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의 증가를 주도하
고 있는 인구는 임금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을 겪고 조기에 퇴직하거나 밀려나
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이 시사하는 바
는 크다. 한편 일본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만∼7만 엔(약 65만∼90만 원)의 지원금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
하고 계속고용 정착촉진조성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정년을 70세로 연장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인센티브제
도가 1인 고용 시 첫 6개월 36만 원, 다음 6개월에 18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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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영자 가구의 저소득․빈곤화 문제에 대한 소득보장정책 마련이 시급
하다.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
련해 놓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자격과 급여가 ―그것이 자발적이든 혹은 비자
발적이든―포괄성과 충분성 모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최소 1년간 정
부가 고시한 5단계 기준보수(150만∼230만 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비자발적 폐업 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 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그간 실업급여 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들을 포괄함으로써 이들에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다. 그러나 여전히 1년 이상이라는 가입 기간
규정과 보험료 3회 이상 체납 시 수급 박탈 등의 엄격한 규정은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는 영세자영업의 제도 가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셋째, 정부의 자영업 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그간 5․31대책으로 불리는 2005년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중
소기업특별위원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영
세자영업자의 인프라 구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강화,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지역 중심의 지원체제 확립 등을 골자로 추진되어 왔
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및 자영자 가구의 저숙
련-중고령화 저소득의 연결고리는 쉽게 단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1)의 지적대로 2009년 이후 자영업자 지원 예산의 50% 이상이 산업금융
지원 및 산업기술 지원(R&D)에 집중되었고, 2011년 4천억 원을 투입한 소상공
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일반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사업 목적이 한계자영업자의 생계수단 연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드러
나고 있다. 이에 기존의 5인 미만 생활형 자영업자(음식, 도소매업 등)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진단 및 사업타당성, 창업 준비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지원에 대
한 다양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은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촉진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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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보험제도의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하는 전략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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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come Variation and the Poverty of
Self-employed Households : Based on the Comparison of
Paid Worker Households
Jung-Ho Ban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study was provided to look into the income
disparity and the poverty risk of self-employed and paid workers between
the year of 1990 and 2010. The result was presented that the income creation
of self-employed households was diminished compare to those of paid worker
households around the time of IMF crisis. Moreover, the income disparity
has been expanded especially on the low-educated and the aged class. A
conclusion, estimating the features of an individual, a household economy
and a labor-market, was drew that the income disparity and the poverty
probability of the self-employed households was increased more than the those
of the paid worker households. It is imperative, with the expansion of
population aging and labor flexibility, to consider a way of discontinuing the
links among the low-skilled-aging population-poverty of the self-employed,
which turns up with the combinations of the reality of making a choice to
be a self-employed, economic recession, excessive competition and exacerbated
profitability.
Keyword : self-employed households, paid worker households, Income disparity, poverty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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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기반하는 인사제도(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인적자본을 기업
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략적 인사관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부
분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수준 성과에 대한 인사관리의 직접적 효과에 대해 연구
했으며(Becker & Gerhart, 1986; Dyer & Reeves, 1995; Wright, Dunford &
Snell, 2001), 많은 실증연구에서 검증되었다(Delery & Doty, 1996; Huselid,
1995; MacDuffie, 1995).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의 거시적 접근이 아닌 미시
적 접근으로서 조직의 제도적 측면이 구성원의 행동(behavior), 태도(attitude)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그동안 전략
적 인사관리 영역이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이론 및 실증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출발되었다(Delery, 1998). 비록 근로자의 태도 및 행동이
인사제도와 조직성과 간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Ramsy, Scholarios & Harley, 2000),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매개 역할을 규명하지 못하였다(Batt, 2002). 최근의 일부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사제도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 및 정서적 몰입(Gong, Law,
Chang & Xin, 2009; Takeuchi, Lepak, Wang & Takeuchi, 2007), 조직시민행동
및 이직의도(Sun, Aryee, & Law, 2007) 등을 매개변수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Nishii, Lepak & Schneider, 2008). 특히
국내 대부분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선행연구들은 기업수준에서 실증이 진행
되었으나(전체 논문의 70%), 기업 내 조직과 개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하위 분석 수준에서 보다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강성춘․박지
성․박호환, 2011). 아울러 연구방법에 있어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을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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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함으로써, 조직 특성과 개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지 못함과 동시에 조직성
과에 미치는 핵심 변수인 근로자의 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Batt, 2002; Takeuchi et al., 2007).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방식인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며, 그동안 간과했던 제도와 성과 간
에 있는 블랙박스(black box)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
몰입 인적자원관리가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LM :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으
로 규명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한다.
둘째,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그에 따른 결과변수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는 변수들 간의 내적 프로세스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
에(Becker & Gerhart, 1986),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종업원 태도의 관계에 존
재하는 블랙박스(black box)인 개인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pychological
empowerment)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종업원 태도의
관계를 다수준의 매개 모형으로 파악하는 과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면
밀히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을 것이며, 향후 연구에도 주요한 이론적․방법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 분야에서 근로자의 능력개발, 동기부여, 참여제도를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는 고성과 인적자원관리(high performance HRM), 고몰입
인적자원관리(high commitment HRM), 참여형 인적자원관리(high involvement
HRM) 등으로 불리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rthur, 1994; B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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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ler, 2000; Datta, Guthrie & Wright, 2005; Youndt et al., 1996). 특히 2000
년 이후의 연구들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high commitment HRM system)이라고 볼 수 있으며
(Paauwe & Boselie, 2005), 기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가 주요 결과변수를
조직성과로 설정하였다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연구의 목표는 종업원의 태도
및 몰입으로 설정하면서 연구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Boxall & Macky,
2009; Farndale, Hope-Hailey & Kelliher, 2011).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조직과 개인 목표의 심리적 연계를 기반한 구성원들
의 능력, 동기, 참여 기회를 높여주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Gordard, 2001;
Truss, 2001; Arthur, 1994)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개인과 조직 간 경제적 교환
관계뿐만 아니라 심리적 교환관계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인사 시스템이
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근로자의 태도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기제는 여러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들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는 인적
자원관리 방식이 합리적인 평가, 높은 수준의 보상, 교육훈련 투자, 정보공유,
고용안정성을 기반한다면, 종업원은 이를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인식하고
조직에 대한 애착심과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하며(김원형, 2005), 긍정적인 작업
장을 형성하기 위해 조직에 대한 헌신을 높인다는 것이다(김기태․조봉순,
2008). 이러한 관점은 조직의 제도가 후원적일수록 근로자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개인과 조직 간의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사회교환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역할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으나(Takeuchi et al., 2007),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제도와 조직성과 간의 직접적 관계를 중심으로 인적자원
이론(human capital theory) 및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을 근거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제도와 구성원의 태도 간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한 새로운 접근은 제도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인적
자본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Ramsey et al., 2000), 그 외 연구(Delery,
1998)에서도 제도와 조직성과 중심의 연구로 인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영역
이 이론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조직 내
인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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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다수준 분석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인 인적자원관리와 근로자 성과 간
의 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분석의 정확성을 높
일 수 있다(Bowen & Ostroff, 2004). 인사제도와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인수준의 변수들을 합하여(aggregation) 조직수준의 변수
로 변환시켜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추정
의 정확성에 문제가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일하고 종업원
들의 동질성(homogeneity)을 간과함으로써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관측치들의
독립성)에 위배된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위계적 선형 모델
(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
다(최장호, 2010). 최근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대표적인
실증(empirical) 연구는 2000년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Takeuchi et al.(2009)
의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지각한 조직 분위기를 사업장 수준으로 승화
(aggregated)시킨 조직 분위기가 조직수준에서 측정한 고성과작업 시스템과 근
로자 개인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 Wu
and Chaturvedi(2009)는 아시아 지역 23개 제조업종 및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의 공정성이 고성과작업 시스템(근로자 개인수준에서 측정하여 조직
수준으로 승화)과 근로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매개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Snape and Redman(2010)의 연구에서는 작업장수준의 HRM관행이 근
로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며, 직무 영향력 및 자유재량권이 HRM관행
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조직수준에서의 인적
자원 시스템이 종속변수로서 혹은 매개변수로서 조직 구성원 개인의 태도나 행
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수준 분석이 필수적이며(강성춘․박
지성․박호환, 2011), 국내 연구에서도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개인의 성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 다수준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경묵, 2010; 최
장호, 2010). 김기태․조봉순(2008)은 기존 연구들이 경영자와 주주의 입장에
서 기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적 성과에 집중함으로써 조직
내 중요한 이해자인 조직구성원에 대한 분석을 간과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5년 인적자원 기업패널을 활용하여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적자원의 성과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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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주희(2002)의 연구
는 조직의 성과 중심적 보상제도가 구성원의 조직 공정성을 매개하여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김기태(2008)는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역량 향상을 매개하여 조직성과 창출에 영향
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인사제도와 개인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다수준
분석을 활용한 실증적 연구(한주희, 2002; 장은미, 2003; 김기태․조봉순, 2008;
김기태, 2008)는 제한된 실정이며, 특히 위계적 선형 모형을 이용한 다수준 분
석은 최장호(2010)의 연구로 국한된다.
이상과 같이 위계적 선형 모형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을 활용한다면 구성원의
가치, 태도, 행동 등을 인적자원관리의 성과로써 정밀하게 밝혀낼 수 있으며,
인적자원관리의 관리 대상과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시스템 내에 있는 활동들은 각각의 관리 대상과 목
표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중 인적자원관리의 대상은 ‘인적자원(조직구성원)’이
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적자원관리는 조직구성원의 태도(attitude),
행동(behavior)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시스템으로서, 조직구성원에게 직접적
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Colakoglu, Lepak, & Hong, 2006; 김기태․조봉순,
2008).

2.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기업 내 만연한 무력감을 제거하고 구성원의 몰입
을 높여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임파워먼트는 대단히 중요한 경영 개념으로 대
두되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기업이 성
공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창조성(creativity), 열정(energy), 지식(knowlege)
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업의 경쟁력이므로, 최고의 기업들은 임파워된 근로자
들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Spreitzer, 2006).
Spreitzer(1992)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다면적 개념이라고 전제하면서 의미성
(meaning),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역량성(competence), 영향성(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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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네 가지 하위 변수로 제시하면서 “조직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행위에 대
한 조직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 향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Conger and Kanungo(1988)는 임파워먼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 정책, 조직풍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면서, 구성원들에게 조직 내 무력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제도
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preitzer(1996)는 인사 시스템과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관계를 실증연구한 결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업단위의 역할 모호성, 통제의 폭, 사회적 지원, 정보 접근성, 자원 접근성,
참여적 부서 분위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조직수
준의 선행요인을 밝힌 대표적인 연구(Seibert, Silver & Randolph, 2004)에서는
그동안 대부분의 실증연구가 개인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원인과 결과만
지나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의 병합을 강조
하였다. 그들은 정보공유(imformation sharing), 자율성(autonomy), 팀제(team
accountability)를 임파워먼트 환경으로 설정하고, 조직수준의 임파워먼트 환경
은 개인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밖에 선행연구들은 개인수준보다는 조직수준의 특성인 조직구
조, 정책(Quinn & Spreitzer, 1997), 권한 위양, 보상제도, 조직 환경, 작업 상황
(Kirkman, Rosen, Tesluk & Gibson, 2004), 정보 접근성 및 조직의 지원
(Spreitzer, 1996) 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수준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심리적 임파먼트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직구조,
정책, 인사제도 등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고몰입 인적자원
관리는 권한 위양, 정보공유, 자율성, 보상제도 등의 인사관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조직수준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개인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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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조직 내 인사관행이 근로자의 직무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Huselid(1995)는 엄격한 채용, 보상시스
템, 다양한 교육훈련을 포함한 인사제도 시스템은 근로자들의 경쟁력, 동기부
여,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개인수준의 성과 및 집단수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제도, 성과
공유제도, 이익공유제도와 같은 성과보상 시스템과 다양한 교육훈련은 조직 차
원에서 근로자를 동기부여하고 개발하려는 신호로 전달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
는 조직에 대해 만족하고 몰입으로 반응하게 된다. 즉,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
서 인사제도가 근로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조직의 지원으로 인식하고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다는 것이며(김원형, 2005; 김기태․조봉순, 2008). 사회적 기인이론(social
attribution theory) 측면에서도 근로자는 조직의 자극(인사제도)에 대해 각각 다
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Nishi et al., 2008). 이
처럼 조직 내 인사제도는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조직 내 구성원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의
바람직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세부관행별로 구성원의 태도인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기적이
며 세심한 선발 과정을 거친다면, 선발된 사람들은 어렵게 선발되었으므로 조
직을 떠나고자 하는 이직의사가 줄어들고 조직에 대한 몰입은 높게 된다
(Delaney & Huselid, 1996; MacDuffie, 1995; Youndt et al., 1996). 또한 신중
한 채용관리는 조직이 갖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둘째, 광범위한 교육훈
련은 근로자의 이직을 감소시키며(김미란․김안국․정재호, 2009; Munasinghe
& O'Flaherty, 2005),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동
인․박호환, 2003). 특히 최근처럼 고용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훈련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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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당분간은 해고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작용하여 기업에 대한 헌신 유도
및 이직률을 낮추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고임금과 성과보상은 조직만족,
직무몰입,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임금수준이 동종업계
에 비해 낮을 경우, 근로자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임금수준은 개
인에게 있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근로자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근로자참여는 근로자의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자율과 참여를 인정해 주는 품질분임조, 문
제해결집단, 제안제도 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Pfeffer, 1998),
근로자의 직무만족 증가와 부정적 노동경험 감소, 긍정적 노동경험을 증대시키
는 역할을 한다(Hodson, 2002). 다섯째, 정보는 공개되고 공유될수록 구성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권동인․박호환, 2003). 회사의 재무성과, 사업전
략, 각종 경영상의 운영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은 직원들을 조직의 중요
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근로자의 태도는 긍정적
으로 변하게 된다. 여섯째, 지위격차 해소는 종업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MacDuffie(1995)는 조직 내에서 직위 차별화를 제거하지 않거나,
조직 내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나 대우가 존재할 경우 기업의 성과는 낮게 된다
고 말하였다. 조직 내에서 신분에 대한 차별대우가 존재하고, 종업원들이 차별
적으로 대우받는다고 인식할 경우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높아지며, 궁
극적으로 근로자의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끝으로 고용안정은 근
로자의 안정감 및 조직몰입, 조직성과를 높이게 한다(Delery & Doty, 1996;
Ichinowski, Shaw & Prennushi, 1997). 남정민․전병준(2011)은 고몰입 인적자
원관리 관행 중 고용안정이 근로자의 이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고 밝히고 있으며, Pfeffer(1998)는 자신이 제시한 일곱 가지 경영관행 중 고용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관행으로서, 다른 관행이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전제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장기적이고 세심한 선발제도, 광범위한
교육훈련, 고임금 및 성과기반 보상, 근로자참여, 정보공유, 지위격차 해소, 고
용안정 등의 세부관행을 통해 구성원의 능력, 동기, 참여기회를 높여주는 시스
템이므로 구성원의 중요한 태도변수인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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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 : 조직수준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개인수준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
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 조직수준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개인수준의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
을 줄 것이다.

4.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구성원의 태도 간의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매개효과
많은 연구자들은 인사제도가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근로자의 태도 및 행동이 인사제도와 조직성과
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론
적 및 실증적으로 매개변수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Batt, 2002). 이와 같은 맥
락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구성원의 태도인 직무만족
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심
리적 임파워먼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행위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 향상 과정이다.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정보공유, 근
로자참여, 지위격차 해소 등의 세부관행을 통해 리더가 자신의 권력을 나누어주
는 것으로서 Kanter(1977)의 구조적 임파워먼트(social-structural empowerment)
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Kanter(1977)는 종업원에게 기회(opportunity), 정
보(imformation), 지원(support), 자원(resources)을 제공한다면 조직의 성공을
위해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하면서, 조직의 정책․구조․인사관
행이 상급자들의 권한을 분배되도록 구축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후 연구에서도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요인으로 조직구조,
정책, 조직 풍토(Conger & Kanungo, 1988), 권한 위양, 보상제도(Thomas &
Velthouse, 1990), 정보접근성, 보상구조(Spreitzer, 1995) 등 조직의 구조적 특
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종업원의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Thomas & Tymon, 1994; Laschinger & Fin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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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해 논하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직 내 권한 위양,
보상제도, 정책 등을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몰입 인적자원관
리가 조직 내 권한 위양, 참여제도, 정보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종
업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 종업원들의 직
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구성원의 긍정적인 태도의 관계
에서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4 : 개인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수준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개
인수준의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5 : 개인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수준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개
인수준의 이직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가설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본 연구의 모델이 제시하
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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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조사자료
본 연구를 위해 정부출연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 및 노사발전재단에 등록된
340개 사업장 중 설문에 응답한 121개 사업장(인사책임자 121명, 일반근로자
1,210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설문지를 배포
했으며, 그 중 76개 사업장 691부(인사책임자 76부, 일반근로자 615부)를 회수
하여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기업별 특성과 관련하여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제조업종이
65.79%, 서비스업종이 34.21%를 차지하였다. 근로자 수(기업규모)는 100인 이
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39.47%, 1,000인 이상 사업장 18.42%,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이 17.11%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연령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6.32%, 20년 이상 30년 미만 22.37%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유노조
사업장 71.05%, 무노조 사업장 28.95%를 차지하였다. 개인별 특성은 살펴보면,
남성은 71.10%, 여성은 28.90%로 남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5.69%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20대(32.52%), 40대(17.89%)가 차지
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 개념(construct)은 크게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심리
적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이직의도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를 변수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
해가 없이 연구자마다 상이한 측정방법들을 사용해 오고 있다. Delery and
Doty(1996)은 개별 관행을 직접 회귀분석에 사용했으며, Huselid(1995)은 개별
인사관행에 대한 지수(index)를 만들어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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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배종석․사정혜, 2003; 최장호, 2010)이 제시한 방법인 개별 인적자원관
리 관행의 문항 값들을 표준화시켜 합산한 후 하나의 지수(index)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사시스템 지수를 도출한 경우 정규
분포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제도가 실시되지 않을 때에도 해당
값이 0이 나오는 경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업종, 기업연령 및 기업규모, 노조 유무
등을 조직수준에서 통제하였으며, 개인수준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 등을
통제하였다. <표 1>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를 포함한 주요 변수별 조작적 정의
와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1>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측정

고몰입 인적
자원관리

조직과 개인의 목표의
심리적인 연계를 기반
을 두어, 구성원들의
능력, 동기, 참여기회
를 높여주는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 Pfeffer(1998)와 Bae and Lawler(2000)
의 측정항목을 참고하여 7개 변수 27
개 항목으로 측정
- 선별적 채용(5), 광범위한 교육훈련(4),
고임금 및 성과보상(4), 참여적 직무설
계(4), 정보공유(3), 지위격차 해소(3),
고용보장(3) 등의 각 관행별로 표준화
하여 합산

심리적 임파
워먼트

조직의 공식적 및 비
공식적 행위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기효능
감

- Spreitzer(1995)의 측정항목을 참조해
서 8개 문항 사용
- 의미성, 자신감, 자기결정, 영향력 등
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각각의 항목
수치를 합산 후 평균

직무만족

개인의 직무 및 조직
에 대한 심리적 만족
도

- Davidson and Cooler(1983)의 측정항
목을 참조하여 3개 문항을 5점 척도
로 측정하여 합산 후 평균

이직의도

가까운 미래에 조직을
떠나려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욕구

- Mitchel(1981), Moore(2000)의 측정항
목을 참조하여 3개 문항을 5점 척도
로 측정하여 합산 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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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신뢰도, 타당도,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 모두는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분석(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최종 21개 문항) 0.791, 심리적 임파워먼트(최종 7개
문항) 0.832, 직무만족(최종 3개 문항) 0.858, 이직의도(최종 3개 문항) 0.925으
로 모든 측정 변수의 신뢰도는 0.7을 초과하였고,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각 변수
가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고자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
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개인수준 통제변수와 결과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인 경우 여
성에 비해 이직의도(-), 직무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심리적 임파워먼트(+), 이직의도(-)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직무만
족(+),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조직
수준의 독립변수인 고몰입 인사관리와 개인수준의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개인수준의 변수를 조직수준으로 합산(aggregation)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신뢰(+), 이직의
도(-),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연구가설의 방향성과 일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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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관분석 : 조직수준
1
1. 업종

2

3

4

5

6

7

8

1

2. 기업연령

-.043

1

3. 노조 유무

-.032

.294*

1

4. 근로자수(로그) -.314**

.181

.126

1

5. 인적자원관리

-.238*

-.039

.083

.279*

1

6. 임파워먼트

-.348**

-.084

-.080

.079

.271*

1

7. 이직의도

.140

-.207

-.133

-.182

-.377**

-.254*

8. 직무만족

-.243*

.075

.058

.177

.446**

.548** -.728**

평균

0.658

31.280 0.711

2.595

0.000

3.400

2.158

3.578

표준편차

0.478

18.272 0.457

0.639

4.663

0.254

0.442

0.339

1
1

주 : *p<.05, **p<.01, ***p<.001.

2. 가설검증
가. 기초모형 분석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가설검
증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결과변수(직무만족,
이직의도)와 매개변수(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집단 간 분산과 유의성에 대
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영모형(Null model)을 통하여 결과변수의 집단 간 분산
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직무만족의 조직수준 분산은 0.064이며, 개인수준의
분산은 0.397으로 ICC2)(조직 간 차이를 설명하는 분산 비율)는 13.93%(13.93=
0.064/(0.064+0.397))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인의 직무만족이 조직마다 차
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카이스케어=172.918, p<.001). 또한 이직의도(ICC=14.56%,
카이스케어=177.086, p<.001)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ICC=11.12%, 카이스케어
=150.937, p<.001) 역시 조직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ICC(Intra-class correlation)는 0.05 이상이면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조직수준의 변인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세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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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설검증
가설 1(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HLM(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의 심리적 임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γ=0.11, p<0.05; 모형1의 2단계). 따라
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표 3 참조).
가설 2(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γ=0.027, p<0.001; 모형 2의 2단계). 또한 가설 3(고몰
입 인적자원관리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γ=-0.031, p<0.001; 모형 3의 2단계). 따라서 가설
2,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마지막 가설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증을
위해서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
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 2단계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3단계에서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매개효과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어야 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3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심리적 임파
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직무만족,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모델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0.656, p<0.001, 모형 2
의 3단계). 또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이
떨어졌으므로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이
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γ=-0.217, p=n.s,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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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3단계),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매개 역할은 검증되지 않았다. Sobel 통계치에서도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으며(Sobel
통계치=1.978, p<0.05), 이직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Sobel 통계치=-0.973, p=n.s).
<표 3> 위계적 선형모형 검증 결과

상수

성별
결혼 여부
연령
학력
근속연수
임금
(로그)
정규직 여부

모형 1
심리적 임파워먼트
1단계
2단계
1.625* 1.848*
(.795)
(.799)

.140*
(.053)
-.022
(.054)
.005
(.006)
.077*
(.033)
.005
(.006)
.269
(.221)
.081
(.125)

.132*
(.053)
-.020
(.054)
.006
(.006)
.074*
(.033)
.004
(.006)
.198
(.222)
.087
(.125)

-.135*
(.064)
-.002
(.001)
-.272
(.512)
-.020
(.045)

-.128*
(.062)
-.002
(.002)
-.272
(.512)
-.033
(.045)
.011*
(.005)

심리적
임파워먼트
업종
기업연령
노조 유무
근로자 수
(로그)
고몰입
인사제도

모형 2
모형 3
직무만족
이직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707* 3.064*** 4.053*** 2.769* 2.257+
1.991
(1.055) (1.041)
(.968)
(1.324) (1.316)
(1.33)
개인수준
.253*** .238*** .171*** -.286*** -.268*** -.259***
(.068)
(068)
(.062)
(.086)
(.086)
(.086)
.080
.083
.093
-.139
-.142+
-.143+
(.069)
(.068)
(.062)
(.087)
(.086)
(.086)
.001
.003
.001
-.004
-.006
-.006
(.008)
(.008)
(.008)
(.010)
(.010)
(.010)
.020
.014
-.027
.019
.025
.033
(.043)
(.043)
(.039)
(.054)
(.054)
(.054)
.015+
.012
.010
-.012
-.009
-.009
(.008)
(.008)
(.007)
(.010)
(.010)
(.010)
.140
.028
-.128
-.213
-.058
-.003
(.298)
(.293)
(.272)
(.374)
(.370)
(.375)
-.133
-.121
-.156
.189
.174
.171
(.161)
(.160)
(.146)
(.203)
(.201)
(.202)
.656***
-.217
(.145)
(.200)
조직수준
-.163+
-.139
-.046
.111
.081
.049
(.089)
(.085)
(.082)
(.112)
(.108)
(.113)
.001
.001
.002
-.003
-.004
-.004
(.002)
(.002)
(.002)
(.003)
(.003)
(.003)
-.543
-.531
-.372
-.058
-.094
-.142
(.653)
(.649)
(.593)
(.821)
(.817)
(.818)
.055
.018
.043
-.076
-.034
-.043
(.065)
(.062)
(.058)
(.081)
(.078)
(.079)
.027***
.019*
-.031*** -.029**
(.008)
(.008)
(.011)
(.011)

주 : 기업수준 n=76, 개인수준 n=615, +p<.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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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구성원의 태도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개인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검증하였다. 분
석 결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록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인적자원관리와 이
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인적자원관리와 직무만
족 간의 관계에서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교환관계를 강조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
는 것이다. 즉, 인적자원관리 방식이 종업원의 자율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역량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안정에 대한 믿음을 주고, 조직 내 차별을 해소하
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근로자들은 조직 및 직무에 만족하게 되며 자발적인
이직의도를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의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
피거나 종업원 태도의 매개효과를 통한 조직성과에 영향력을 밝히고 있다(최장
호,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가 조직의 성
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업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의 태도
간의 관계에 국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계적 선
형모형의 한계에 따른 것인데, 조직수준에서 개인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델
만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의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진다는 기
존의 많은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종업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라는 구성원의 지각을 밝히
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최근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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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이슈는 인적자원관리와 성과 간의 관계에서 블랙박스(black box)를 밝
히는 연구와 다수준적(multi-level approach) 접근을 통해 조직수준과 개인수준
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이다(Nishii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
원관리 연구 분야에서 시작 단계인 다수준 접근을 통해 “조직의 제도적 측면이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와 성과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매개효과 규명”을 통해 최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이슈를 밝히고
자 노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수준의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경우,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라는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구성원의 태도
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인적
자원관리라는 제도적 측면 자체가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구성원의 자
유재량적 노력을 유도하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근본 철학이 실제 효과를 발
휘하고 있음을 실증적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2.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내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 분야의 한계였던 단일 수준
분석에서 벗어나,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여 분석의 정확
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을 활용
하여 기존 연구의 분석방법인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에 비해 추정의 정
확성을 제고하였다. Wright and Boswell(2002)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연구
에 있어서 다수준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념적 수준의
연구만 진행되었고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모델의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수준
에서 측정된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인사제도는
기업의 인사책임자를 대상으로 측정했으며, 구성원의 태도는 실제 해당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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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측정하였다. 기존 인적자원관리 연구 분야에서 개인수준의 연구에 있
어 기업의 인사제도는 종업원들을 통해 주로 측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회사의 인사제도(정책)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결국, 인적
자원관리가 종업원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회사 차
원에서 측정하고, 종업원들의 태도는 개인수준에서 측정하는 다수준(multi
level)의 분석 틀이 요구되므로(장은미, 2006),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측정자로
인해 발생하는 동일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3)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원천을 분리하여 분석방법의 정확성을 도모하였다.
둘째,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구성원의 태도 간의 매개변수로서 개인
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역할을 일부 밝혀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개
인수준보다는 조직수준의 특성인 조직구조,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조직의 지원
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심
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수준의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Seibert et al., 2004). 본 연구는 조직의 특성 및 제도가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증명하였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인사
제도와 구성원의 태도를 매개하는 중요한 연계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실무적으로는 국내 기업에서 만연하고 있는 통제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출연기관이었던 한국노동교육원의 노사파트너십 구축
사업 및 고성과작업장 구축 컨설팅, 뉴패러다임센터의 고성과지원 구축사업 등
을 통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
으나, 현재 두 기관 모두 폐쇄된 상황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 지원
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은 기업 스스로가 결정
3) 조직시민행동과 관련된 11개의 실증연구를 조사한 Podsakoff, MacKenzie, Paine and
Bachrach(2000)의 연구는 동일방법 편의로 인한 분산이 연구 결과에 매우 큰 비중을 차
지함을 잘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동일방법 편의로 인해 발생한 분산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으로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분산이 평균 42.9%,
객관적 수행지표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이 평균 9.5%였다. 그러나 동일방법 편의를 통제
한 후 재분석한 연구 결과는 역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으로 설명되는 분산이 평균 19.3%,
객관적 수행지표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이 평균 11.3%(동일방법 편의를 통제하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설명된 분산의 크기가)로 대폭 변하였다(박원우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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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선택이며 전략이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성
과주의 보상과 평가, 외부 인재 활용, 고용 유연화 등을 통해 고성과 달성을 지향
하고 있다. 특히 고용안정과 장기적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한 종업원들의 헌신과
몰입을 유도했던 내부 노동시장 시스템은 불확실성이 높고 혁신이 강조되는 오
늘날의 경쟁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전통적 내부 노동시장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강성
춘․박지성․박호환, 2011). 실제로 국외 실증연구(Godard, 2010; Bunderson &
Boumgarden, 2010)에서는 공통적으로 내부 노동시장 시스템이 조직 혁신을 저
해하기보다는 종업원들의 학습과 지식공유를 활성화시켜 조직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국내는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기업의
노사관계 악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향후 개인과 조직 간 경제적 교환관계뿐만 아니라 심리적 교환
관계의 균형을 유도하는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확산이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방식이 국내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
요한 시점이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적 접근만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는 것이다. 조직수준의 독립변수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구성원의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증명하려면 종단면적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조직
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이 조직수준에서 경험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보다 엄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시차를 둔 종단적 접근방법의 연구가 필요하
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인식 및 감정뿐만 아니라 조직
수준의 문화나 분위기, 집단적 정서 등도 인사제도와 구성원의 태도 간을 매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사제도가 종업원 태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개인수준의 매개변수의 검증뿐만 아니라, 조직수준의 문화나 분위기
등의 매개변수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끝으로 개인 차원의 태도변수에
대한 기업의 인사시스템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76개 기업의 인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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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응답을 활용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장을 중
심으로 선정됨으로써 국내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에 속한 종업원 표본의 수를 줄이더라도 기업수준
의 표본 수를 확보하고 업종에 따른 분산을 충분히 고려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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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High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on Employee Attitudes :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Jeong-Min Nam․Byungjune Chun
As human resources are becoming vital for the survival and growth of
corporations in the rapid globalization and growing uncertainty of management
environments, human resources are getting their significance as a driving force
for the competitivenes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and attitudes
of employees which play an essential role for gaining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pecific mechanism for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on employee attitudes. The
empirical results using data collected from 691 members and 76 corporations
in Korea showed that high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affected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addition,
psychological empowermen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and the attitudes of
employees. This study has a methodologically unique contribution to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It used multi-level analysis that enabled
us to estimate accurat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rom two different levels.
Keyword : high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psychological empowerment,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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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
조 용 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후 지난 10년간 고용차별의 구제(시정권고)를 담
당하여 왔다.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용차별시정 권고사례를 분석
하고, 그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권고사례 187건 중 고용관계 성
립에서의 차별시정사례는 103건(55.1%), 고용관계 전개에서의 차별시정사례
는 55건(29.4%), 고용관계 종료에서의 차별시정사례는 29건(15.5%)이다. 고
용관계의 성립, 전개, 종료 각 단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차별은
모집․채용 시의 나이차별, 임금 등의 지급에서의 비정규직 차별, 정년에서
의 직종․직급별 차별이다. 고용차별시정의 주요 성과는 진정직업자격기준
에 근거한 명시적 나이 제한의 시정, 장애인 사이의 장애의 정도를 이유로
한 차별의 시정, 성별 구분 모집 차별의 시정, 파견근로자 임금차별 관련
사용사업주의 시정책임 인정,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의 시
정, 통계적 불균형의 조사를 통한 배치․승진 차별의 시정, 직종․직급별
정년차등 차별의 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년 차별의 시정, 임신․출
산․결혼퇴직 관행의 시정 등이다. 향후 해결 과제는 비가시적 차별의 효
과적 시정, 나이제한 관련 진정직업자격기준 중 과도한 부담 기준의 재검
토, 학력차별 해소 관련 고졸자 채용 우대정책의 정당성 검토, 비정규직 차
별시정 관련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사례 검토․활용, 배치․승진 차별
관련 통계적 방법에 의한 차별 추정론과 합리성 판단 척도의 확립, 직종․
직급별 차등정년시정 관련 법원 판례와의 대립 해소, 장애차별 예외사유인
과도한 부담 기준의 구체화 등이다.
핵심 용어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 차별시정

논문접수일: 2012년 2월 28일, 심사의뢰일: 2012년 3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15일
* 2011년 11월 30일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10년 토론회(차별시정 10년, 차별의 재
발견)에서 ｢구직․직장에서의 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ymcho@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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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1)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및 제19조
참고).2) 인권위법 외에도 고용차별의 금지․구제를 주된 목적 내지 중요한 내용
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법률로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고평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연차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등이 있다.
인권위의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영역별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0
년 12월 말 현재 기준, 비고용 영역 포함). 진정사건 9,740건 중에서 기타 사유
를 제외하고 장애(61.5%), 나이(7.3%), 사회적 신분(3.1%), 성별(3%) 등의 순으
로 진정이 많이 제기되었다. 전체 진정사건 9,740건 중 기타 영역으로 분류된
사건 2,174건을 제외한 7,566건 가운데에서 고용차별 진정사건은 3,415건으로
그 비중이 45.1%를 차지한다. 고용차별 진정사건 3,415건 중 고용관계의 성립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 진정사건은 43.1%(1,470건=776건+694건), 고용관계
의 전개(교육, 배치, 승진, 임금, 기타 금품 등)에서의 차별 진정사건은
24.1%(823건=38건+175건+142건+381건+87건), 고용관계의 종료(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차별 진정사건은 16.3%(557건=102건+105건+350건), 기타 16.5%
(565건)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1)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이다.
2) 인권위법의 해설과 인권위의 차별판단기준은 정인섭 외(2005), 차별판단지침연구 태스크포
스(2008)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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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인권위가 2011년 상반기까지 고용차별을 인정하여 그 시정
을 권고한 전체 사례 187건을 대상으로 하여 중요 사례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
나아가 인권위가 향후 고용차별 진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
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하 본론에서는 고용관계의 성립, 전개, 종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주요 차별사유별 사례의 핵심 내용을 살피고, 각 항목의 소
결에서는 평가 및 인권위의 과제를 제시한다. 권고사례 187건 중 고용관계 성
립에서의 권고사례는 103건(55.1%), 고용관계 전개에서의 권고사례는 55건
(29.4%), 고용관계 종료에서의 권고사례는 29건(15.5%)이다.

Ⅱ. 고용관계의 성립

1. 개 관
인권위법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 같은 법 소정의 사유
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가 모집․채용에서의 차별을
인정하여 그 시정을 권고한 사례들을 차별사유별로 정리하면, 총 103건 중에서
나이 41건(39.8%), 장애 14건(13.6%), 학력․학벌 11건(10.7%), 병력 9건(8.7%),
성별 6건(5.8%), 혼인․임신출산․가족상황 3건(2.9%) 등의 순이다.

2. 나 이
모집․채용상의 나이차별 여부에 관한 인권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모집․채용 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증되기 위해서는, ① 업
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춰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자
가 해당 업무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
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업무상 불가피성) 혹은 ②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
르기까지 훈련시키는 데 소용되는 비용과 시간 또는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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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일정한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여 채용 시 최소한의 상한 연령이 요구되
는 경우(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기간 확보의 필요성), ③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
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의제공이 필요하며, 그 부담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업무수행 관련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과 같은 사정이 있어
야 한다.
차별시정 권고사례 대다수는 응시 내지 지원이 가능한 연령의 상한을 명시적
으로 제한한 경우다. ①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40세 제한(03진차119), ② 경찰
간부 후보생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30세 제한(05진차215, 06진차57․677), ③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각 32세, 35세 제한(05진차317,
06진차1, 06진차194, 06진차609), ④ 소방사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연령 30
세 제한(05진차959, 06진차53, 06진차696), ⑤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30세 제한(05진차486), ⑥ 항공사 여승무원 응시연령 23～25세 제한
(05진차662, 06진차468, 06진차472, 06진차502), ⑦ 신인 코미디언 모집 지원
연령 18～30세 제한(10진정105300), ⑧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 심사대상
자의 연령 각 40세, 35세 이하 제한(06진차292, 06진차357), ⑨ 행정인턴 모집
지원자격 연령 18～29세 제한(08진차1326), ⑩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연령 65세 제한(10진차72) 등이 그 예이다. 명시적인 나이제한은
없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접수를 거부하거나(09진차136209, 09진
차1362) 면접을 취소한 사례(10진정592900: 조사 중 해결), 인사담당자가 전화
상으로 나이를 묻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거절한 사례(09진차311: 조사 중
해결) 등이 있다.
한편 ① 영어회화 원어민 강사의 나이가 많다는 학부형들의 민원 제기를 이
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례(08진차501), ②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계
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제한한 사례(10진정235000), ③
국제행사의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에서 고령자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일정한 연
령 기준을 두어 고령자들에게 서류심사 시 불이익을 준 사례(05진차894), ④ 일
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0세 미만의 지원자에게 불리한 나이 평가 점수를
부여한 사례(07진차781), ⑤ 지방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에서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 연소자를 불합격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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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06진차59), ⑥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시험 시에 면접관들이 고령
관련 부정적 내지 편견의 발언을 행한 사례(07진차596) 등에서 차별로 인정되
었다.

3. 장애, 병력
장차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다.3)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제5호), “화면낭
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제6
호)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집․채용 관련 장애인차별시정 권고사례의 다수는 필기 또는 면접시험에
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던 경우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 작성이 어려운 자에게 시험시간, 시험지 크
기, 컴퓨터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적절한 편의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①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
험에서 시각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에게 OMR 확대답안
지 제공을 거부한 사례(06진차719), ② 교사임용시험에서 점자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연장해 준 시험시간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
을 치르는 데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본 사례(06진차431, 06진차441, 06진
차444, 06진차642, 06진차647) 등이 그러하다.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
의제공에 관하여 사전 안내와 신청절차를 고지하지 않아서 언어장애가 있는 응
시자가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던 사례(08진차1093)도 있다. 그 외에
신입사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가산점 부여대상자로 장애등급 5급
및 6급 장애인으로만 제한한 것은 장애등급별로 가산점 부여방식을 달리하는

3) 장차법은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 ADA를 입법 모델로 삼아 제정되었다. ADA상의 합
리적 편의제공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차별의 법리에 관해서는 조용만(2009a)을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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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특정 장애등급 장애인들에게는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초래
하게 된다고 본 사례(07진차681) 등이 있다.
한편 병력관련 차별시정 권고사례의 대다수는 면접시험까지는 합격하였으나
신체검사 결과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불합격 처리된 사례들이다(06진차142, 06진차324, 06진차392, 07진차528,
07진차965, 08진차639, 09진차1654).

4. 학력, 학벌
인권위는 응시원서에 학교명을 기재토록 하거나, 학력만을 채용의 응시자격
으로 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고(06진차161),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니더
라도 실무경력 및 자기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
도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 학력자로 제한함으로써 정규직 신입사원으로의 입
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들
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다(05진차333).
해당 사례로 ① 항공사가 국제선 승무원을 모집하면서 응시자격을 4년제 대
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 국제선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
다고 한 사례(07진차97, 07진차202), ② 경찰청이 순경 특별채용 응시자격 중
학력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응시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
다고 한 사례(07진차700), ③ 은행이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에 따라 채용 직급
을 구분한 것에 대해 전문대졸자나 고졸자는 은행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성
적이나 공인 어학 점수와 같은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5급 일반분야에는
응시할 수 없는 등 경력과 무관하게 ‘학력’이 중요한 응시 자격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사례(06진차788), ④ 중학교가 기간제 교원 채용 시에 1
차 서류전형 55점 중에서 ‘고등학교 점수’의 배점을 25점으로 하고서 비평준화
지역 및 실업계 고교 출신자의 고교 성적은 평준화 지역의 70%만 인정한 것에
대해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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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본 사례(09진차136) 등이 있다.

5. 성별, 혼인, 임신․출산, 가족상황
사용자가 여성의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적 대우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성별이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
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성질상 특정의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구분하여 성별이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 경우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기준이다(07진차56 참고).
또한 ‘진정직업자격’이란 특정의 성별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 상황에 있
어 해당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구되고 다른 수단이 존재하
는 않은 경우로서, 신뢰할 만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해당 업무의 수행과 특정의
성별 간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고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특정의 성별은 그 해당 업무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05진차430).4)
성별 관련 대표적 사례로, ①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남성만으로 그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여성을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게 모집․채용한 것에
대해, 강인한 신체적․체력적 조건은 소방 업무를 하려고 하는 남성과 여성 모
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
인 기준 설정 및 객관적인 측정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여성
들보다는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들이 많다는 현상만을 근거로 소방공무
원의 업무가 반드시 남성들만의 업무인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
원을 성별에 따라 구분 모집하는 것은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구분 모집 제도’는 그 구분 모집에 합리적 이
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고착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녀 구분 모집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여성 소방관의 채용 규모만을 다소 늘리는 방법도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별의 요소를 없애기 어렵다고 한 사례(05진차430), ② 간호장교
4) 진정직업자격에 관한 외국의 사례와 판단 기준은 김진․정형옥․김태선(200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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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군복무를 마친 후 간호사 채용공고 관련 문의를 한 남성에 대해 인사담당자
가 “업무특성상 여성만을 채용할 것이므로 남성의 이력서는 접수받지 않겠다”
고 하여 거절한 것에 대해,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 간호사보다 여성 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
해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남성 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
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를 할 때에는 여성 간호사에게 검사하도록 할 수
도 있으며,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 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남성이
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한 사례
(07진차654) 등이 있다.
혼인, 임신․출산, 가족상황 관련 사례로서, ① 부사관 응시자격을 미혼 여성
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의 성에게만 혼인 여부로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불합
리한 성차별이라고 한 사례(06진차399), ② 계약직 공무원(의사)으로 보건소에
약 12년 동안 근무하다가 계약 종료 및 출산을 앞두고 같은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 모집에 응시하였는데 면접에서 탈락된 사안에서, 출산을 앞둔 응시자를
채용하는 것이 산전후휴가의 부담 등 일정 기간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한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문제이
지 임산부 개인에게 임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만
약 임산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06진차618), ③ 2년간 계약직 초빙교수로 근무한 여성에 대해 그 배우자
(남편)가 같은 대학의 전임교수로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배제한 것은 가족
상황에 의한 차별이라고 본 사례(04진차244)가 있다.

6. 소 결
전술했듯이, 고용차별 진정사건 3,415건 중 모집․채용에서의 차별 진정사건
이 1,470건(43.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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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체 187건 중 103건(55.1%)을 차지한다. 권고사례 103건 중 가장 많은 것
은 나이차별 사례로 41건(39.8%)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고용차별이 노동시
장 진입 단계에서, 특히 나이를 이유로 하여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
케 한다. 나이는 성별, 인종 등 다른 차별사유와 달리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인적
특성이기에 누구나 잠재적 차별 대상자다(조용만, 2003). 현재 나이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2009년 3월 22일부로 연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명시적으로 나이 기준을 내세
우거나, 연령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별은 향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차별 의도가 은폐되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이차별(예를 들어 서류․면접 심사 등에서 연령별 배점이나 가중치를 달리하
여 심사하거나 형식상 나이와 무관한 평가 기준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나이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 등)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나이차별뿐만 아니라 다
른 차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가시적 차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정할 것인가가 과제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차별의 조사․판단 시에 연령
별․성별 등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예방적
차원에서는 능력 위주의 채용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채용 기준에
관한 모범사례를 발굴․홍보하며, 모집․채용 절차에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을 개발․확산할 필요가 있다.
모집․채용 시의 나이 제한의 ‘진정직업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판
단 기준 세 가지(업무상 불가피성,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기간 확보의 필요성,
업무수행 관련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가운데 ‘업무수행 관련 편의제공의 과
도한 부담’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적절한 배려조
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가 과도한 부담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
에서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을 진정직업자격으로 보는 것은 막연히 과도한 부
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고령자에 대한 모집․채용상의 나이차별이 합리화될
우려가 있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애차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의 문제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
어 왔다. 장애인 간에는 장애차별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인가?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증장애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한다면 그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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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5) 이와 관련
인권위가 특정 장애등급 해당 장애인에게만 필기시험 가산점을 부여한 것을 다
른 장애등급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차별로 본 사례(07진차681)는 장애
차별이 장애의 정도를 달리하는 장애인 간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
어서 유의미하다.
학력차별 사례의 경우,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과 무관하게 대졸자 이상으로
응시․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주로 문제되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최근 학력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졸자 채용 우대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우대정책 관련 역차별 논란이 발생
할 수 있다. 학력은 개인의 능력을 표상하는 객관적 지표의 하나라는 점에서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인적 특성인 인종, 성별 등과 다르다. 역차별의 문제 때
문에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
된다.6) 소수자 채용 우대정책의 목적(예 : 청년실업의 해소, 교육의 정상화 등)
이 타당하더라도 그 수단(예 : 할당제)이 평등한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정
당화될 수 없다.
성별분리 모집은 특정의 성이 진정직업자격이 아님에도 여성(우대) 채용인원
할당이라는 미명 아래 남녀 사이의 공정한 고용(내지 경쟁)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자 직업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예를 들어, 남성에게 적합한 직종 내지 여
성에게 적합한 직종이라는 인식)을 고착케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성별분리 모집
은 채용 이후의 임금, 승진, 정년 등에서 특히 여성 근로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이어질 수 있다(후술 사례 참고). 이런 점에서 성별 구분 모집제도를 성
차별로 판단한 사례(05진차430)는 매우 유의미하다.

5) 장애인 고용차별금지제도와 의무고용제도가 병존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두 제도 어느 것으로부터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두 장애인 그룹 사이의 제도적 형평성을 저해한다(조용만, 2007).
6)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법리에 관한 연구로 조용만(2006), 김복기(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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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용관계의 전개

1. 개 관
인권위법은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그 외의 금품 지급(이하 ‘임금 등’), 자
금 융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 같은 법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가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인정
하여 그 시정을 권고한 사례들을 차별사유별로 정리하면 총 55건 중에서 사회
적 신분 28건(50.9%), 나이 6건(10.9%), 성별 5건(9%) 등의 순이다.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 차별사유별 권고사례의 건수를 살펴보면 임금
등에서의 차별은 34건(61.8%), 배치에서의 차별은 10건(18.2%), 승진에서의 차
별은 8건(14.5%), 교육에서의 차별은 3건(5.5%)이다.

2. 임금 등
가.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임금 등에서의 차별이 인정된 사례 대다수는 비정
규직 차별이다. 구체적으로 ① 기간제 근로자(교사, 영양사, 강사, 일반직원 등)
에 대하여 임금․수당, 성과급, 호봉, 휴가, 퇴직금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대우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02진차64, 03진차46․75․85, 03진차111, 05진차757, 06
진차272, 06진차430, 06진차773, 08진차79․190․1032․09진차202․274, 09
진차430), ② 호봉책정 시에 정규직 경력만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
하지 않아서 차별로 인정된 사례(03진차6, 05진차881, 06진차310, 06진차507,
07진차908, 07진차1194), ③ 여승무원 업무를 외주․비정규직화하여 임금․상
여금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본 사례(06진차116, 06진차13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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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견근로자 관련 주요 사례로서 진정인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2년
간 운행제한 기동단속차량 운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인권위는
진정인이 공무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파견법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사용사업주 측이 진정인과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가 배정한 예산에
기초해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용사업주에게도 차별시정의 책
임이 있다고 보았다(09진차1013).

나. 성 별
① 진정인 등 9인이 전자회사에서 생산업무 담당 계약직 여성 근로자로 일할
당시 각 생산 라인에는 남녀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조립․검사․포장 등의 일을
수행했음에도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통상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낮은 기본급을 받았던 사안에서, 조립․검사․포장 등 각 생산단계에서
여성 또는 남성이 맡아야 할 업무가 따로 있지 않았고, 각 근로자에게 고유한
업무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 및 반품 정도, 결원 등 상황에 따라
성별 및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온 점, 검사가
완료된 제품을 공장 내 일정 장소에 쌓아두었다가 일정 분량이 되면 컨테이너
로 운반․적재하는 상차 작업은 일주일에 1～5회 불규칙하게 이루어졌으며 상
차 작업 시 남녀 근로자들이 함께 상차 장소를 오가며 물품을 적재했기에 남성
근로자들이 여성 근로자와 비교해 상차 업무만을 주로 전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근거해 위와 같은 기본급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한 성차별
이라고 본 사례(07진차232), ② 회사의 울산공장 5급 생산직 여성 근로자 8명은
5급 기능직 남성 근로자와 동일한 자격증․학력․기술 자격요건으로 입사했고,
근무형태가 조금씩 다르나 동일․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회사가 남성
근로자는 기능직 호봉으로, 여성 근로자는 생산직 호봉으로 구분해 임금을 지
급하는 사실상 남녀 분리 호봉제를 실시함으로써 여성 근로자들에게 남성 근로
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된 사안에서, 생산직과 기능직의
채용 자격요건은 기술․학력․자격증 등에서 동일하나 생산직에는 모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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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기능직에는 모두 남성만이 채용․배치됨으로써 생산직은 사실상 여성 전
용 직종으로 취급되었던 점, 임금에 있어 생산직 호봉표와 기능직 호봉표가 달
리 규정되어 있었고 생산직은 입사 시 초임 호봉이 기능직에 비해 낮으며 호봉
인상액도 기능직에 비해 적고 장기간 근속하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호봉 구간
이 기능직이 64구간인 데 반해 생산직은 35구간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이
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은 동일 유사한 근속연수의 기능직에 비해 기준임금에서
만 20～45%가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근거해,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기능직 근로자를 사실상 성별로 분리해 채용․배치하고, 여성 전용화
된 직종에 대해 낮은 호봉제를 적용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이라고
본 사례(07진차981) 등이 있다.

3. 배 치
가. 나 이
① 진정인들을 포함한 1950～1953년생 출생자들이 인사고과 평가에서 낮은
등급(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고 난 후 과장 보직에서 해임되어 사무직 업무와
무관한 기술직으로 전보된 사안에서, 인권위는 인사고과 평가 결과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낮
은 등급의 평가를 하였고, 그 평가를 근거로 보직을 박탈․전직케 한 것이라고
본 사례(06진차204), ② 의료원이 시행한 전보인사에서 진정인이 수간호사라고
불리는 간호단위관리자에서 평간호사로 발령받은 것에 대해, 1961년 이전 출생
자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아 진정인을 포함한 기존 간호단위관리
자 6인이 평간호사로 배치되었고 위 발령 이후에는 간호단위관리자 보직을 유
지하고 있는 자가 전무했던 반면에 1962년생부터 1965년생 중에는 간호단위관
리자 보직이 변경된 경우가 없고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아 새로 간호단위
관리자 보직을 부여받은 7인은 모두 1967년 이후 출생자였던 사정 등에 비추
어, 진정인을 평간호사로 배치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이라고 본 사
례(10진차15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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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 병력
① 진정인이 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치료를
위해 정기적 혈액투석을 위한 주 2회 병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청이 진정인
을 업무 부적격자로 선정․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진정인의 병가 사용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편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어려움
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 부적격자로 선정․대기발령한 것은 장애차별이라
고 한 사례(10진정173300), ② 항공사에 수습조종사로 입사한 진정인이 뇌경색
발병으로 휴직했다가 복직 후 항공기 조종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공사가 비행 근무시간의 조정이나 진정인과 동승하는 조종사의 운항조건을
고려해 항공 운항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항공 운항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항공 운항업무에서 전적으로 배제한 행위는 합
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09진차916) 등이 있다.

4. 승 진
가. 성 별
회사의 광주전남 지역에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
이 남녀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사안에서, 인권위는 같은 시기에 입사한
남녀 직원들의 직급을 비교한 결과 남자 직원 35명은 100% 모두 승진해 과장
11명(31.4%), 대리 21명(60%), 4급 3명으로 최하위 직급인 5급은 한 사람도 없
었던 반면에 여자 직원 43명 중 과장은 한 명도 없었으며 대리 1명(2.3%), 4급
으로 승진한 사람은 20명(46.5%)으로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22명
(51%)의 여직원들은 입사 이후 10～15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최하위 직급
인 5급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회사의 전국적 현상으로 전
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40%를 넘지만 대리 이상은 5%에도 미치지 않고 대
부분의 여성이 5급과 4급 등 하위 직급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승
진에서의 통계상의 극심한 남녀 불균형에 대한 회사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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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해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수립할 것과 양성
평등한 인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06진차42).

나. 장애, 병력
① 3급 뇌성마비 장애인인 진정인은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립대 도
서관에 근무하였는데 7급에 임용된 지 20년이 되도록 6급 승진에서 누락된 사
안에서, 도서관 사서직원 총 34명 중 6급은 11명으로 7급 임용 후 6급 승진 소
요연수는 각 6년 8개월부터 13년으로 평균 약 9년 반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7급
14명 중 진정인을 제외한 13명이 현 직급에 임용된 지는 4년에서 10년에 이르
는데 진정인만 7급에 임용된 지 20년이 되도록 승진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진정인은 장기간의 근무경력과 일․중서 정리 업무에 필요한 언어능력 등을 갖
추고 있었던 점, 2000년에는 진정인이 승진 후보자 1순위였는데도 참석한 승진
심사위원들이 도서관의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승진에서
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장애를 이유로 한 승진에서의 차별로 인정된 사례(04진
차53), ②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진정인이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는 이유로 역무
과장 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사안에서, 특정한 직무수행에 필
요한 건강상태와 신체적 기준 등의 자격요건을 설정할 경우에도 그러한 요건의
불비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히 지장을 받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현저한 지장을 받을지 여부도 개별 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의사
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야 하는데,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역무과
장 업무수행의 부적격자로 단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07진차195) 등이 있다.

5. 교 육
①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자격을 ‘선발 연도 말 현재 45세 이하’
의 자로 제한한 사안에서, 나이는 어학능력을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외국어 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로 판단되었다(05진차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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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체장애(척추) 5급인 장애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작업을 수행하다가 척추에 무리가 와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안에
서, 인권위는 사용자가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교육프로그
램을 진행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고,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을 권고하였다(09진차938).
③ 비정규직 상담원으로 8년째 근무하고 있던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
인교육을 수강하려 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할 수 없었던 사안
에서, 비정규직 상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도
수강하지 못하게 한 것은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되었
다(07진차460).

6. 소 결
고용관계의 전개(교육․배치․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 진정사건은 823건
(24.1%)으로 고용관계의 성립에서의 차별 진정사건 다음으로 그 비중이 크다.
고용관계의 전개에서의 차별시정 권고사례의 과반수(34건, 61.8%)는 ‘임금 등
에서의 차별’이고, 그 대다수는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것이다. 한편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노동위원
회 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제도화하고 있고, 그동안 노동위원회의 판정례
와 관련 판례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 판단의 기본 구조와 이론이 나름 확립된
상황이다. 인권위로서는 판정례와 관련 판례에서 참고할 부분을 받아들여 진정
사례의 해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7)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업무의 동
종․유사성 판단 기준(조용만, 2009b),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조용만, 2009c) 등이 그렇다.
인권위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시정의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도 있
다고 보았다(09진차1013).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실상 파견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
7) 노동위원회의 주요 판정 사례와 관련 판례는 중앙노동위원회(2009, 201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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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파견사업주의 상당수가 영세하여 임금차별
의 시정을 실현할 여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인권위의
입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평할 수 있다. 문제는 파견법상 임금의 결정․지급
의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는데, 입법적 개선 없이 해석론만
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차별 시정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관련해, 전술한 전자회사 계약직 여성
근로자 사례(07진차232)와 울산공장 5급 생산직 여성 근로자 사례(07진차981)
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기본급 내지 호봉의
책정에 따른 임금지급을 차별로 본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의 차별 여
부 판단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다.8)
임금 등에서의 차별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배치․승진에서의 차
별이다. 배치․승진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범주에 속한다. 법원의 판례에
서는 인사권 행사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재량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고용차별에 해당하는 인사권
의 행사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
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인사권 행사의 차별성을 판단할 것인가이다. 전술한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사례들을 보면 배치․승진 대상 근로자 집단 사이의 통계
적 불균형을 조사․확인하는 방식이 차별 판단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계적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차별을 추정
내지 확증할 수 있는지, 통계적 불균형의 정도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유의 합
리성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예 : 자의금지원칙 v. 비례원칙)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사견으로는 미국의 ‘4/5규칙’을 준용하여 차별 추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통계적 불균형의 정도에 비례한 합리성의 엄격 판단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본다.

8)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례로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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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용관계의 종료

1. 개 관
인권위법은 정년․퇴직․해고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 같은 법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가 정년․퇴직․해고에서
의 차별을 인정하여 그 시정을 권고한 사례들을 차별사유별로 정리하면 총 29
건 중 사회적 신분 9건(31%), 기타 사유 9건(31%), 나이 4건(13.8%) 등의 순이
다. 정년과 퇴직․해고로 양분하여 권고사례의 수를 보면 정년 19건(65.5%), 퇴
직․해고 10건(34.5%)이다.

2. 정 년
가. 직종․직급별 정년 차등
정년차별 시정 권고사례의 대부분은 직종․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을 사회적
신분 내지 기타 사유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인권위가 직급별 정년
차등을 차별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에 있는 직급
간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한 점, 특정 계급 이상이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
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
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은 점, 조직의 신진대사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09진차21910 등 참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적이고 강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정년제는 고용차별금지 및 자발적 퇴직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원칙 또한 고려하고 있다(06진차521 참고).
구체적 판단 이유를 보면, ①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한 주된 사유가
공무원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직종․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적으로 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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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경향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고려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해도 승진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모든 직원이 승진될 수는 없고, 정년 차등의 문제는 계속 남으
므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급별 정년에 차등을 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승진 기준이 되는 업무수행능력, 실적 등
은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것으로 족하고, 승진 당시 검증했다는
업무수행능력이 정년까지 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 등을 지니거나, 기능직이 다른 직종과 상이한 직무
수행능력을 요하는 것은 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 간에, 기능직과 다른 직종 간에
채용기준이나 처우가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상위 직급이 아닌 직원
들이나 기능직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더 빨리 종료되어야 하는 논거가 될 수 없
는 점, ⑤ 직급이 높은 직원의 정년을 길게 하는 것이 조직 운영과 경영효율화
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직급 간의 정년을 달리하는 것이 직원 간
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직급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 ⑥ 업무의 양과 질, 난이도
와 책임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의 채용기준, 급여수준이나 복지혜택 등의 처
우를 달리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바로 정년이 달리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으
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정년 차등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하였다(08진차993, 09진차414, 09진차698, 09진차1636, 10진정114200, 10
진정148600 등 참고).
직종․직급별 정년 차등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본 사안으로, ① 공단이
2급 이상 직원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각각 60세와 57세로 정했던 사례(06
진차521, 06진차628, 09진차698, 10진정114200), ② 공사가 일반 직원의 정년
58세, 간부급 직원의 정년 59세에 비해 청원경찰의 정년은 55세로 정했던 사례
(10진정76700), ③ 공사가 일반 직원의 정년 58세와 달리 별정직의 경우 56세
로 정했던 사례(10진차19), ④ 건설협회가 직원의 정년을 1급 58세, 2급 55세,
3급 이하의 직원과 기능직 50세로 달리 정했던 사례(10진정148600), ⑤ 공제조
합이 정년을 1급 직원은 58세, 그 외 직원은 55세로 정했던 사례(09진차219),
⑥ 연구원이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 61세,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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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로 정했던 사례(09진차852), ⑦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55세,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
의 근무 상한연령은 57세로 정했던 사례(04진차97) 등이 있다.

나. 나 이
정년의 설정을 연령차별의 예외로 규정한 연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나이를
이유로 한 정년차별을 인정한 대표적 예로, 컨트리클럽이 자율수칙이라는 명목
으로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하고, 신체조건과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그
연령에 이른 경기보조원을 자동 퇴사토록 한 것에 대해, 경기보조원이 42세가
되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개인별로
그와 같은 업무수행능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하여
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만약 경기보조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일정한 체
력과 능력이 요구된다면 그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평가절차를 두는 것이 합리
적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 없이 42세가 된 경기보조원을 일률적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고 본 사례(05진차536)가 있다,

다. 성 별
성별 정년차별 인정 사례로, 진정인들은 특수직 도우미로 채용되어 근무했는
데 다른 특수직의 정년은 57세인 데 반해 전원이 여성인 도우미의 정년은 30세
였던 것에 대해, 도우미의 주 업무는 전시관 안내와 매표 등인데 이러한 업무가
본질적으로 남성 또는 30세 이상의 여성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특정
성 및 연령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아니며, 피진정인은 도우미들의 퇴직 이후
성별 및 연령에 상관없이 정규 직원들을 순환시키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어 도우미 업무와 성별․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
진정인에게 진정인들의 정년을 다른 특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위로금
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사례(09진차736․102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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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해고
가. 장 애
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발병한 대뇌출혈로 인해 좌반신불수 상태의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약 1년간 휴직을 한 후 복직하였으나 장애 때문에 업무를 감당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된 사안에서, 인권위는 공단이 진정인이 잔존 노
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찾아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진정
인의 장애와 업무수행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타 직원으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아서 직권면직을 한 것은 장애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08진차945).
유사 사례로 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인해 사지
일부가 마비되어 산재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년간의 휴가를 거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당한
사안에서, 인권위는 공사가 진정인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장
애와 업무수행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진정인이 산재보험
법에 따른 2급 5호의 장애급호를 받아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권
면직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장애차별에 해당하고, 또한
공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의거 진정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09진차490).

나. 사회적 신분
고등학교 소속 비정규직 조리보조원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6
년간 계속 근무하여 왔으나 50세에 이르자 비정규직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인권위는 50세가 넘으면 육체적 능력이 감
퇴되어 조리보조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다수
의 학교에서 조리보조원 정년을 57세 또는 58세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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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라도 50세 이상이 되면 육체적 능력이 부족하여 조리보조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50세 정년규정을 들어 해고한 것
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보았다(06진차231).

다. 혼인, 임신․출산
① 방송사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에 결혼을 앞두고 계약직
에서 전속 프리랜서로 전환된 사안에서, 인권위는 방송사 내 남성 계약직 16명
중 기혼자가 12명이지만 여성 계약직은 기혼자가 없는 내부 고용현황, 결혼하
면 퇴사하는 관행이 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이 자신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였다기보다는 방송사에 존재하는 결혼퇴
직 관행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행은 여성에 한
하여 결혼을 이유로 고용의 기회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성차별
이라고 본 사례(06진차481), ② 새마을금고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약 2
년 6개월간 총 5회의 재계약을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오다가 결혼 후
임신 7～8개월째에 사용자가 진정인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만기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인권위는 진정인은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
한 이래 재계약 거부통보를 받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중단 없이
체결해 왔으며, 사용자도 진정인의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의 업무처리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이 결혼한 해의 2월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진정인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계약직 남자 사원은 정규직 일반 사원으로 임용된 반면 진
정인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전환임용 부결 사
유인 ‘품위유지 관련 사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정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보낸 같은 해 6월경에 진정인이 임신
7～8개월의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진정인의 결혼과 임신이라는 사유가 일반
직 전환과 재계약 체결 여부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07진차797)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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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인권위는 직종․직급별 차등정년제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 내지 기타 사유에
근거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아서 그 시정을 권고하여 왔다. 그런데 대법
원은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다른 동
종 회사의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참고). 인권
위의 판단 기준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 간에 괴리가 있다. 인권위의 판단이 차별
시정의 관점에서 보다 타당하더라도 이러한 괴리는 직종․직급별 차등정년제
의 시정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을 낮추게 하는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직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직업자격과 업무수행능력,
일의 내용과 강도, 근로조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등정
년제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위와 같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운 같은 직종 내지 업무에서의 직책․직급별 차등정년제는 인권위
의 판단처럼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위의
입장이 대법원의 입장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여성 도우미 정년차별 사례(09진차736․1022)에서 나타나듯이, 차등정
년제는 여성 전용 직종에 대한 성차별을 은폐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조리보조원 퇴직차별 사례(06진차231)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
직과 비정규직 간 차등정년제는 비정규직 근로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합리
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차등정년제가 다른 차별을 은
폐하거나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차등정년제의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골프장 사업주 사이의 관계는 근로계약관계
가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참고),
산재보험법은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지만 보호 필요성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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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
례를 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125조).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 당사자
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피진정인이 고용과 관련
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차별을 행하였다면 그러한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한 것은 나
이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05진차536). 이후 정년을 연령차별의 예외로 둔 연
차법의 시행으로 이러한 판단의 의의가 상당히 퇴색한 면이 있지만, 고용차별금
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볼 때 인권위가 실질적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차별구제의 대상이 되는 고용관계를 보다 넓게 파악한 것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근무 중 사고나 질병에 기인하는 장애가 발생하여 결국 업무수행능력의 부재
나 저하를 이유로 퇴직처리하는 예가 적지 않다. 장차법(제4조 제1항 제3호, 제
11조)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불이행을 장애
인차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퇴직처리는 장차법 위반 여부와 직
결되는 문제다. 이 점을 확인케 하는 사례가 공사 직권면직 장애인차별 사례(09
진차490)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장차법상 차별 예외사
유(제4조 제3항 제1호)로 규정된 ‘과도한 부담’ 내지 ‘현저히 곤란한 사정’ 해
당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견으로는, ‘과도한
부담’ 여부는 재정적 측면에서 편의제공의 순수 비용과 사용자의 재정능력(사
업의 규모와 재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경영적 측면
에서 편의제공이 사업의 운영이나 다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저해를 초
래하는 경우로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하는 퇴직은 고평법(제11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이 형사벌칙을 통해 금지하고 있음에도 유무형적 압력
수단을 통한 결혼퇴직 내지 임신․출산퇴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방송사 계약직 아나운서 혼인차별 사례(06진차481)와 새
마을금고 계약직 직원 혼인․임신차별 사례(07진차797)는 동일 계약직 남녀의
재직 및 퇴직 현황의 비교, 퇴직과 혼인 내지 임신의 상관관계, 혼인이나 임신
전까지의 업무수행능력과 태도 등 차별 판단의 방법에 있어서 매우 시사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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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인권위에 제기된 고용차별 진정사건은 고용관계의 성립(모집․채용), 전개
(교육, 배치․승진, 임금 등), 종료(정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국면과 관
련된 사건이었고, 그 중에서 특히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진정사건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고용차별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차별시정의 권고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적 고용관행의 개선에
이바지하여 왔다. 또한 인권위는 고용차별금지 이론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척박한 상황에서 출발하였지만 나름의 판단 기준을 축적하여 오면서 법리의 발
전에도 공헌하였다.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187건의 권고사례는 인권위의
고용차별 시정 1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역사에는 성과뿐만 아니라
한계도 있다.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는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지를 고용관계의 성립, 전개, 종료로 구분하여 주요 차별사유
별로 검토하였다.
고용차별의 시정을 위하여 지난 10년 동안 인권위가 걸어온 역사는 앞으로
인권위가 열어갈 새로운 역사의 토대이자 출발점이다. 고용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규제가 미흡하였던 과거에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이 현저했다. 그
러나 고용평등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일정 정도 정비된 상황에서 향후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은 감소하는 반면에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비가시
적인 차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고용차별의 양상이 변하면 차별
의 판단과 시정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인권위의 역할과 책임
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인권위는 지난 1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였다. 새로운 역사의 장에서 고용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선언적

9) 법원은 결혼퇴직 관행의 존부에 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은 2001. 12. 27. 선고 2000두7797 판결에서 결혼 후 계속 근무한 여성이 정식 직원으
로 근무한 사례가 없는 점, 재직 여성 근로자 전원이 미혼인 점 등과 같은 간접증거만으
로는 결혼퇴직의 관행에 대한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구미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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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이 아닌 구체적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를 기
대하며, 아울러 이 글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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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Case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Remedy of the NHRCK
Yongman Ch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ddressed matters
regarding the investigation and the remedy in the case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for the past ten year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ases
that the Commission decided to recommend the performance of remedial
measures to the respondent.
The analysis of the cases shows that the Commission has been contributing
to remove the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s, and to make it possible
for an applicants or an employee to enjoy an equal opportunity in all aspects
of employment. The research, however, suggests that the Commission should
make a greater effort to find a solution to new type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expected to increase.
Keyword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employment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remedy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제도 효과성 평가(박성재ㆍ김화순)

노
1)

동 정 책 연 구

2012. 제12권 제1호 pp.115~140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115

연 구 논 문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제도
효과성 평가

박 성 재*
김 화 순**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보조금제도
활용 정도가 높지 않았지만, 고용지원금은 취업에, 취업장려금은 근속기간
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장려금 수급 후 가
진 일자리를 분석해 보면 취업촉진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한 일자
리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안정성 또한 낮기 때문에 고용
보조금이 갖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
민의 취업능력이 제고되어야 지원제도가 당초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전략의 기본 방향은 취업우선이 아닌 인적
자원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핵심 용어 :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 취업능력, 사회통합

Ⅰ. 문제 제기

각국은 만성적인 실업에 대처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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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채용장려금제도는 일자리창출정책의 핵심 제
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높은 사중손실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
합과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국
은 채용장려금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반세기 이상 다른
체제하에서 생활하다가 남한에 입국한 이주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동이주
민들은 이전 사회에서 형성한 경험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력
단절 현상을 경험하는데 북한이탈주민 역시 남한사회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착 초기에 이들에게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보호정
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10여 명 미만에 그쳤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을 거치면서 크게 증가하였
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입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07년 2월 총
입국자가 1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1년 말 현재는 2만 3,1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규모 증가와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
되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다양
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 비해 고용률은 낮고 실업
률은 훨씬 높으며, 취업자의 고용의 질 또한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고
용지원금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05년에는 정착금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전환
하여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취업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
만 이들 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창출 및 경력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동 제도가 도입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채용장려금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제도가 당초의 목적을 달
성하고 있는지, 효과가 낮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용대비 효과성을 최
대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가 북한이
탈주민의 고용창출 차원에서 고용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
이 있다. 이하에서는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의 제도 개요 및 기존연구 평가
를 살펴본 후 통일부 및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해당 제도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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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용유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Ⅱ.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제도 개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적․
교육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
는 정착지원제도는 <표 1>과 같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한 보
호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이다.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일정 한도 내에
서 임금을 보조하는 제도다. 취업보호 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
대상자)이 대상이며, 취업보호는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2년(24회)이다. 다만 취
<표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항목
정착금

주거

취업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600만 원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 2,440만 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 원

주택알선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 원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약 30만 원 지급(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급여의 2분의 1(70만 원 한도)을 최대 3년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5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기타
사회복지

교육

내용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1인 세대 월 약 42만 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 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 지원

중ㆍ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

-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

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자료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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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26
274
240
218
323
378
564
888
업체수
고용 인원
251
296
310
269
446
497
728 1,111
지급액 1,000 1,130 1,094
945 1,426 1,402 2,240 3,495
금액
6
122
891
취업
인원
3
28
196

2009
1,151
1,489
6,406
2,969
646

2010
1,419
1,963
9,732
6,685
1,325

자료 : 통일부(2010);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

업보호 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와 노령자 또는 장
애인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취업보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2007년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
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50만∼7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2분의 1을 최대 3년
까지 지원한다(1년까지는 50만 원 한도, 1년 후부터는 70만 원 한도). 최초 취
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한 경우 기존에는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1년 연장 불가, 6개월 지원 단축하였으나 2011년 법 개정
을 통해 자의로 퇴직하였으나 3개월 내 재취업하여 계속근무 시에는 동일 사업
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지원금 활용 추이
를 보면 2004년까지는 300명 미만만 활용하다가 2005년 이후 활용자가 큰 폭
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1,110개 업체에서 1,963명이 활용하였다.
취업장려금은 장기근속을 통한 경력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거
주지보호 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지급된다. 당초에는 취업기간이 1년을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었
으나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해 6개월 경과 후에도 신청이 가능케 하였다2). 또
한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 후 3개
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
우, 육아 또는 질병(산업재해 포함)으로 휴직 후 복직한 경우도 고용이 연속된
2) 2011년 관련규정을 개정해 희망자에 한해 6개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는 초기 취업 시 브로커 비용 등 현금수요가 존재함을 감안하여 희망자에 한해 1년차 취
업장려금 550만 원을 6개월차(250만 원) 2회로 지급(500만 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인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의
경우도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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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되어 취업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취업장려금 역시 근로유인정책의 일환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급인원 및 지급
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3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
쳤으나 2010년 1,325명에게 66억 8,500만 원이 지급되어 수혜인원은 441배, 지
원금은 1,113배가 증가하여 다른 취업인센티브제도(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추가장려금)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높다.
통일부(2010)는 고용지원금은 기업체,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제
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노경란․전연숙(2009)
또한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양축이 균형을 이루어 돌아갈 때 그 효과가 증
대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고용지원금 활용자 수가 증가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고용지원금
활용 직종을 보면 단순기능직 비율이 높아(김화순, 2010a)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고용보조금제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고용보조금은 근로자의 고용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이들 근로자에 대한 수요
를 촉진시키고 취업률과 소득을 높이려는 제도다. 고용보조금제도는 사업주 지
원방식과 근로자 지원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보조 혹은 세
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근로자 지원방식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
롯한 일부 OECD 국가들이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
접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
득보전지원금은 고용 문제가 노동수요 부족이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높은 유보
임금(reservation wage)에서 기인한 경우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금재호 외, 2002).
고용보조금 효과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달려 있다. 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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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원금은 노동수요를, 취업장려금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고용을 촉
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고용지원금 효과는 행정비용, 낙인효과, 프로
그램 인지도 등과 같은 제도 설계와 관련된 요인들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Katz, 1998). OECD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다양한 고용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OECD(1998)의 프로그램 평가에 따르면 거의 모든 임금보조금제
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사중손실과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순 고용효과가 낮았
다(장지연․김정우, 2002; 금재호 외, 2002). 주요국의 채용보조금 효과를 분석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채용장려금의 경제
적 손실 규모는 60～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중손실 및 대체효과로
인하여 보조금의 고용효과는 단기적이었고, 근로소득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거
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이었다(김용성, 2011).
고용보조금에 사중손실, 대체효과 및 전치효과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자 각국
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보조금 지급 후에도 일정기
간 동안 고용지속 조건을 부과하거나,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등의 요건을 강화
하고 있다. 외국의 임금보조 효과를 보면 채용장려금만 제공하였을 경우 경제
적 손실이 보조금액의 약 80%에 이르렀으나 채용장려금과 직업훈련을 연계시
킨 영국의 TEGS Ⅱ(훈련 및 채용장려금)와 미국의 JTPA(직업훈련협력법)의
경우 사중손실이 약 20%로 나타나 사중손실의 규모가 현저히 낮아졌다(김용
성, 2011). 특히 보조금제도를 훈련과 연계시킬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Fay, 1996; Katz, 1998). 따라서 고용보조금은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가 이루어질 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의 연구 또한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주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안정사업 효과를 분석한 김동헌․박의경(2000)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중손실이 약 81.5%이고 순 고용효과는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재호 외(2002)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중손실이 67.9%
로 추정되었다. 장지연․김정우(2002)의 연구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보조금이 없었더라도 그 정도의 고령자를 채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업체가
92.3%,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고령자 대신 젊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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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18.7%로 나타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후의
연구도 대부분의 사업에서 사중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
원, 2007; 유길상, 2008).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취업지원제도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전무하
다. 기존연구는 대부분 실태조사와 면접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도의 이용 여부
및 취업에의 도움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평
가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고용지원금의 효과성에 대한 성과평가
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관련 선행연구를 볼 때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고용지원금 또한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경란 외(2008)는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 여성(243명)
과 고용지원금을 활용한 기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고용지
원금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고용지원금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95.1%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 고용지원금을 활용한 사업주들 역시 직원으로 채용한 북한이탈주민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높다고 답하는 등 고용주의 72.3%가 북한이탈주민 고용만
족도가 높았으며, 94.9%는 고용지원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이 결과는 남한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회
적응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편의(bias)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한 일자리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단
순노무직으로 고용지원금이 없더라도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점(이
성재, 2003),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항시적으로 인력교체 및 인력
부족 상황에 놓여 있고, 인력충원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김화순, 2010b)을 감안하면 고용지원금 효과의 과대추정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고용지원금을 활용하여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의 근속
기간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입국 후 1～2년 이내에 고용지원금을 활
용해 취업하나 평균 근속기간 8개월 만에 이직을 단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길상 외, 2007). 이러한 연구에 비춰볼 때 현재 고용지원금제도는 당초의 목적
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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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활용실적 추이를 통해서도 제도가 갖는 한계를 추정할 수 있다.
고용지원금 활용률이 미미한 것은 단순히 제도 홍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
도적 한계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들이 고용지원
금 혜택을 받을 경우 소득 노출로 기초생계비 수급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
에 북한이탈주민들은 고용지원금제도 참여를 주저한다고 밝히고 있다. 취업장
려금을 받기 위해 기초생계비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74.0%만이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 그 증거다(노경란 외, 2008). 이처럼 고용지원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에 제도 활용
도가 낮았던 것이다(이성재, 2003). 2008년 이후 고용지원금 실적 급증은 2005
년 도입된 취업장려금제도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
하다. 취업지원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존재하
는지, 효과가 있다면 어느 수준인지, 북한이탈주민 구성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취업장려금은 2005년 제도가 신설되어 2006년 첫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다.
취업장려금 역시 초기에는 제도 활용자가 많지 않았다. 지급 실적이 낮은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능력 부족으로 취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취업한 경우라
도 고용여건이 열악한 일용직 및 임시직 비율이 높다는 특징과 관련된다. 이는
결국 장기근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취업장려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착지원금제도 변경이 오히려 기본적인 생계보장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고 취업기간을 6～9개월로
완화하고, 취업장려금 신청조건인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2008. 10).
하지만 2008년부터 취업장려금 수급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에 수급자 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
적 안전망에 안주하지 않고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취업장려
금을 각각(1․2․3년차) 100만 원씩 상향 조정한 것이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2005년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착장려금제도를 평가한 김선화
(2011)에 따르면 취업장려금 수급자가 28.4%로 나타나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비
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취업장려금 수급은 취업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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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하지만 이는 현재 취업장려금을 수급하는 자가 표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계수의 과대추정 가능성이 높다. 취업장려금 수급 종료
후 가진 일자리의 질과 경력형성을 살펴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Ⅳ.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 효과성 평가

이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중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활용
실태 및 성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2010년 8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413명), 2011년 8월 통
일부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수급자 DB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2010년 11
월 제공한 고용이력 DB이 그것이다. 이화여대 실태조사 자료는 서울지역에 거
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
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조사다. 정
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입국 연도, 성, 연령 변수를 기
준으로 할당표집하였으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413명
이 조사대상이다. 장려금 수급자 DB는 이화여대 실태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
주민 413명 중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정된
수급 내용이다. 고용이력 DB는 역시 413명 중 고용보험 DB에서 취업경험이 있
는 것으로 밝혀진 자들의 고용이력 DB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수급실태를 살
펴보고 이어서 고용보험이력 DB와 연결해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수급이
근속기간 및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활용실태
이화여대 실태조사 자료에 통일부가 제공한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수급
자 DB를 연결한 자료를 이용해 제도 수급실태를 보면 고용지원금 88건, 취업장
려금 18건이다. 인별 기준으로 보면 고용지원금은 63명이 지원받았으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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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까지 지원받았다. 취업장려금은 17명이 지원받았으며 최대 2회까지 지원받
은 자가 1명이다. 이 중 11건은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을 모두 지원받은 경
우다. 이는 전체 413명 중 고용지원금 수급경험자는 63명(10.2%), 채용장려금
은 17명(2.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인적특성별로 보조금제도 활용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양 제도의 수급실태를 보면 먼저 <표 3>은 고용지원금 지원실태로 남성에
비해 여성, 연령은 40대의 수급 비율이 높다. 북한 학력은 고등중 졸업자가 전
체 지원자의 63.6%에 이르며, 입국년 기준으로는 2005년 이전과 이후 자가 대
<표 3>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 개월, 회, 만 원)

수급자

성별

연령

북한
학력
혼인
상태
입국
년
정착
기간

남성
여성
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
고등중 이하
고등중 졸업
전문학교 이상
미혼
기혼
기타
2000～2004
2005～2009
3년 미만
3～5년
5～7년
7～9년
9년 이상
전체

인원

비율

32
56
14
26
41
7
5
56
27
32
48
8
37
51
3
36
14
17
18
88

36.4
63.6
15.9
29.5
46.6
8.0
5.7
63.6
30.7
36.4
54.5
9.1
42.0
58.0
3.4
40.9
15.9
19.3
20.5
100.0

신청소요기간
입국 취업 총지급
시점 시점
액
42.7
1.9 459.5
29.6
2.1 392.8
21.9
1.9 356.4
38.9
1.7 477.8
34.8
2.2 419.7
39.4
2.1 297.6
23.4
2.4 390.0
36.5
2.0 435.0
31.7
2.0 385.0
29.0
2.0 457.7
39.5
1.9 426.4
24.9
2.6 198.8
48.7
2.0 413.6
23.9
2.0 419.6
8.7
1.0 466.7
21.9
1.9 391.2
33.4
2.2 521.1
46.4
2.1 347.1
52.6
2.1 445.7
34.3
2.0 417.1

지급액
지급 지급
횟수 기간
8.8
8.1
7.6
7.0
7.1
5.3
9.2
8.8
7.9
7.4
6.3
6.1
7.8
5.8
8.3
6.8
7.6
9.0
8.7
8.1
8.3
7.5
4.0
4.0
8.0
8.1
8.1
6.9
9.3
1.0
7.6
7.3
9.6
7.9
7.1
6.6
8.4
9.0
8.0
7.4

지급
액
52.5
51.5
49.9
52.2
52.9
47.4
50.0
52.5
51.0
52.7
51.6
49.7
51.7
52.1
50.0
51.8
54.0
48.8
53.1
51.9

주 : 정착 기간은 2011년 7월 말 기준임.
자료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2010),「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수급자-이화여대 실태조
사 연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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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취업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 개월, 회, 만 원)

성별

연령
북한
학력
혼인
상태
입국
년
정착
기간

수급자
인원 비율
남성
7 38.9
여성
11 61.1
30세 미만
2 11.1
30대
9 50.0
40대
7 38.9
고등중 졸업
12 66.7
전문학교 이상 6 33.3
미혼
9 50.0
기혼
9 50.0

신청소요기간
입국 취업
37.4 13.3
33.6 13.2
33.5 14.0
33.9 14.1
37.1 11.9
35.4 12.6
34.5 14.5
32.6 12.6
37.7 13.9

1차 장려금
평균 인원
514.3
7
459.1 11
450.0
2
488.9
9
478.6
7
475.0 12
491.7
6
488.9
9
472.2
9

2차 장려금
평균 인원
600.0 1
562.5 4
0
550.0 3
600.0 2
562.5 4
600.0 1
583.3 3
550.0 2

3차 장려금
평균 인원
0
650.0 1
0
650.0 1
0
650.0 1
0
0
650.0 1

2005～2009

18 100.0 35.1

13.2 480.6

18

570.0

5

650.0

1

3～5년
5～7년
전체

12 66.7 32.7
6 33.3 40.0
18 100.0 35.1

12.5 487.5
14.7 466.7
13.2 480.6

12
6
18

587.5
500.0
570.0

4
1
5

650.0
650.0

0
1
1

주․자료 : 앞의 <표 3>과 동일.

략 4 대 6 수준이다. 정착 기간으로는 3년 미만자는 3.4%에 불과하고 3～5년인
자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 고용지원금 수급 시점을 보면 입국 시점 기준으로는
34.3개월 후, 사업장 입사 기준으로는 2.0개월로 나타나 대부분 입사 후 곧장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고용지원금 지급 상황을 보면 평균 지급 횟수는
8.0회이며, 지급 시작일부터 지급 종료일까지의 총 지급기간은 평균 7.4개월, 1
회당 평균 지급액은 51.9만 원, 총 지급액은 평균 417.1만 원이다.
취업장려금은 1회 수급자 18명, 2회 수급자 5명, 3회 수급자 1명에 불과해
짧은 근속으로 장려금 수급률이 매우 낮았다. 취업장려금 수급자 특성을 보면
고용지원금과 유사하게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은 40대, 북한 학력은 고등중 졸
업자, 체류기간 3～5년인 자의 비율이 높다. 취업장려금 첫 지급 시점은 입국
시점 기준으로는 35.1개월, 취업 시점으로는 13.2개월이며, 평균 수급액은 1차
480.6만 원, 2차는 570.0만 원, 3차는 650만 원이다. 이를 통해 취업장려금 수급
자도 대부분 1차 장려금 수급 후 이직하여 2～3차 장려금을 수급한 자는 소수
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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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의 취업효과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의 고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지원금 및 취업
장려금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고용보험 DB에는
266개,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DB에서는 95개 일자리가 식별되었는데 이
정보를 개인 및 사업장 단위로 연결한 결과 모두 277개 일자리 정보가 생성되
었다. 인별 기준으로는 141명이며, 평균 일자리 수 1.86개, 최대 8개까지 일자
리 경력이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 일자리
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협회 및 단체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31.4%에 이르는 등 72.9%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하
였다. 일자리를 고용지원금과 장려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고용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받은 일자리는 제조업, 도소매업, 협회 및 단체가 전체
사업장의 55%에 이르러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고용지원금이나 취업장려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용
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DB와 2010년 이화여대 실태조사를 연결해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형에서 종속변수인 ‘취업하였음’을 기준 범주로 삼을 때 로

 


짓 모형은 log  log  이 된다.  은 취업,  은 미취업을 의미하며 이 연



구에서 이항 로짓분석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모델은 아래의 함수로 표현할 수
π

( )

j
있다. log
α β
π j = j + jX

j=1,...,j-1

여기서 α j는 상수항의 모수(parameter)이며, βj는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
이다. 취업 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
연령, 혼인상태, 재북 시 학력 및 직업경력, 남한에서의 교육참여 여부, 제3국
체류기간, 조사 시점 현재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 직업훈련 참여 여부, 자격증
취득 여부 그리고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수급 여부를 투입하였다.
아래의 <표 5>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취업해 있을 확률이
2.6배 높고, 연령이나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재북 학력을 보면
고등중 이하자에 비해 전문대 이상자의 취업확률이 높았고, 재북 직업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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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장마당에 참여한 경우 취업확률이 높다. 이는
북한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이 일정부분 취업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특이하
게도 직장경력보다 장마당 경험이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장마당 참여자의 경우 생계 혹은 소득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집단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가 남한에서도 경제활동
참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5>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의 취업효과

성 남자
연령 30 대
연령 40 대
연령 50 세 이상
혼인 미혼
학력 고등중 졸
학력 전문대 이상
직업 직장만 다님
직업 직장+ 장마당
직업 장마당만
제3 국 체류기간
정착기간 3 ～5 년
정착기간 5 ～7 년
정착기간 7 년 이상
남한 교육 받음
기초생계비 수급
직업훈련 받음
자격증 취득
고용지원금 수급
채용장려금 수급
상수
-2 Loglikelihood
2
Cox & Snell R
사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0.986 0.244 *** 0.763 0.313 *
0.789 0.317 *
0.888 0.254 ***
0.493 0.357
0.441 0.469
0.456 0.474
0.507 0.379
0.213 0.389
0.224 0.511
0.249 0.514
0.199 0.410
-0.218 0.471
-0.304 0.632
-0.186 0.638
-0.275 0.501
-0.190 0.255
-0.208 0.333
-0.249 0.338
-0.137 0.264
0.500 0.438
0.760 0.551
0.773 0.562
0.639 0.455
1.020 0.490 *
1.537 0.636 *
1.497 0.649 *
1.232 0.514 *
0.564 0.355
0.502 0.448
0.492 0.451
0.685 0.372 †
0.859 0.370 *
0.622 0.465
0.611 0.465
0.917 0.386 *
1.350 0.447 **
1.107 0.559 *
0.950 0.560 †
1.377 0.471 **
0.001 0.003
-0.002 0.004
-0.002 0.004
0.000 0.003
0.108 0.418
0.090 0.426
0.627 0.325 †
0.003 0.434
-0.106 0.442
0.312 0.345
-0.539 0.448
-0.617 0.454
0.663 0.341 †
-0.332 2.010
-0.609 2.359
-0.970 1.572
-3.173 0.316 *** -3.223 0.322 ***
-0.501 0.436
-0.532 0.438
-0.674 0.359 †
0.415 0.450
0.416 0.453
0.237 0.370
0.853 0.488 †
0.910 0.397 *
0.943 0.892
-0.036 0.726
-2.312 0.476 *** -0.560 0.661
-0.572 0.676
-2.713 0.542 ***
487.277
335.317
328.968
469.579
0.107
0.382
0.391
0.145
413
413
413
413

주 : ***, **, *, †는 각각 0.001, 0.01, 0.05,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2010),「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수급자-이화여대 실태조
사 연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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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에서는 한국사회 정착 기간과 정부지원제도 그리고 남한의 교육참여
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 기초생계비 지급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착 기간이 증가할수록 해당 사회에의 통합 정도가 높아진
다고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기초생계비 지급 여부가 경제활동참
여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업훈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지만 부(-)의 효과를 보였다.
모형 3은 추가로 고용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지급이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것으
로서 고용지원금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지원금이 노동시장 이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
로 모형 4는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를 제외한 결과로서 정착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착 기간 3년 미만자에 비해 3～5년과
7년 이상자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직업훈련은 취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훈련을
생계급여 지급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기존연구 결과를 확인해 주는
증거로 보인다.

3. 고용지원금과 채용장려금의 근속효과
앞에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9.5개월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을 통한 숙련을 형성하기에 짧은
편이다. 일자리 유형별로 근속기간을 비교하면 취업장려금을 수급한 일자리의
경우 근속기간이 가장 길지만 고용지원금 수급자는 정부지원 장려금이 없는 일
자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여부를 보면 고용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수급한 일자리에 취업한 자는 분석 시점에 모두 일자리를 퇴사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료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고용지원금이나 취업장려금을 수급한 자들이 해당 지원금이나 장려
금을 최종 수급한 후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후 이직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3.14개월에 불과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나 고용주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끊기면 곧장 이직하거나 고용조정을 단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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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고용지원금이나 취업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일자리에
서 이직한 자는 비자발적 이직이 23.1%에 불과하나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한 사
업장은 비자발적 사유가 50% 수준에 이른다. 이직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장 취업자의 경우 폐업․도산․공사 중단이나 계
약기간 만료 그리고 기타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열악
<표 6> 일자리 유형별 평균 근속 및 이직, 수급 종류 후 근속기간
(단위 : 개, 개월, %)

지원금+장려금
지원금
장려금
없음
전체

전체

이직

평균
근속

11
77
7
182
277

11
77
7
108
203

20.5
9.57
12.4
8.76
9.54

3월
미만
0.0
18.2
14.3
56.5
27.4

3～
6개월
0.0
20.8
0.0
50.9
25.6

근속기간
6 ～ 12～
12월 24월
9.1
54.5
32.5 19.5
14.3 71.4
22.2 19.4
18.4 17.0

24～
36월
27.3
7.8
0.0
12.0
7.9

수급 후
3년
근속기간
이상
9.1
1.64
1.3
3.40
0.0
2.57
7.4
3.6
3.14

자료 :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수급자-고용보험DB-이화여대 실태조사 연결 자료.

<표 7> 일자리 유형별 이직사유
(단위 : 명, %)

정부지원 유사업장
지원금+
지원금 장려금 소계
장려금
자발적
54.5
57.1
57.1
56.8
이직
비자발적
45.5
40.3
42.9
41.1
사유1
기타
0.0
2.6
0.0
2.1
전직자영업
9.1
5.2
14.3
6.3
결혼출산 등 가사사정
9.1
2.6
0.0
3.2
질병부상 등
0.0
3.9
0.0
3.2
기타 개인사정
36.4
45.5
42.9
44.2
이직 징계해고
0.0
0.0
14.3
1.1
18.2
9.1
14.3
10.5
사유2 폐업도산공사중단
경영상해고
0.0
1.3
0.0
1.1
기타 회사사정
18.2
22.1
14.3
21.1
계약기간만료공사종료
9.1
7.8
0.0
7.4
기타
0.0
2.6
0.0
2.1
전체
11
77
7
95

지원
무

전 체(%)

75.9
23.1
0.9
11.1
2.8
4.6
57.4
0.0
1.9
0.0
13.9
7.4
0.9
108

136
64
3
18
6
8
104
1
12
1
35
15
3
203

(67.0)
(31.5)
( 1.5)
( 8.9)
( 3.0)
( 3.9)
(51.2)
( 0.5)
( 5.9)
( 0.5)
(17.2)
( 7.4)
( 1.5)

자료 :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수급자-고용보험DB-이화여대 실태조사 연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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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영 사정이 북한이탈주민의 주된 이직사유로 보인다. 이는 경영여건이 열
악한 사업장들이 장려금 사업을 활용함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부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금과 장려
금 수급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직사유와 사
업장 규모를 비교해 보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비자발적 이직이 증가하고 있
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안정성이 이러한 결과로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의 <표 6>의 고용유지 기간에 대한 통계는 장려금 수급 여부 이외에 취업
자의 고용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된
값이다. 이직하지 않고 계속근로하고 있는 사람(right censoring)과 이직한 사람
(event)을 적절히 대표하는 이직가능성 분석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 필요하다.
사건사 분석의 종속변수는 누적생존함수(cumulative survival function)로 어
느 시점까지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그 시점에 사건을 경험할 순간적
인 확률이다. 콕스해저드 분석에서는 생존에 영향을 주리라고 예측되는 여러
독립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조정하여 승산비(odd ratio)를 구할 수 있다. 누적생
존함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콕스 분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위 식은 위험함수(hazard function)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exp ＊    

여기서   는 예측변수   를 가진 사례의 관찰 시간 t에서의 hazard
function을 말한다.   는 예측변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례의 관찰
시간 t에서의 hazard(baseline hazard function)를 의미한다.   는 예측변수   의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로 이를 다시 변형하면 아래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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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이 근속기간에 미친 효과
추정계수
성 남자
-0.087
연령 30대
0.023
연령 40대
0.115
연령 50세 이상
-0.158
학력 고등중 졸
0.084
학력 전문대 졸 이상 -0.033
경력 직장
0.155
경력 직장+장마당
0.585
경력 장마당
0.689
3국 체류기간
-0.013
남한 정규교육 받음
-0.145
정착기간 3～5년
0.077
정착기간 5～7년
0.292
정착기간 7년 이상
0.345
업종 제조업
0.033
업종 도소매업
-0.102
직종 관리사무직
0.315
직종 판매서비스직
-0.066
직종 조립/조작원
-0.047
규모 10인 미만
0.374
규모 10～29인
0.530
규모 30～99인
0.467
고용지원금 수급
채용장려금 수급
-2Log lokelihood
Chi-square
사례 수(우측절단)

모형 1
표준오차
0.173
0.245
0.251
0.349
0.361
0.376
0.299
0.297 **
0.354 *
0.027
0.204
0.189
0.243
0.316
0.254
0.214
0.215
0.306
0.255
0.289
0.309 *
0.331

1728.908
25.398
266(82)

모형 2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0.916
-0.107 0.172
1.023
0.056 0.251
1.122
0.142 0.254
0.854
-0.136 0.351
1.088
-0.076 0.373
0.967
-0.183 0.388
1.167
0.145 0.303
1.795
0.569 0.301 *
1.992
0.755 0.360 **
0.987
-0.022 0.027
0.865
-0.222 0.208
1.080
0.237 0.196
1.340
0.472 0.256 *
1.411
0.442 0.327
1.033
-0.089 0.260
0.903
-0.150 0.215
1.370
0.312 0.218
0.936
-0.240 0.311
0.954
-0.066 0.255
1.453
0.270 0.290
1.698
0.517 0.307 *
1.596
0.384 0.330
-0.191 0.166
0.908 0.317 ***
1719.063
34.894
266(82)

승산비
0.899
1.057
1.152
0.873
0.927
0.833
1.156
1.766
2.127
0.978
0.801
1.267
1.603
1.555
0.915
0.861
1.365
0.787
0.936
1.310
1.677
1.468
0.826
2.480

주 : ***, **, *, †는 각각 0.001, 0.01, 0.05,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수급자-고용보험DB-이화여대 실태조사 연결 자료.

이 식의 왼쪽은 결국 승산비(odd ration)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고용지원금과 채용장려금이 근속기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생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고용상태에 있던 사람이 고용상태를 이탈하여
비고용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고용지원금이나 취업장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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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한 사람과 수급하지 않은 사람 간에 고용상태를 이탈할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종속변수는 근속기간이고, 설명변수는 개인의
인적속성과 취업한 일자리 특성이다. 사례 수가 충분치 않아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않지만, 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의 인적특성 변수 중 재북 시 직장경험과
한국사회 정착 기간만이 근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에 체류 시 장마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일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취업이탈위험이 낮고, 근속기간 3년 미만 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근속기간이
길수록 취업이탈위험이 낮아지는데, 5～7년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존재한다. 성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업이탈위험이 높다.
다음으로 사업장 특성을 통제한 결과 업종이나 직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사업장 규모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1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소규
모 사업장 취업자의 취업이탈위험률이 낮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장 규모가 작
을수록 근로조건 불만족에 따른 자발적 이직 비율이 높지만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임시계약직과 같은 낮은 고용안정성이 이직사유인 것과 관련 있는 것
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지원금과 채용장려
금이 근속기간에 미친 영향을 보면 채용장려금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취업이탈위험률이 낮다. 반면 고용지원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취업이탈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지원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근속을 통한 경력형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고용보조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가 엄밀히 통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만, 취업효과와 근속효과를 종합해 볼 때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고용보조금 수급 후 일 경력
근속기간에 대한 콕스 분석 결과 채용장려금이 근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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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일자리를 이직한 이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지, 이직 후 보다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는지, 그리고 새로 진입한 일자
리에서의 근속은 어떤지 등을 살핌으로써 채용장려금 효과를 보다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금(63명)이나 취업장려금(17명)을 수급한 경험
이 있는 68명이 가장 마지막에 장려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은 일자리 이직 후의
일 경험을 살펴보았다. 자료를 구성한 결과 고용지원금 수급자는 마지막 수급
일자리 이직 후 최대 여섯 번 노동이동을 경험(45개)하였고, 취업장려금 수급자
는 세 번까지 노동이동(18개)을 한 경우가 관찰되어 고용지원금이나 취업장려
금 수급 이후 관측된 일자리는 모두 52개이다.
지원금과 장려금을 수급받은 일자리 이직 후 재취업 여부를 보면 고용지원금
50.8%, 취업장려금 64.7%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노동시장에
서 이탈하고 있다. 물론 고용보험 DB에서 식별되지 않을 경우 비임금이나 고용
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의 취업,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일자리로의 취업
가능성이 존재해 곧장 노동시장 탈락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고용
보험 가입사업장이 공식 부문에 속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간주한다면 고
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의 재취업률이 낮다는 점은 경력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 DB를 통한 재취업률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될 필요가 있다. 재취업의 경우 재취업 소요기간은 고용지원금 사업장 이직자
는 평균 8.7개월, 취업장려금 사업장 이직자는 2.4개월로 나타났다. 사례 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일반화가 불가능하지만 이 결과만을 통해 볼 때 취업장
려금은 사업장을 이직한 경우라도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등 경제활동
인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사업장에서의 근속을 보면 고용지원금 일자리 취업경험
자는 6.7개월, 취업장려금 수급 경험자는 7.5개월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잦
은 이직경향이 다시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표 6>을 보면 장려금과 지
원금을 수급받지 않은 일자리의 평균 근속이 8.8개월인데 이보다도 짧다. 이는
재취업한 일자리의 68.8%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고 25.0%가 단순노무
직으로 취업하는 등 근로조건이 양호하지 못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용지원금이나 취업장려금이 취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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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장려금과 지원금이 수급되는
기간에만 ‘반짝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결과는 소수 사례
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향후 보다 대규모 자료를 이용해 각각의 취업지원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결과를 통
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원개발 없는 취업우선 전략은 근로조건 실
망에 따른 반복적인 실업과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숙련형
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취
업지원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초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
다고 하겠다.
<표 9> 이직 후 재취업 여부 및 미취업 기간, 재취업 사업장 근속기간
(단위 : 명, %, 월)

고용지원금 일자리
명
전체 장려금/지원금 수급 일자리
재취업 여부

비율

명

비율

63

100

17

100

취업

32

50.8

11

64.7

미취업

31

49.2

6

평균(월)

재취업
소요기간

취업장려금 일자리

8.74

3월 미만

21

65.6

3～6개월

3

6～12개월

3

12～24개월

-

24～36개월

2

3년 이상

3

전체

32

평균(월)

3개월 미만
재취업 사업장 3～6개월
근속기간
6～12개월

9

81.8

9.4

1

9.1

9.4

-

-

-

1

9.1

6.3

-

-

9.4

-

-

100.0

11

6.66
10

35.3
2.39

100.0
7.65

29.4

6

50.0

13

38.2

2

16.7

5

14.7

-

-

12～24개월

5

14.7

3

25.0

24～36개월

1

2.9

1

8.3

주 : 고용지원금 2개, 취업장려금 1개 일자리는 고용보험 DB에서 식별되지 않음.
자료 :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수급자-고용보험 DB-실태조사 연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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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이 글은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등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목적
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동 제도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었다. 그 결과 이들 제도가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많은 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동 제도를 비롯한 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가 시
급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
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수급실태 및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지원제도의 성
과를 시론적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효과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화여대 실태조사 DB와 고용지원금 및 취
업장려금 DB를 연결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동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자를
살펴본 결과 고용지원금은 63명(10.2%), 취업장려금은 17명(2.7%)에 불과하였
다. 고용지원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도 활용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이
다. 취업장려금은 분석 시점 당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
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관계로 활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에 근속 6개월 이상인 경우도 신청할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향후
동 제도의 활용률은 증가할 것이다.
고용지원금이나 취업장려금 수급 실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입국 시점 기준으
로 2～3년 시점에 신청하고 있다. 고용지원금의 경우 평균 8회 지급받았으며,
취업장려금은 1차 18명에서 2차에 5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많은 북한이탈주민
들이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곧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제도를 활
용해 취업한 일자리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 도소매업, 협회 및 단체와 같
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사업장 규모는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높았다. 소규모
사업장은 상시적인 인력부족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이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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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용이하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
안정성 또한 낮다는 점에서 고용지원금이나 취업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이 갖
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보조금제도는 고용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숙련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좋은 일자리로 상향이동케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실제 고용보조금이 취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지원금
만이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속기간을 종
속변수로 하는 생존 분석에서는 취업장려금이 근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성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하지
만 이 결과는 고용보조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가 엄밀히 통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 이직자들의 이직사유를 살펴본 결과 정부지원을 받은 일자리에서 오히
려 비자발적 이직률이 높았다. 이는 일부 고용주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끊기면 곧장 고용조정을 단행하거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지원금 중단에 따
른 임금감소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고용지원
금이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어서 정부 재정지원
을 받은 일자리에서 이직 후 재취업 여부를 보면 고용지원금 일자리에서 이직
한 자는 50.8%, 취업지원금 일자리에서 이직한 자는 64.7%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어느 수준인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적특성, 정착 기간, 남
한에서의 일 경험 등을 감안한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평가는 유보한다. 다만, 재취업한 일자리 근속기간이 비수급자와 동일한 수
준으로 나타난 것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수급 후 곧 취업과 이직을 반복적
으로 경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지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능력이 제고되어야 지원제도가
당초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전
략의 기본 방향은 취업우선이 아닌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습득한 인적자본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훈련과정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기초 직업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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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지원금이나 취업장려금이 실질적인
일 경험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이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해야 한다. 또한 보다 양질의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요건
은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당 제도의 폐지를 주장
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조금이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나아가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제도 필요성은 엄연히 존재한다. 고용보조금제도가 가지는 불가피성을 인정하
고 그 효과를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다. 김용성(2011)
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 낮은 평균임금, 높은 노동수요 탄력성의 특징을 보이는
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
이 다소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를 고려
할 때 고용보조금제도와 다른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장려금 효과를 최대화하
고 목표 집단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연구는 고용보조금제도 성과를 시론적으로 평가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하지만 사례 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보다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고 고용보조금 효과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제도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제도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수급 종료 후 곧 이직을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급 경험이
이후의 일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급
후 일 경험에 대한 계량분석을 거쳐야 보조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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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Employment Subsidy
for the North Korean Migrants
Sungjae Park․Whasoon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employment subsidy
for the North Korean migrants. Although the employment subsidy has not
been utilized as much as expected, it has enlarged tenure of the migrant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However, the employment subsidy does not seem
to achieve the main goal, longer term tenure for the migrants. It is because
current employment services mainly focus on mediation but not vocational
training which boost job seekers' skil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urrent
employment service for the North Korean migrants aims more to develop
human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the social integration.
Keywords : the North Korean migrants, employment subsidy,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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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복지국가 형성과 산재보험

본 논문은 영국의 산재보험제도의 형성과정을 통해 영국의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영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영국이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정책으
로 관철하는 행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영국의 복지국가는 자신의 설계도인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국가 형성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과 그 당의
적극적인 지지 세력인 조직노동, 그리고 이들 세력과 지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
시한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왜 산재보험인가?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복지국가 형성에서 제일
먼저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의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의 가장 오래된 영역, 가장 관대한 수당, 다른 사회보장 제공의 선도
자, 독립된 존재”(Wikeley et al., 2002: 713)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산재보험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다. 이윤
을 축적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자본가는 생산과정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상
품을 더 빨리 더 싸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개연성이 커진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산업
재해와 이에 대한 보상의 문제에 필연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자본
주의 생존의 핵심인 노동력 상품을 보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보험 중에서도 산재보험은 노동조합과 특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
지고 있다. 대부분 산재보험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19세기에 등장했다. 산재보
험 형성의 원인으로 노동조합 권력의 증가, 보상수단으로서 사법체계의 부적절
성, 높은 산재율에 대한 사회적 우려, 산업안전에 대한 유인책과 재활의 필요
등이 거론될 수 있다(Wikeley et al., 2002: 713). 그런데 이상의 요인들 중에서
도 노동조합 권력의 우선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힘만 있다면 다른
요인들은 ‘문제 있는 것’으로 호명되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의 건
강과 산재에 대한 관심과 이것을 이슈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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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부적절성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적 지지를 만들었고 정부의 산업안전
에 대한 관심과 정책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산재보험제도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산업재해와 이에 대
한 대책이 본질적으로 복지국가의 핵심 요소인 사회보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
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
험은 기본적으로 산재노동자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산재보상은 산재
노동자가 고용주를 법정에 고발하기 위한 것보다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
고 의료급여를 제공받도록 하는 무과실보험 프로그램으로서 보편적인 사회보
험제도다(Wooding & Levenstein, 2007: 50).
더 나아가 산재보험을 둘러싼 노동정치는 협상과 타협의 드라마가 가장 잘
나타나는 영역이기도 하다. 산재보상을 통해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 자본가 사이에 일정한 이해관계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산재보험은 노사 간 공통의 이해관계와 갈등 완
화에 기여한다. 특히 산재보험은 정부나 자본가에게 “거대한 사업이며 최고의
금융자본”이다. 산재가 “상품화되고 거래되는 시장의 물건이자 보험회사 소유
주에게는 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Wooding & Levenstein, 2007: 163).
이상에서 보듯이, 영국의 산재보험 등장 과정을 노동조합과 노동정치의 역할
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복지국가 형성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동정치의 사회적 타협에 초
점을 맞춰 영국의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를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관점 : 제도, 정치 그리고 노동운동

본 논문은 산재보험제도와 노동정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국가 형성
의 정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도와 정치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신제도주의에 주목했다. 신제도주의의 한 부류인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제도는 공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활동의 결과
이자 반영이다(Thelen & Steinmo, 1992: 18). 따라서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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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치적 행동의 화석화된 흔적”이며 “제도는 정책 뒤에 있는 핵심 세력과
정책을 확립해 온 역사적 타협과 협력적 실천을 이해하는 열쇠이다”(Jorgensen,
2002: 18).
한편 제도는 명문화된 계약, 규칙, 법 등이 되자마자 일정하게 고정된 안정성
과 함께 이들의 창조자, 즉 정치세력과 관계를 통제한다. 다시 말해 제도는 권
력과 영향력의 분배, 이익의 정의, 그리고 사회의 가치 확립에 개입한다(Hall,
1986; Pontusson, 1995; Thelen & Steinmo, 1992). 이런 맥락에서 “제도는 정치
를 형성한다”(Koelble, 1995: 238).
이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그림 1]이 된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S1인 권력관계 또는 정치는 I1이라는 제도를 만든다. 이런 점에서 Poulantzas
(1978)가 언급한 것처럼 제도는 세력관계의 응축이다. 그런데 한 번 형성된 제도
I1은 정치(세력관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S2라는 새로운 정치 또는 권력관계
가 형성된다. 이 정치는 다시 I2라는 제도를 만든다. 정치적 관계 S1은 S2와 분
명히 다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로의존적(path-dependancy)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복되다가 [그림 1]의 가운데 X축에서 보듯이, 기존의
제도와 권력관계와 질적으로 S′1과 I′1이라는 다른 역사적 결절점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경로의존성이 사라지고 S′1이라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
진다.
[그림 1] 역사적 제도주의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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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T 시간에 형성되어 정치를 규정했던 제도는 T+1 시간에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력관계의 변화가 더 이상 T 시간의 제도를 용인하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1 기간에 새로운 세력관계는 새로운 제도
를 만든다. 이렇듯 제도와 정치는 서로를 속박하면서 변해 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특정 제도를 정치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형성된 구조와 관
련 주체들 간의 정치적 관계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를 세력관계가
응축된 제도(Poulantzas, 1978)라고 볼 때, 복지국가는 국가의 특수한 한 형태
다. 즉 복지국가는 특정한 권력관계와 가치분배를 내포하고 있다.
권력관계의 특수성은 노동운동이 핵심적인 정치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
다는 점에 있다. 권력자원 이론은 그동안 복지국가의 존재 조건이 전국 조직인
노동조합과 이와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Pierson, 2006; Esping-Andersen, 1985; Gough, 1979; Rothstein, 1990). 따라서
복지국가는 삼자협의주의(tripartism) 또는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tism)
의 정치형태를 띠었다.
한편 복지국가의 가치분배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국가란, 시장과 경쟁의 기반에서 만물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탈상품화를 통해 인간의 삶의 조건을 확보하려
는 제도이자 실천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시장자유주의와 다른 고유의 자신의
철학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시장을 포위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려는
경향을 갖는 진보적 자유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될 수 있고, 제도주의
적 복지 또는 보편주의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보듯이, 산재보험제도 또는 복지국가라는 제도는 정치적 관계 속에
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정치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정치는 핵심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재보험제도 형성의 정치에서 노동조
합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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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존 연구와 자료

그동안 독일․일본․미국 등의 산재보험 형성과 제도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
도 존재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제도 형성과정과 기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보다는 제도의 내용에 대한 소개에 집중했다. 그런데 영국에 대한 한국의 연구
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취약하다. 이것은 한국의 산재보험이 독
일의 대륙모델과 일본에 기인하고 있고, 영국의 현재 시스템이 사회보험에 통
합되어 있어서 한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1946년 당시의 영국의 산재보험
형성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본 글은 외국의 문헌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산재보험 형성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
한 관련 주체들이 만든 1차 자료와 연구자들의 연구서인 2차 자료로 나뉠 수
있다.
영국의 기존 연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형성의 역사에 대한 논의는 풍부하지
만, 1946년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제도 형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따
라서 당시 산재보험의 형성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정부기관의 기록과 활동에서
단초를 찾을 수밖에 없다(Beveridge, 1942, 1953; 의회속기록인 Hansard; 영국
노총(TUC)의 매년 사업보고, 정부의 문건인 DHSS, 1981; Pearson, 1978). 이런
와중에서 Colwill(1986)의 박사 논문은 산재보험제도 형성사를 집중적으로 다
루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한 이 밖에도 Young(1964), Brown(1982), George
(1968) 등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연구와 산재보험사를 통시적으로 보여주는
Wikeley et al.(2002), Harris(1977)의 연구가 있다.
한편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과 영국 노동조합 간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상이한
견해가 있다. 부정적인 견해로서 영국의 노동조합에게 이 문제는 매우 부차적
인 주제라는 것이다. 즉 영국의 노조는 임금인상을 위해 산업안전과 노동자 건
강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 왔다(Bartrip, 2002; Tweedale, 1999; Dwyer, 1991).
하지만 영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와 다른 견해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해 왔다.
이 입장은 산업안전과 보상에 대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본다(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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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wald, 1981; Tweedale, 1999; Melling & Bufton, 2005; McIvor & Johnston,
2007; Bloor, 2000). 이 입장에 있는 논자들은 노조가 의회와 작업장에서 노동
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영국의 노동조합이 산업안전과 산재보상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고
본다. 이것은 다음에서 살펴볼 산재보험제도 형성의 역사에 잘 드러난다.

Ⅳ. 영국의 산재보험의 형성과 산재보상의 복지정치

1. 산재보험 형성사
영국의 산재보험제도(IIA : Industrial Injuries Compensation)의 형성을 이해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영국 산재보험의 형성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 산
재보험은 1897년 영국 노동자보상법(WCA : British Workmen's Compensation
Act 1897), 1946년 IIA, 그리고 1986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 산
재보험제도의 통합 등의 결절점(historical momentum)을 통해 발전해 왔다.
WCA 이전의 산재는 보통법(Common Law)과 1880년에 도입된 사용자책임
법(Compensation under Employer's Liability Act)을 통해 다루어졌다. 이 법들
은 관리 소홀과 의무 위반이라는 차원에서 사용자 책임성을 부과했으나 노동자
가 사용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Brown, 1982, 1;
DHSS, 1981: 1). 이런 와중에 WCA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원칙을 확립했기 때
문에 산재보상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입법이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더 이
상 사용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Pearson, 1978:
26～27). 하지만 이 법의 적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철도, 공장, 광산, 채
석장, 30피트 이상의 빌딩 건설 등의 위험한 사업장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Pearson, 1978: 26～28). 지속적인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확장되었지만 결
정적인 변화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
베버리지는 WCA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길고 복잡한 법소송 과정,
낮은 보상수준과 협소한 적용대상, 연금이 아닌 일시불 보상, 산재노동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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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활과 의료비 지급의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Beveridge, 1942). 베
버리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IIA 도입을 시도했다. IIA가 기존의 산재보상
제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의 맥락에서 다루었다는 점
이다. 즉 이 법안은 산재보상을 기존의 사용자 개별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보았다(Schweinitz, 1943: 236). 하지만 IIA는 일반 사회보험과 분리되었는데,
산재노동자가 일반 환자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수정을 거듭했지만 대체적으로 1982년까지 큰 골격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산재보험기금이 폐지되었고 마침내 사회보장
법의 도입으로 IIA는 일반 사회보험과 통합되었다(Wikeley, Ogus & Barendt,
2002: 715).

2. 노동조합의 복지정치
제도의 형성은 정치와 함수관계에 있다.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에서 핵심적인
주체는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에 있다(Esping-Andersen, 1990).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의 노동조합은 1945년 당시 복지국가 형성사에서 언급되는 전형적
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국에서 1842년 이전에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1868년 전국중앙조직인 노동조합회의(TUC) 설립 이후로 노동
조합은 급속도로 성장한다. 그 결과 전후 1945년에 노동조합은 가장 신뢰하는
집단 중의 하나가 되었고,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위상은 첫째, 양차 세계대전 중에 노동조합이 전쟁 수행
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데 따른 것이었다(Pelling, 1987: 222). 특히 노조는 인력
수급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정부는 노동조합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
하였다(Barnes & Reid, 1982).
특히 주목할 점은 영국의 노동조합이 제도정치에 파견할 자신들의 정당을
1900년에 만들어 1945년 단독 집권하기 전에도 두 차례 연립정부를 통해 집권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조합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인적인 측면에서도 후견하였다. 블럭투표1) 등의 제도를 통
1) 노동조합이 노동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제도는 블록투표다. 전당대회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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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동당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은 노동당의 전
국집행위원회의 당연직 대표를 맡아 노동당에 대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
다(Dorey, 1995: 17). 더 나아가 노동조합은 정부의 관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
했는데, 1945년 에틀리 내각의 20명 중 6명이 노동조합의 후견을 받는 장관이
었다(Pelling, 1987: 226).
노동조합은 노동당의 전후합의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다. 노동조합은 제2차 세
계대전 전후에 복지국가를 지지했고, 베버리지 위원회는 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졌다(Jones, 2000: 107). 노동조합의 대표들은 전후 정부위원회에 적극적
으로 참여했고, 이 속에서 경제적․정치적․산업적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노동당이 모든 정책을 공유하고 함께 결정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한
다(Dorey, 1995: 18).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제도의 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노조는 당연
히 상급단체인 TUC이었다. TUC는 산업안전과 산재보상을 위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리고 영국광산연맹(NUM)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NUM의 상급단체는 TUC였지만 1945년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위험한 광산의 작업 때문이다. 특히 진폐증은 직업병의 대표적
인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TUC와 NUM은 한목소리로 노동자들의 산재보상 문
제를 제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은 정당을 지렛대로 삼아 국가정치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의지를 관철시켜 나갔다.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제도의 형성은 노동
조합이 노동정치의 주요한 행위자가 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방법은 1당원 1표제이지만, ‘가입단체’의 대표는 자기 단체의 당원 전체의 표를 하나의
덩어리, 즉 ‘블록’(block)으로 투표하는 것이 기존의 당헌규정이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
의 안건에 대해 광부노조 안에서 찬성 600표, 반대 450표가 나오더라도, 광부노조 위원장
은 전당대회에서 노조원 전체의 표(1,050+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를 찬성표로 던지
게 되어 있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블록투표는 노동당의 당원 전체 중 노동조합원의 비율
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노동조합 몇몇 또는 노동조합위원장 몇몇이 사실상 전
당대회를 지배할 수 있었다(김수행, 2005: 280).

150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1호

Ⅴ. 산재보험 등장 : 동의와 권력

영국의 산재보험(IIA)이 도입된 배경에는 대체로 네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노동자재해보상법의 심각한 문제를 관련 주체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자각하고 전후합의
(post-war social consensus)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회보장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지도(map)로서 베버리지 보고서와 이것을 추진할
추진 권력으로서 노동당 정권의 탄생 등의 요소도 산재보험제도 형성의 원인이
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베버리지 보고서 이전까지 기존의 노동자보상법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Beveridge, 1942, para 79; OMR, 1944: 5, 9, 12; Geroge, 1968).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노동자, 사용자 등의 모든 주체들에게 부
담이 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우선 이 제도는 사용자, 노동자, 보험회사 간의
지루한 장기간의 법적 소송을 유발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기존 시스템하에서 소송은 보통법원에서 다루어졌다. 그리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County Court, Court of Appeal, House of Lords)을 거치면서 소
송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 소송은 긴 법적 투쟁을 요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TUC, 1949: 4～5).
산재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소득을 가질 수 없었고, 의료와 재활을 받지 못했
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소송시스템은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기존법은 낮
은 보상수준과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TUC는 왕립위
원회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문건을 제출하는 등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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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주장을 제기해 왔다. 1925년 당
시에도 개정안을 제시했고, 1933년 2월에도 하원에 우리의 개정안이 의원입법
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제2차 독회(seconding reading)2)에 실패했다. 두 개의
유사한 법안들이 1936년에도 유사한 운명을 맞았다(TUC, 1949: 3).
이처럼 노동자보상제도는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문제는 이것이 노동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고비용과 지루한 소송 때문에 현 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939년 이후로 왕립위원회는 법개정 논의를 시작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법개정을 논의한 배경에는 전후합의(post-war
consensus)가 있다. 전후합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말 대처 정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그리고 외교정책 등에서 노동당과 보
수당 간 유사성을 보인 현상을 일컫는다. 전후합의는 1945년 노동당의 집권으
로 공고화되었다. 하지만 그 기원은 파시즘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 연대한 7
년의 전쟁(1939～45)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점에서 전후합의는 전시
합의(wartime consensus)라고도 한다. 연립정부(1940～45)는 사회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간의 사회적․지적 연계를 형성했고, 히틀러를 패퇴시키기 위한
공통의 일상적인 노력은 두 정당 간의 이념적 차이를 좁혀지도록 만들었다
(Seldon, 1991: 41).
전후합의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경제정책은 케인즈의 완전고용과 혼합경제
이고, 사회정책은 베버리지의 통합된 사회보장정책이었다. 케인즈주의(Keynesianism)와 베버리지주의(Beveridgism)는 노동당 정부(1945〜51)에서 실현되
었다. 즉 노동당 정부는 완전고용, 의료보험(NHS), 사회보장 프로그램, 가스,
전기, 철도, 석탄, 철강 등 공기업 등의 정책을 실현하였고, 이것은 1951년 이후
집권한 보수당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Kavanagh, 1966: 11). 보수당의 버틀러
(Butler)와 노동당의 가이츠겔(Gaitskell) 재무장관의 이름을 합성한 버츠켈리즘
(Butskelism)은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전후합의는 영국의 정치권이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밑
2) 영국의회는 각 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두 차례의 독회를 거친다. 제2차 독회는
법안의 기본 원칙을 검토한다(Freedman, 2002: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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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이 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노동자의 산재를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
타났고, 이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가 만들어지는 상황
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 방향과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사회보험제도가 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담고 있는 지도(地
圖)로 평가받는다.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베버리지 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베버리지의 회고에 따르면 베버리지 위원회(공식 명칭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부처 간 위원회’)는 사회보험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요구
하는 TUC의 지속적인 압력 때문에 만들어졌다(Beveridge, 1953: 296). 이처럼
베버리지 위원회의 등장을 노동정치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
1941년 여름에 출범한 베버리지 위원회는 지난 50년 동안에 사회보장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Harris, 1977:
378). 이 위원회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제기된 광범위한 국민들의 요
구를 반영하고자 했다. 베버리지가 주목한 사회적 문제는 결핍, 질병, 무지, 불
결 그리고 나태 등이었고, 그 핵심은 빈곤에 대한 대응이었다(Beveridge, 1942:
1). 하지만 이 위원회는 이 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연동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당연히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제도를 다루었고, 노동자
보상제도를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위원회>가 조
사하도록 요청받은 사회보험과 연관 서비스의 시책들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엘리자베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빈법과 별도로 조사된 시책들은 1897년
노동자보상법을 시작으로 지난 45년 동안 만들어진 것들이다. 우선 제한된 직
업군에만 적용되었던 그 법은 1906년 일반화되었다”(Beveridge, 1942: 2). 베버
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 속에 편입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인 윌리엄 베버리지는 사회보험 도입을 열렬하게 지지해 온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노동자보상제도를 사회보험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이
유를 가장 일관성 있게 제시했다(Hansard, 1945: 288).
이상에서 보듯이, 베버리지 보고서 발간 후 노동자보상제도의 개정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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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으로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문제는 어떤 내용
으로 개정할 것인가에 있었다(Colwill, 1986: 146).
아무리 훌륭한 비전일지라도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한낱 이상(理想)
에 불과할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실이 되었던 것은 1945년 총선에서 예
상을 깨고 압도적인 노동당의 승리 때문이었다. 노동당은 640개의 의석 중에서
393석을 얻어 다수당이 되었다. 이로써 노동당은 1900년 창당 이래 최초로 단
독으로 집권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연립정부의 수반이 제2차 세계대전의 영
웅인 처칠이었고, 노동당이 기존에 단독 집권의 경험이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승리는 놀라운 것이었다. 왜 이러한 역사적 결절점이 만들어졌
는가?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받기를 주저하는 보수당의 처칠과는 달리 확고
한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전후의 많은 시민들은 그들의 빈곤, 주
택, 일자리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시민들 사이에
만연한 정서는 “보수당은 낡은 정당이고 늙다리들(old gang)이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
다”(Childs, 1986: 13)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노동당이 전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적합한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동당이 보수당과는 달리 “그
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정당이고, 다양하고 진실한 목소리를 가진 재능이 많은
준비된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Childs, 1986: 14).
이상에서 보듯이, 당시의 시대적 요구는 보편적인 복지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전시에는 보수당이 적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화 시에는 노동당이 보다 사
회적 필요에 반응할 수 있는 정당이었다. 노동당은 이제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
회보험을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

Ⅵ. 산재보험의 쟁점 : 재원과 보상

산재보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큰 쟁점이 존재했다. 첫 번째는 기존
의 노동자재해보상법을 사회보험으로 통합하느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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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운영 주체의 문제다. 세 번째는 산재보험의 재정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마지막으로는 산재보상의 수준과 관련된 문제였다. 그런데 이 네 가
지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제였다. 나머지 문제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해결될 문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산재보험의 형태와 관련된 논쟁이다. 기업가들은 현행 보상제도가 문
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꺼려했
다. 연립정부의 내무부 장관 피크(Osbert Peake)는 기업가들이 베버리지 보고서
의 산재보상에 대한 제안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 기업가들은 베
버리지 위원회에서 기존 제도가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로운 개혁이 생각하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
기 때문이다(Bartip, 1987: 195). 이런 맥락에서 기업가들은 노동자들과 정부와
공동으로 재정을 출자하는 개혁을 선호했다. 영국경영자협회(British Employers
Confederation)의 회원들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갈 때 전적으로 자신들만이 보상
을 부담한다면, 산재보험의 운영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everidge,
1942: para 94).
한편 노동조합들은 재정적 부담을 질지라도 사회보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
했다. 즉 그들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이 사용주들의 부담에서 삼자기여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제도 도입을 찬
성했다. 그렇다면 왜 노동조합은 이런 판단을 했을까? 우선 노동조합은 보상수
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TUC는 “만약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노동자들
이 기여한다면, 주당 35실링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보상이
올라갈 것이다”(PIN 21/1, 22 December 1944: 2). 또한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노동자보상제도의 운영에 참여하고자 했다. 이것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전제가 노동자와 사용
자들이 동일하게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OMR, 1944: 19〜20).
이상에서 보듯이, 산재보상제도가 사회보험체계에 편입되는 문제는 운영 주
체와 재원 부담의 문제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흐름은
사회보험체계로 산업재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운영 주체의 영향력과 각 주체별 재원 부담의 수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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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수준을 일반 사회보험과 같이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다음으로, 운영 주체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졌다. 앞서 언급한 대로 노동자보
상이 사회보험으로 도입된다면 국가, 노동조합, 기업 등의 삼자 간의 재정에 대
한 기여와 제도 운영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하지만 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각 주체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더 적은 기여
를 하는 대신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제도 운영의 참여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방법은 사회보험제도에서 적절한 비율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과 연관
된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어떤 부담을 질
것인가. 기존에는 경영자들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졌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의
료보험과 실업보험에서 보듯이 동일한 부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서 관리의 권한 또한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PIN 21/1).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은 더 적은 기여를 하는 대신 더 많은 보상과 운영
에의 참여를 주장했다. 기여와 관련하여 TUC는 사용자가 6페니3)를 내는 반면
노동자는 3페니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TUC, 1946: 93).
셋째, 재원 부담은 노사정 모두에게 민감한 주제였다. 특히 그동안 재원을 부
담하지 않았던 노동조합에게 재원 부담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재원 부담을 하기로 결정한 노동조합에게 재원 부담 여부
의 문제보다는 산업별로 재원 부담을 누가 더 많이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산재보험제도의 재원 부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내부에 이견이 표출되었다.
노동조합은 모두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을 설계했지만, 재정 부담과 관련하
여 다른 의견을 보였다. TUC는 각 산업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산재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국광산연맹
(Miner's Federation of Great Britain)4)은 산업과 위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기
업주는 동일한 재원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Beveridge, 1942, para 93,
3) 원문에서는 ‘6d.’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서 d.는 denarius의 약자인데, 이것은 penny의
의미다. 따라서 본 글은 페니로 사용한다.
4) 영국광산연맹은 1944년에 전국광산노동조합 (NUM : National Union of Mineworkers)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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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러한 대립은 1938년의 왕립위원회의 논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영국
광산연맹은 동일하게 재원 부담을 주장함으로써 광공업에서 실질적인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Colwill, 1986: 76～77).
마지막으로 보상수준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기업 간에 명백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노동조합은 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원했지만 기업들은 최소한의 영
역에서 낮은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업가들은 높은 보상은
기업에게 높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 오고, 이것은 경제위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oyd(영국경영연합의 임원)는 법안을 깊이 토론할 필요성을 느꼈다. 비록 노
동자들의 안전에는 동의했지만 보상수준의 증가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높은 수준을 담고 있는 산재보험 법안이 경제적 파국 없이 실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심했다(PIN 21/68, BEC, 31 August 1945: 2).
이러한 우려에서 기업가들은 노동자보상이 일반 사회보험과 같은 수준에 머
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Boyd는 보상이 산업과 비산업 간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가 고용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
게 만든다. 비록 산업재해가 일반 재해에 비해 특수하다는 것을 인정했을지라
도 Boyd는 보상의 차이를 둔다면 장기적으로 큰 실수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았
다(BEC, 14 February 1945: 1).
한편 노동조합과 노동부 장관 모리슨(Herbert Morrison)은 노동자들이 사회
보험의 연금수급자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
제도 도입의 정치는 이상의 쟁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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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산재보험 도입의 정치 : 베버리지 제안에서 입법까지

산재보험제도 형성을 둘러싼 쟁점들은 토론과 타협의 복합적 정치과정을 통
해 정리되었다. 산재보험법(IIA) 도입 과정에서 세 가지 법 제출안(bill)이 있었
다. 첫 번째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두 번째는 1944년 9월 연립정부의 백
서(White Paper), 마지막은 1945년 8월의 노동당 정부의 법 제안서다(Colwil,
1986: 7; Brown, 1982: 25～33; Bartrip, 1987: 168～23; Young, 1964: 87～107
참조). 여기서는 노사정 간의 입장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 새로운 제안 :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노동자보상의 모든 영역을 검토하였고, 산재노동자 보상
에 대한 포괄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보고서는 산업재해를
사회보험의 영역으로 끌고 오고자 했다. 이것은 “법률가의 천국에서 사회서비
스로 산재보험을 전환”(Harris, 1977: 399)하는 것이었고, “면책과 개별 사용자
책임의 원칙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의 원칙으로 전환”(Schweinitz, 1943)을 의미
한다.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의 여섯 가지 원칙5)은 산재보험의 구상에도 적용되
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재정에 동일하게 기여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베버리지 보고서는 자신이 정한 사회보험 원칙과 다른 관점에서 산재
보험을 설계하고 있었다. 이탈된 부분은 정액기여에 대한 정액급여의 원칙 부
분이었다. 우선 베버리지는 위험한 산업의 기업가들에 대한 세금의 특별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Colwill, 1986: 148). 이 분야에서 더 많은 보험료가 들
어갈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베버리지는 일반
5)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이란 충분한 급여, 정액급여, 정액기여, 행정관리와 책임의 통합․일
원화, 적용범위의 포괄성, 피보험자의 분류화 등이다(Beveridge, 1942).

158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1호

시민들과는 달리 노동자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특별급여 지급6)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일반 시민보다 노동자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광산에서 해
마다 6명 중에 한 명꼴로 광부들이 산재를 당한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의 희생
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급여가 기여에 따
라서는 안 된다(OMR, 1944: 13).
이처럼 베버리지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분리된 그리고 보다 특별한 계획
이 필수적이다”고 생각했다(George, 1968: 171). 이런 관점 때문에 산재보험 계
획은 사회보험 원칙으로부터 이탈한다. 사회보험의 대상자인 일반 국민보다 노
동자들에 대해 보상의 우위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은
1980년대까지 사회보험 속에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존재해 왔다.
베버리지는 왜 산재보험의 재정 문제 및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서 정액기여와
정액급여의 원칙을 이탈해야 한다고 권고했을까? 다시 말해 이 보고서는 왜 위
험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징세(special levy)와 피보험자에게 더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보았을까? 그것은 TUC와 영국광산연맹(MFGB) 간의 논쟁을 이해
해야 한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재원 확보를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영국광산연맹과 더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산업에서 더 많은 출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TUC 간의 의견 절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권고는 양대 노총 간의 토론과 타협을
담고 있다. 즉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면서도 단일한 사회보험의 체계에 통합되
지 않고 분리되었던 것은 베버리지가 산재노동자를 일반 사회보험 수급권자보
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조합
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었다.
6) 베버리지는 산재노동자들의 장애급여를 최초 13주 동안은 일반 사회보험의 급여와 같이
정액급여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13주 이후에 산재노동자들의 장애급여는 소
득비례(earnings-related)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용은 보통의 사회보험의 기
여와 위험과 질병이 평소보다 더 큰 산업에서의 특별징수를 통해 충당될 수 있다고 보았
다(Harris, 200: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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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협 : 백서와 정부안
베버리지 보고서 발간 이후 산재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많은 위원회들이 만들
어졌다. 예를 들어 연립정부하에서 재건을 위한 전시내각위원회(War Cabinet's
Committee on Reconstruction Problems), 베버리지보고서 공식위원회(Official
Committee on the Beveridge Report), 재건우선위원회(Committee on Reconstruction
Priorities), 노동자보상자문위원회(Workmen's Compensation Advisory Committee)
등이 존재했다.
이상의 위원회들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1944년 9월에 백서가 도출되었다. 백서는 사회보험에 대한 구상을 담고 있는
데, 이것은 1분야와 2분야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첫 번째 부분이 사
회보험의 포괄적인 분야를 논의하고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산재보험 계획을
담고 있다(Choudhuri, 1962: 159). 이것은 베버리지 보고서가 산재노동자를 특
별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였다. 백서는 산재로 인한 장애나 삶
의 손실은 사회서비스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분리된 보험재정으로부터 보
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OMR, 1944: 5).
기여의 비율은 성인의 경우 주당 6페니, 여성의 경우 4페니, 청소년의 경우는
이의 절반인 2페니였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같은 비율로 부담했는데, 이것은 노
사가 전체 재정의 6분의 5를 부담하고 정부는 6분의 1을 부담했다(OMR, 1944:
19～20). 한편 베버리지 위원회는 위험한 산업의 특별징수를 거부했다. 이것은
행정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았
기 때문이다(Bartip, 1987: 196).
이상에서 보듯이, 백서는 기본적으로 베버리지 보고서를 수용했다. 하지만
베버리지 보고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백서는 “13주 이상으로
지속된 산재의 경우 일반 보험이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산재환자들에게는 특
별급여를 주는데 이것을 반대했다. 또한 위험사업장에 대한 경영자들의 특별징
수를 반대했다”(OMR, 1944: 13).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백서는 대체적으로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다. 내무부
장관 모리슨(Morrison)은 “산재에 대한 책임성을 사용자 개인에서 공동체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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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Hansard 404, 1944: 1393). 노동조합은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TUC가 생각해 왔고, 앞으로 이것에 준해서 행동할 것
이다”(PIN 21/1, 22 December 1944: 1)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동당은 급여의 비
율(첫 13주 동안 주당 35실링)이 첫 날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치료와 재활 그리고 훈련 및 새로운 정착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Labour Party, 1944: 6). 이러한 비판의 맥락에
서 TUC는 급여의 비율과 비교하여 기여의 비율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했다.
“삼자 간의 공동으로 재정을 만드는 것은 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상황에서 가능
하다. … 따라서 경영자들의 기여는 주당 6페니로 노동자들 기여의 배가 되어
야 한다”(Bartrip, 1987: 204)고 했다.
백서는 의회에서 논의되었다(1944, 10. 24～11. 28). 여야 간에 약간의 비판
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백서를 승인했다. 이 백서는 처칠의 선거관리 과도정
부(Churchill's Caretaker Government)에 의해 1945년 6월 6일에 정부안
(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Bill)으로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별다
른 논란 없이 총선과 의회의 회산으로 처리가 잠시 유보되었다.

3. 입법 : 노동당 정부의 등장과 제도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최종 검토가 1945년 노동당의 압승으로 끝난 선거 직
후에 시작되었다. 노동당은 내각의 분과위원회인 사회서비스위원회(Social
Services Committee)를 설치했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이슈는 이 위원회의 두 번
째 모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서 연립정부의 논의들을 이어받아 입
법화하자는 결정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 23일에 노동당의 안이 만
들어졌다. 이 안은 최초의 입법적 노력의 산물이었다(Bartrip, 1987: 209). 1946
년 2월 22일에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했고 1948년 7월 5일에 발효
되었다.7)
7) 이 과정에서 일어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5년 10월 10일과 11일에 있었던 제2
차 독회와 1945년 10월 30일과 12월 13일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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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의 기본급여가 증가
했고, 새로운 수당, 즉 특별수당(Special Hardship allowance)이 생겼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예를 들어 노동당 정부안이 제안했던 40실
링의 수당이 45실링으로 상승했다. 이 변화의 하나의 단서는 피크(Osbert
Peake)의 진술에서 찾을 수 있다:
9월 12일에 블랙풀(Blackpool)에서 TUC 간부들은 수상을 만났다. 여기에서
산재보험 법제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는데, TUC는 기본적인 수당이 올라야 한
다고 강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그 법안이 9월 19일 인쇄되었을 때 별다른 변화
가 없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2차 독회에서 수상은 40실링에서 45실링으로 인
상한다고 발표했다(Hansard 414, 1945: 291).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조합과 노동당 간에 긴밀한 토론과 협상을 통해 산재
보험의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이 법안이 1945년 8월에 공표되었을 때,
TUC는 산재보험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새로운 제도는 많은 시간 동안 노동조합이 추구해 온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TUC, 1949: 1). 산재보험제도는 합의에 참여했던 보수당에서도 일
제히 환영하였다.

Ⅷ. 분석과 시사점

이상에서 보듯이, 영국의 산재보험제도는 베버리지 보고서와 같은 지도, 개
혁의지를 갖고 있었던 노동당의 집권,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한다는 시
대적 상황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추동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힘과 참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산재보상의 정치
에서 문제 제기자, 정책 내용의 결정자, 실질적 입법의 주체로서 존재했다. 즉
끊임없이 산재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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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동당을 통해 개입해 왔다. 따라서 영국의 산재보험제
도 형성의 정치는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노동정치가 사회보
험과 복지국가의 전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복지국가는 자신의 지도나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형
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이념을 가진 특정 세력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것은 비로소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제도의 이면에는 세력관계
와 이념이 들어 있다.
영국은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대처의 집권 이후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에서 엥글로색슨 모델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유형의 국가
로 변모한다. 이를 통해 복지 축소의 정치가 진행되었다(Pierson, 2006). 노동조
합은 노동당의 ‘멀리도 가까이도 하지 않는(불가원 불가근) 정책과 보수당 정권
의 공격으로 점차 위축되었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대처의 기대만큼 급속하게
위축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복지 축소에 대한 저항의 정치가 작동했기 때문이
다. 저항의 근거는 물론 노동조합이었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복지
유산을 누리고 있는 일반 시민, 즉 이해관계자들이다(유범상․이현숙, 2008).
이런 점에서 복지 형성의 정치를 노동운동이 이끌었다면 복지국가 축소에 대한
저항의 정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했다(Pierson, 2006).
이상에서 보듯이, 영국의 산재보험 형성을 통해 본 복지국가 형성과 신자유
주의 이후의 복지국가 축소의 정치는 현재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의 상황에
있는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정교하게 짜여진 복지국가
의 지도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도는 새로운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박물관의 박제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정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현재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축소의 정치에 대항하는 정치를 조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복지정치는 형성과 동시에 축소에 대한 저항의 정치라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해
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복지국가를 위한 세력을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시
민사회운동의 연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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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ation of Welfare State and Labour Politics in Britain
Focusing on 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 1946
Bumsang Yoo
This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formation of welfare state
and the role of trade unions in Britain focusing on 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 1946. This is because the Act embodied industrial relations and
was a indicator of welfare stat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gives an insight
about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formation in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focusing on the role of trade union is that TUC
was the important actor in the formation of the Act. The trade union had
criticized for serious defects of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which was
the system for industrial injury before the 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 1946 and made many efforts to improve the existing act. In
particular the union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and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new act.
This thesis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role of trade unions is still
a deceive factor in politics of welfare state formation and organization of
power bloc i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in the welfare state formation
in Korea.
Keyword : 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 1946, welfare state, industrial
injury, labou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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