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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
조 용 만 **

우리의 정년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제도이다. 본 연구
는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현행법은
정년제를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있고, 공무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연령에 관해 어떤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정년
차별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만, 직책·직급별 정년차등은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나이를 이유로 한 강제퇴직을 연
령차별로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65세 이상 정년퇴직을 연령차별의 예외로
보아 허용하다가 최근에 정년제를 폐지하였다. 프랑스는 연령차별금지와
병행하여 70세 미만의 강제퇴직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이후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에 대응한 65세까지의 고연령자고용확보
조치의 의무화를 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를 제안하고 있고, 연금수급연령의 인상과 연계한 정년연
령의 단계적 연장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자체의 폐지·금지로 나아가
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규모와 성격, 직무의 성
격 등에 비추어 정년연장 내지 연령차별의 예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년연장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연령차
별금지의 관점에서 정년 이전의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규율을 강

논문접수일: 2012년 5월 22일, 심사의뢰일: 2012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2년 7월 5일
* 2012년 5월 3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ymcho@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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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필요가 있고, 법으로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는 경우 법적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반의 효력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타 과제로서 임금체계의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병행 필
요성과 고령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용어 : 정년, 강제퇴직, 연령차별

Ⅰ. 서 론

정년제는 근로자의 의사 및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
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80년 고령
근로자에 관한 제162호 권고 제22조에서 특정 연령에 고용을 종료시키는 입법
이나 기타의 규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의 원칙(동 권고 제21조)과 고령근로
자에 대한 고용차별금지의 원칙(동 권고 제3조)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1) 주요 선진국들은 연령차별금지법제의 틀 내에서 정년제를 금
지하거나 폐지하였고, 정년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연령 이상으로 정년
을 정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정책을 취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제가
금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년연령에 대한 어떤 법적 강제도 없다(법률에서
정년연령을 명문화한 경우를 제외함). 또한 정년의 실태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
간이 경과했음에도 50대 중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저
출산 및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연금수급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점차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에서 정년연장의 강제와 같은 법정
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현행법상 정년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정년제의 의의와
1) 제162호 권고의 내용에 관해서는 조용만(2004a), p.55 이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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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효성, 정년연령과 정년차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주요 외국에서
는 정년제에 대해 법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다음으로, 정년연장의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사
항으로 정년제 개선의 기본방향,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정년연장의
예외, 연령을 직․간접적 이유로 하는 차별적 해고의 제한, 60세 정년의무규정
에 반하는 취업규칙 등의 효력, 기타의 문제를 검토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Ⅱ. 정년제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

1. 정년제의 의의
정년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에는 정년연령의 도달에 의해 자동적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정년퇴직제와 정년연령의 도달 시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
시를 하는 정년해고제가 있다(임종률, 2012: 534).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정년
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
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정년퇴직제이다. 판례에 의하면, 근로
자의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이고, 정년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
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
다85997 판결 참조).

2. 정년제의 유효성
정년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의 원칙(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의 시기를 자율
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평등대우의 원칙(연령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고, 급속한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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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요청에
반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박종희
외, 2003: 123). 이에 대해 정년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그 근거로 기업
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 청년근로자의 채용을 통한 종업원 연령구성상
균형유지의 필요성, 고령자 개인의 능력·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선별하여 퇴직
시키는 것보다 일정한 연령기준에 따른 획일적 배제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고 보는 노사 쌍방의 인식을 들고 있다(임종률, 2012: 535).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년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사
건에서,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능
력 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사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
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일반적
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해 가게 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개인마다 그 노쇠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도 또한 사실
인데, 법관 스스로가 사법이라는 중요한 업무수행 감당능력을 판단하여 자연스
럽게 물러나게 하는 제도로는 사법제도의 유지, 조직의 활성화 및 직무능률의
유지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어차피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업무감당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마당에 입법자가 법관
의 업무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나이를 정년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 입법수단 역시 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
557 전원재판부).

3. 정년연령
정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년연령을 정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고 함)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제93조 제4호), 정년연령에 대하
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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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이하 ‘연차법’이라고 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만(제19조),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노력규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60세 정
년을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른 한편 정년연령의 설정 자체가 연령차별
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연차법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
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의5 제3호).
결국 현행법은 정년제의 실시 여부 및 정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년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노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
법적 제약이 가해진다.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정년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정
년규정을 신설하는 것(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참조) 또는 취
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의 정년연령을 단축하는 것(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
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
동조합의 동의,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 또한 기존의 정년을 단축하는 단체협
약의 불이익한 변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는 무
효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참조).

4. 정년차별
근로자 사이에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은 일정한 법적 제한
을 가하고 있다. 우선, 근기법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제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고 함)은 정년에서의 남녀차
별을 금지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관련 판례로,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
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남자 55세, 여자 53세)
을 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기법과 고평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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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사례(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반면에 취업규칙에서 일
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전화교환직렬 직
원의 정년만을 53세로 규정하여 5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은 전화교환직렬에서
의 인력의 잉여 정도, 연령별 인원구성, 정년 차이의 정도, 차등정년을 실시함
에 있어서 노사간의 협의를 거친 점,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기간, 현재의 정년
에 대한 교환직렬 직원들의 의견 등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
에 근기법과 고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누13589 판결) 등이 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
법’이라고 함)은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
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 관련
판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54세 이상의 직원 22명을 정년퇴직케 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
하면서 정년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종전 만 60세 정년으로 환원하
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조
기 퇴직시킨 조치는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한편 직책이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는 정년차등제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
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
원 및 다른 동종 회사의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급별 정년차등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
별로 보아서 그 시정을 권고하여 왔는데, 차별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정년연령
을 구분 짓는 경계에 있는 직급 간의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점, 특정 계급 이상
이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년 때
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은 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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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신진대사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
이다(조용만, 2012: 104).

Ⅲ. 정년제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

1. 미 국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 ADEA)’
은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연령을 이유로 4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2) 1967년 법 제정 당시에 ADEA는 40～65세
의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 법 개정에 의해 적용대상 연령상한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되었고, 1986년 법 개정에 의해 연령상한이 폐지되었다
(Lindemann & Kadue, 2003: 11). 다른 차별구제와 마찬가지로 ADEA 관련 연
령차별의 구제는 연방기관인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가 담당한다.3)
ADEA 하에서 특정 연령에의 도달을 이유로 하는 강제퇴직은 원칙적으로 금
지되고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첫째, 경영간부 및 고위정책결
정자의 경우이다. 65세 이상인 자로서 퇴직 직전 2년 동안 경영간부직(a bona
fide executive) 또는 고위의 정책결정직(a high policy making position)에 고용
되어 있었고, 사용자로부터 연간 4만 4천 달러 이상의 퇴직연금을 즉시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강제퇴직이 허용된다(29 U.S.C. §623⒞⒧).4) 둘째,
주의 경찰과 소방관의 경우이다. 주정부는 경찰과 소방관의 강제퇴직을 가능케
하는 주법을 제정할 수 있다(29 U.S.C. §623⒥). 셋째, 강제퇴직 연령의 설정이
2) ADEA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용만(2004b), p.91 이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3) 2009년 EEOC는 연령차별사건 22,778건을 접수하여 같은 해에 20,529건을 처리하였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총 금전보상액은 7,210만 달러에 달한다(Rassas, 2011: 100).
4)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의 ADEA규칙에 의하면, 경영간부는 본사 주요부서의 장과 같
이 “상당수의 근로자 및 대량의 비즈니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소수의
고위직 근로자”를 의미하고, 고위정책결정자는 “기업정책의 개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조언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와 책임을 갖는 몇몇의
고위직 근로자”를 의미한다(Estreicher & Harper, 2000: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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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A에 규정된 차별예외사유인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에 해당하는 경우다. 연령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불가
결한 진정직업자격이라면 연령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29 U.S.C. §623⒡⒧).
판례에 의하면, 연령설정(제한)이 사업의 본질적 운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특정 연령 이상인 자 모두 또는 대다수가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있거나 개개인의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행불가하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면 진정직
업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Lindemann & Kadue, 2003: 219). 고용기
회평등위원회(EEOC)의 ADEA규칙(§1625.6⒝)에 따르면, 진정직업자격을 주
장하는 사용자의 목적이 공공의 안전인 경우 사용자는 연령설정(제한)이 그 목
적을 진정으로 달성하고, 비차별적인 다른 대안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Lindemann & Kadue, 2003: 220). 넷째, 다른 연방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이다.
연방의 경찰 및 항공관제사의 강제퇴직 등이 그 예이다.

2. 영 국
영국의 경우 고용 관련 영역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연령)규
칙’(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 SI 2006/1031, 이하 ‘연령규
칙’이라고 함)이 2006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5) 40세 이상의 자를 적용대상
으로 하는 미국의 법(ADEA)과 달리 영국의 연령규칙은 모든 연령의 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연령규칙 등 기존의 여러 차별금지법들은 2010년 개정 평등
법(Equality Act 2010)으로 통합·체계화되었다.6)
2006년 연령규칙 제정 전까지 정년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
다. 2006년 연령규칙은 65세를 기본퇴직연령(default retirement age)으로 정하
여7) 65세 이상의 정년과 65세 미만의 정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달리하였고, 근
5) 입법 배경과 경과,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심재진(2006), p.94 이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6) 2010년 개정 평등법은 기존의 여려 차별금지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체계화한 것으
로 관련 내용은 구미영(2011), p.80 이하에 소개되어 있다.
7) 공적연금 수급연령은 오랜 동안 남자 65세, 여자 60세였으나, 2010년부터 여자의 수급연
령이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남자와 동일하게 65세가 되고, 남녀의 수급연령은 장기적, 점
진적으로 68세까지 상향될 예정이다(심재진, 201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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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정년 후 계속근로요청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이상의 정년퇴직은 연령차별의 예외로서 불공정해고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즉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해고의 이유가 정
년인 경우 그 해고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였다(2006년 연령규칙 제30
조 ⑵, 2010년 개정 평등법 부칙 제9조, para. 8 ⑴). 둘째, 65세 미만의 정년퇴
직은 그 객관적 정당성(차별예외사유인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례적
수단’)이 입증되어야 연령차별 및 불공정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2006년 연령규칙 제3조 ⑴, 2010년 개정 평등법 제13조 ⑵ 및 제19조 ⑵⒟ 참
조). 정당한 목적에는 경영상의 필요와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 요인, 사람의 건
강과 안전 등이 포함되고, 비례적 수단은 정당한 목적의 달성에 실제로 기여하
는 수단으로 다른 합리적 대안(비차별적이거나 덜 차별적인 대안)이 없음을 뜻
한다(ACAS, 2006: 30～31). 셋째,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 예정일 등을 통지받
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수락 또
는 거절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마련했다(2006년
연령규칙 부칙 제6조 참조).
연령규칙 입법화 과정에서 영국정부는 65세 기본정년연령의 계속 필요성 등
에 관하여 재검토하기로 했었다(심재진, 2010: 107).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2010년 7월에 65세 기본퇴직연령제의 폐지계획을 발표했고(최영준, 2010: 6),
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이 2011년 4월 6일에 시행되었다.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소정의 경과조치가 끝나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다. 객관적 정당성에 관한 사용자의 입증이 있으면 정년퇴직이 허용되는데,
예를 들어 상당한 수준의 신체적 적합성이 요구되는 긴급구조업무 또는 특별한
정신적․육체적 적합성이 요구되는 항공관제업무 등에서 특히 그렇다(ACAS,
2011: 22).

3. 프랑스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은 L.1132-1조 이하에서 차별금지원칙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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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채용, 임금, 배치, 승진, 직업
훈련, 징계, 해고 등 고용영역 전반에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이 금지된다.
차별예외사유는 노동법전 L.1133-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처우의 차이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직업상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목
적을 위한 비례적인 것이라면” 허용된다(노동법전 L.1133-1조). 그리고 연령에
근거한 처우의 차이가 합법적 목적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고
(근로자의 건강·안전, 직업적 통합, 고용보호·촉진),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
단이 필수적이고 적정한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법전 L.1133-2
조 제1항).
한편 정년 관련 제도는 별도로 규율한다. 과거 판례는 근로계약관계의 자동
적 종료 내지 당연 종료를 예정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
지만,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1987년 7월 30일 법률에 의해 부정되었다(Pélissier,
Auzero, & Dockès, 2011: 440). 즉 근로자의 연령이나 퇴직연금수급권을 이유
로 근로계약의 자동적 종료를 예정하는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의 규정은 무효
이다(노동법전 L.1237-4조 제2항).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였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한편 1987년 법률은 근로자의
연령과 관련한 근로계약 종료의 새로운 방식을 창설하였는데, 이에는 ‘사용자
주도의 퇴직(mis à la retraite)’이 있다. 사용자 주도의 퇴직은 그 법적 성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 주도의 퇴직이란 사회보장법전 L.351-8조에 규정된 퇴직연금 완전액
(가입기간 부족에 따른 감액이 없는 완전액)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종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노동법전
L.1237-5조 제1항 참조). 2003년 8월 21일 법률 이전에는 60세에 도달한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주도의 퇴직이 가능했으나, 동 법률은 65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주도의 퇴직을 금지하였고, 2008년 12월 17일 법률은 사
용자의 권한을 더 제한하여 사용자가 그 일방적 의사로 70세 미만의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Pélissier, Auzero, & Dockès, 2011: 440). 현행법상
사용자 주도의 퇴직의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용자는 일방적 결정으로 70
세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Verdier, Coeuret, & Sou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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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42). 둘째, 70세 미만인 자로서 퇴직연금 완전액을 수급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근로자8)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근로자가 69세가 될 때까지 매년 1회
소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퇴직을 제안할 수 있고, 근로자가 수락하면 근로관
계는 종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노
동법전 L.1237-5조 제7항～제9항, L.1237-7조 참조).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은 경우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가 된다(노동법전 L.1237-8조).

4. 일 본
일본의 판례는 정년제의 법적 효력을 승인한다. 즉 해당 업종이나 직종에 요
구되는 근로자의 적격성이 체감하는가에 관계없이 급여가 오히려 체증하기 때
문에 정년제는 인사의 쇄신, 경영의 개선 등 기업의 조직과 운영의 적정화를
위해 행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秋
北バハ事件, 最判昭 43.12.25, 加茂善仁, 2011: 398). 정년에 관한 현재 일본의
법정책은 정년제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촉진하는 방향
으로 전개되고 있다(水町勇一郞, 2010: 193).
1986년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연령자고용안정
법’이라고 함)은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60세 정년
노력규정을 두었다(조용만 외, 2006: 103). 1994년 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
서 60세 정년을 의무화하였다(제8조).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
우 정년은 60세를 하회할 수 없도록 하였다(단, 고연령자가 종사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갱내작업의 업무에 종사하
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2004년 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2006
년 4월 시행)은 65세 연금(정액부분) 수급 개시에 대응하여 65세까지의 고연령
자고용확보조치(① 정년연령의 인상, ②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③ 정년제의 폐
지 중 하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9조 제1항). 다만, 경과조치로서
8) 2010년 연금제도 개혁에 의해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0세에서 62세로, 가입기간의 부족에
따른 감액이 없는 퇴직연금 완전액 수급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2011~2018년까지 6년간 매년 4개월씩 연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영우(2010), p.13
이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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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부터 62세, 2007년 4월부터 63세, 2010년 4월부터 64세, 2013년 4
월부터 65세로 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부칙 제4
조). 이는 법이 정한 60세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가 연금 수급개시 연령(2001년
부터 201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3년마다 1세 증가)에 도달할 때까지의 사이
에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를 통해 안정적 고용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이다.
그러나 계속고용제도(현재 고용하고 있는 고연령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고연령자를 그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9))의 경우 원칙은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 내지 고용연장하는 것이지만 노사가 합의하여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에 맞는 자만을 계속고용 대상으로 삼아도 되기 때문에10) 희망자 전원의
계속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연령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세이케 아쓰이, 2006: 13). 이런 점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정년연령을 연결시키는 것이 최소한 필요하고, 나아가
정년퇴직제 자체의 폐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세이케 아쓰
이, 2006: 14).

Ⅳ. 정년연장의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

1. 정년제 개선의 기본방향
노사의 자율에 개입하는 정년제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견해(김영문, 2004: 95)
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논의된 가장 유력한 정년연장의 방안은 연차법 제19조
상의 60세 정년노력규정을 60세 정년의무화규정(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
9)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제9조 제1항 제2호.
10)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으로 계속고용제도
의 대상이 되는 고연령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당해 기준에 근거한 제도를 도입한 때
에는 전항 제2호에 규정된 조치(계속고용제도의 도입)를 강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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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다(조용만 외, 2006: 176). 이 방
안은 연령차별금지의 틀 안에서 정년제를 금지하거나 폐지한 영미법제와는 다
른 입법정책으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원칙과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ILO 제162호 권고)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미국은 연령차별금지 적용대상 상한연령의 조정(65세→70세→폐지)을 통해,
영국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은 기본퇴직연령(65세)의 설정과 폐지를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연령 이상의 정년퇴직을 허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에 정년제의 원칙적 금지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정년퇴직이 가능한 연령기준의
인상(60세→65세→70세)을 통해 정년제를 유지해 왔다. 일본은 60세 정년의무
화 후에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 등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
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정년연장의 단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정년을 금지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60세 정년
의무화는 정년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년 도달 이전에 퇴직하는
자의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60세 정년의무화의 필요성 내지 실효성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러한 현실은 정년 이전의 퇴직이나 해고에 대한 적절
한 규율의 필요성 차원(후술하는 ‘4. 연령을 직․간접적 이유로 하는 차별적 해
고의 제한’ 참고 바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위와 같은 현실 때문에 정년
연장의 필요 내지 효과가 부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2.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60세 정년의무화는 60세 미만의 정년연령을 60세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
지만, 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케 하는 강제력은 없다. 향후 연금수급연령은 60
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인상(2013년부터 61세,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33년부터는 65세11))되기 때문에 정년연령과 연급수급연령 사이에 괴리가 발

11)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부칙 제3조)에 의해 연급수급연령은 2013～2017년 61세, 2018
～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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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괴리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과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는 정년연장의 목적에
속한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은 공적연금수급연령(65세)과 동일한 기본퇴직연령
을 정하여 그 미만의 정년퇴직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고, 프랑스도 한동안 퇴직
연금 완전액 수급연령(65세) 미만의 정년퇴직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60세 정년의무화정책이 연급수급연령과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정년연장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조용만 외,
2006: 175; 김소영, 2006: 78). 그렇지 않으면 60세 정년의무제도의 효용은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체감될 것이다.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에 따른 정년연장의 법적 강제가 최선책이지만,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의 도입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일본모델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에 대응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
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재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일본모델로는
60세 정년연령과 65세 연급수급연령 사이에 발생하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의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그 격차가 커질수록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
불안정도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2년 내지 3년 이상이 되는 시점 전
까지 활용 가능한 한시적 모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정년연장의 예외
가. 사업의 규모·성격
정년연장의 법적 강제는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조화를 이루는 정년연장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적용 예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예컨대 미국의 ADEA는 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용자
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간부와 고위정책결정자, 경찰,
소방관, 항공관제사 등의 강제퇴직을 허용한다. 일본의 고연령자고용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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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갱내작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60세 정년의무화 적용의 예외로 규정
하고 있다.
정년연장의 적용 예외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성격, 직무의 성격 등이 고려
될 수 있다. 우선, 사업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영세사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업의 성격 측면에서 볼 때 예산·정원의 제약
을 받으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경우 관련 법령에
서 정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년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연차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정년의 설정을 차별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의5 제3호).
다음으로, 직무의 성격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직종, 직책을 특
정하여 제외하는 제도적 해결방안과 연차법상의 차별예외사유(제4조의5 제1호)
해당 여부에 따르도록 하는 해석적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미국
과 일본처럼 예외의 범위를 좁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년연장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살
핀다.

나. 직무의 성격
연차법에 의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제4조의5 제3호).
연차법을 개정하여 60세 정년의무화규정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의 60세 이상 정년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정년의 설정이므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지만, 60세 미만의 정년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정년을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연령차별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차법은 “직
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제4조의5 제1
호)를 연령차별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60세
미만의 정년 설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
장하는 사용자 측에게 있음) 그러한 정년의 설정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으
며 허용된다. 그러나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60세 미만의 정년 설정이 불가피하
게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정년의 설정은 연령차별로서 이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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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차법 제4조의4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위반의 법적 효과로서 정년퇴직조
치는 부당해고가 될 것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차별적 정년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될 것이다).
60세 미만 정년 설정이 직무의 성격에 따른 연령차별의 예외 해당 여부의 문
제와 관련하여 핵심은 그 판단기준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판
례는 연령에 의한 강제퇴직을 정당화하는 연령차별의 예외사유인 ‘진정직업자
격’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판단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사용자는 사업의 본질적
운영과의 합리적 관련성, 특정 연령 이상인 자 모두 또는 대다수가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사실적 근거 또는 개개인의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행불가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65세 기본퇴직연령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법제는 사용자가 객관적 정당성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례적 수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년퇴직을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객관적 정당성의 입증은 65세
기본퇴직연령제도를 폐지하기 이전의 법제하에서 65세 미만의 정년퇴직을 허
용하는 요건이기도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처럼 엄격한 판단기준
을 확립․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60세 정년의무화 및 그 이상의
정년연장 정책의 현실적 실효성이 저하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건강 및 안전
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60세 정년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의 정년 설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미국의 진정직
업자격 관련 법리 또는 영국의 객관적 정당성 관련 법리를 준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차법을 개정하여 60세 정년의무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정년의 설정을 연령차별의 예외로 보는 현행 규정(제4조의5 제3호)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만일 위 제3호 현행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하더라도 연령차별 해당 여부
가 문제될 수밖에 없고 사용자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년의 설정
이 불가피함을 입증하여야 연령차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반면에
위 제3호 현행 규정을 존속시키면 사용자는 별도의 입증 없이 연령차별의 문제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이는 정년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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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4. 연령을 직․간접적 이유로 하는 차별적 해고의 제한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정년연령 도달 이전에 중·고령의 나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유로 하는 해고가 용인되면 정년연장은 무의미해진다. 상대적 고연령,
고임금 또는 장기재직의 근로자를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 특
히 그러하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기준이 확정
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
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3급 이상 각 직급에서 연령이 많은 직원, 재직기간이 장
기간인 직원,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을 해고대상으로 하는 기준(단, 앞의 두 기
준에 해당하는 자 중 근무성적 상위자를 제외)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연차법 제정·
시행 이전의 사례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연차법하에서도 유효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연차법(제4조의4)은 해고에서의 직접적 연령차별12)
과 간접적 연령차별13)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연차법상
의 차별금지를 적용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향후 연령과 관련된 정리해고기준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연
령차별금지의 관점에서 직접․간접차별의 법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해당 법리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정리해고의 경우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근무성적의 불량이나 업무부적합(직무수행능력의 결
여)을 해고사유로 내세우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차별적 해고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심사척도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자의금지원칙보다는 비례성원칙
12) 해고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직접적 연령차별에
해당한다(연차법 제4조의4 제1항 제5호 참조).
13) 해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간접적 연령차별에 해당한다(연차법 제4조의4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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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차별의 합리성은 달리 취급하
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까지 갖
춘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5. 60세 정년의무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 등의 효력
연차법상의 60세 정년노력규정을 60세 정년의무규정으로 개정했음에도 불구
하고 사용자가 기존의 60세 미만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는 경우 60세 정년의무규정에 의해 정년이 자동적으로 60세로 연장되
는 것인가? 전술하였듯이 60세 미만의 정년 설정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가
피한 경우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있으면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60세 정년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60세 미만의 정년은 정당화된다. 그렇
지 않은 경우 기존의 60세 미만의 정년은 무효이고 새로운 정년은 60세로 되는
법률적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강행법규에 반하
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60세 미만의 정년제를 정
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부분이 연령차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무효로 될 것이다. 무효로 된 부분은 강행법규에
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가 발생
하지만,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그러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
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60세 미만의 정년 설정 부분이 무효인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60세 정년의무규정에 의한다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으면, 60세 미
만의 정년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
분을 보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년이 폐지되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연차법에 위와 같은 명문의 법률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기법 제
9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령에 어긋나는 60세 미만의 정년을 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하거나 행정관청이 노조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중 60세 미
만의 정년을 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여
야 하는 절차가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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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0세 정년의무화는 직책, 직급에 따라 60세 미만으로 정년연령을 달리
정한 정년차등제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하위 직책․직
급의 정년을 60세로, 상위 직책․직급의 정년을 그 이상으로 정하여 또다시 차
등을 두지 않는 한, 60세 정년단일화로 귀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6. 기 타
가. 임금체계개선 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병행
연공서열적 임금체계하에서의 정년제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
체계의 개선,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정년연장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장지연 외, 2004: 348). 임금체계의 개선이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는 노사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영역의 문
제이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정년연장의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특히 임
금피크제는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조건의 설정은 현실에서 정년연장의 실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개선 또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한 정년연장의 제도
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년연장의 제도화와 더불어 임금체계의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정책의 병행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고령근로자의 직업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같은 나이의 사람 사이에도 개인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을
잣대로 사람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동일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연령편견의
제거를 목적으로 연령차별이 금지되는 것이고, 60세 정년의무화와 같은 정년제
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
신적, 육체적 능력이 쇠퇴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령근로자
가 자신의 직업능력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는 고령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 또한 그러한 사용자의 교육훈
련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 60세 정년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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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정책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조화를 이루면서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Ⅴ. 결론 : 요약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요 선진국들은 연령차별금지
법제의 틀 내에서 정년제를 금지․폐지하거나(미국, 영국), 정년퇴직을 허용하
는 경우에도 일정한 연령(프랑스, 일본) 이상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에 우리의 경우 정년제가 금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년연령에 대한 어떤 법
적 강제도 없으며(공무원 등 법정 정년제 제외), 정년실태(장기간 50대 중반 수
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60세에서 65세) 등의
상황에서 정년연장의 강제와 같은 법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
고 있다.
정년제 개선의 방향은 현행 연차법상의 60세 정년노력규정을 60세 정년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 인상과 연계한 정
년연장의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자체를 금지 내지 폐지하는 것이
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조화되는 정년연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특히 영세사업), 사업의 성격(특히 공공부문)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의 예외(다른 법령에서 규율하는 방안 포함)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60세 미만의 정년이 불가피
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석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60세 정년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의 정년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
년연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년연령 도달 이전에 중·고령의 나이를 직․간접적
이유로 하는 해고가 용인되면 정년연장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서의 연령
차별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60세 정년노력규정을 정년의
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년
의무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취업규칙 등의 부분은 60세 정년의무규정에 의
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기타 과제로서 정년연장의 제도화와 더불어 임
금체계의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고령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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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직업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미영(2011). ｢영국 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9 (3): 80～
92.
김소영(2006).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영문(2004).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
연구원.
박종희 외(2003).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세이케 아쓰이(2006). ｢일본의 연령차별금지｣. 국제노동브리프 4 (10): 3～15.
손영우(2010).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 개혁과 퇴직연령 연장｣. 국제노동브
리프 8 (9): 13～21.
심재진(2006).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과 영국의 고용관행｣. 국제노동브리프
4 (6): 94～102.
(2010). ｢한국과 영국의 연령차별금지법제의 비교｣. 노동법학 35: 95
～135.
임종률(2012). 노동법. 박영사.
장지연 외(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한국노동연구원.
조용만(2004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04b).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 영미법계의 연령․장애 차별금
지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2).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 노동정책
연구 12 (1): 87～113.
조용만 외(2006).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학술용
역연구보고서.
최영준(2010). ｢영국 정년제도의 변화 : 배경과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8 (9):
4～12.

22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3호

加茂善仁(2011). 解雇·退職. 中央經濟社.
水町勇一郞(2010). 勞働法. 有斐閣.
ACAS(2006). Age and the Workplace: Putting the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 into Practice.
ACAS(2011). Age and the Workplace: Putting the Equality Act 2010 and the
Removal of the Default Retirement Age (DRA) 2011 into Practice.
Estreicher, S. and M. C. Harper(2000).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Law. St. Paul: West Group.
Lindemann, B. T. and D. D. Kadue(2003).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Law. Washington, D.C.: Bureau of National Affairs.
Pélissier, J., G. Auzero and E. Dockès(2011). Droit du travail. Paris: Dalloz.
Rassas, L. B.(2011). Employment Law. New York: Wolters Kluwer.
Verdier, J.-M., A. Coeuret and M.-A. Sourac(2011). Droit du travail, Volume 2:
Rapports individuels. Paris: Dalloz.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조용만) 

23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tirement System
Yongman Cho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means that the contract of employment
is automatically terminated when an employee reaches a certain age. The
retirement age limit is not regulated by law. It shall be determined in the
work rules, collective agreement, etc. Employers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an employee based on age, without a just reason. However, there are the
exceptions to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One of them is where the
retirement age is set in the employment contract, work rules, or collective
agreement, etc.
This paper aims to look to ways of improving the existing retir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he retirement age limit should
be above age 60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act. Retirement age
should not be shorter than the pensionable age. Age discrimination should
be regulated more strictly in order to prevent an unjust dismissal based on
age before an employee arrives to the retirement age limit. The current wage
system needs to be changed more reasonably with improving the present
retirement system.
Keyword : retirement age, mandatory retirement, age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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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워크넷을 통한 취업알선의 성공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1) 이처럼 취업
알선의 성공률이 낮은 것은, 적합한 구직자나 기업을 우선 선별하지 않고 정보
의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주민은 주민대로 기업을 선별
하기 어렵고 기업은 기업대로 구직자 정보를 스팸메일 정도로 치부하는 상황에
기인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잡매칭을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
한 것이 아니라 정보탐색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과 주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현재 워크넷은 노동수급 당사자 간의 희망 고용조건이 완전
하게 일치될 때만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방법(hard matching)과 그와 병행하여
일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연관된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매칭(soft matching)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소프트매칭은 직업 간 유사성이나 상관관계 및 입력된
검색 조건의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관심이나 희망사항을 유연하게 반영하여
잡매칭 가능성을 높이는 검색결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드매칭보다 바람
직하다. 현실적으로 고용수급자 간의 고용조건이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잡
매칭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스매칭의 문제를 해결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는 소프트매칭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워크넷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프트매칭의 단점은 희망 근로조건
입력 후 검색되어 나타난 직업의 구직자 적합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연관성
값이 자의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워크넷 소프트매칭은 구
직자가 240만 원을 요구하고 기업이 230만 원을 제시할 때 연관성을 50%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직자와 직업의 연관성을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 거리
나 직종 그리고 임금을 전부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하고 있다.2) 이와 같이 현재
1) 본 연구에서 산출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직업알선의 성공률은 1.4%
에 불과하다.
2) 김형래(2010), 고용촉진지구 주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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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관성 값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연관성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워크넷과 고용보험에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구직자가 어떤 직업에 취업하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워크넷과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취업자의 특성을 분석하면, 구직자나 구
인자가 희망하는 조건이 전부 충족되어야만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구직자와 구인자가 감내하는 수준의 근로조건
및 희망채용조건의 차이에 대한 확률분포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러한 확률분
포를 활용하게 되면 현실적인 연관성 지수, 즉 근로조건과 채용조건에 대한 가
중치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은 워크넷(구직표, 구인표)과 고용보험 DB를 연계
하여 주민 특성과 기업 특성 간의 일치도 확률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잡매칭함수
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근로조건의 유연성과 소
프트매칭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워크넷
(구직표)과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직종별 구직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구직자
가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한국고용직업분
류표의 중분류 직종별로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덧붙여 직종코드 155(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를 대상으로 직종 및 기업 선택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Ⅴ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
하고 한계를 언급한 후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잡매칭이론(job-matching theory)은 크게 보아 개별 구직자의 미시경제학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탐색이론(search theory)과 다양한 형태의 구직자 간 상호
작용이 가져오는 거시경제학적 결과를 연구하는 이론(matching theory)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는 Mortensen and Pissarides(1994)가 처
음으로 매칭이론의 개념을 도입한 이래, Pissarides(2000), Petrongol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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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arides(2001), Shimer(2005), Eyigungor(2010) 등이 임금과 실업 그리고 경
기변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는 취약계층의 고용에 관련하여 미시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취약
계층의 고용에 관해서는 주로 취약계층의 실태 분석, 직업능력개발방안, 금전
적 인센티브(예: 고용보조금)에 대한 효과,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 취약계층이 일자리 탐색에
있어서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
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취약계층의 구인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취약계층의 구직 유연성과 중소기업의 구인 유연성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
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이장원(2001)의 연구에서는 근로취약계층의 경우
“힘든 일이라도 하겠다”는 강한 근로 동기를 가진 계층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에 더 적극적임을 지적하였다. 김성안 외(2005)는 충청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고용증진 방안을 연구하였다.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
례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유연성은 고령자가 가장 유연하며, 다
음이 장애자, 마지막으로 여성이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구인 유연성에 관해서는 송호근·설동훈(200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연성을 크게 연령, 성별, 학력, 경력으로 나누어서 분석
하였다. 이들은 연령에 가장 유연한 직종은 생산기능인력(76.7%)이었으며, 성
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인력(67.7%)이 가장 유연하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그
리고 학력에 대한 유연성은 생산기능인력(87.7%)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으로 경력에 관해서는 사무관리인력이 64.9%로 가장 유연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조인호(2009)는 워크넷의 구인·구직시스템이 하드매칭방법을 적용하여
검색조건이 복잡해지면 해당 구인정보가 안 나오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거나 정확한 직업 명칭을 모르는 경우
에는 해당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리고 오성욱(2009)은 스웨덴의 인터넷 매칭 취업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신기술(소프트매칭) 도입 및 운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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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이 일자리 매칭에 있어서 하드매칭보다는 소프트매칭을 활
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프트매칭은 사용자의 심리가 반영된 중
요도가 높은 조건과 항목별 상관관계가 높은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찾아주는 방법이다. 소프트매칭의 장점으
로는 항목에 대한 중요성과 조건(유사직종, 학력, 거리 등)에 대한 허용(tolerance)
정도에 관한 상담원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즉 소프트매칭에서는 구직자가 반경 2㎞ 내의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여도 임금이 높다면 4㎞ 거리의 일자리도 구직자에 따라 수용이 가능함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가 소프트매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도 높
은 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예외적으로 박성익·전현중 외(2009)가 잡매칭함수를 개발
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잡매칭함수는 성, 연
령과 같은 모든 특성이 동일한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부 동
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임계치의 값이 자의적
이다. 예를 들어 구직자나 구인자가 어느 정도의 임금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를 알 수가 없다. 또한 그들은 구직자가 해당 직종에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여 해당 직종에서의 잡매칭함수 값을 계산하였으나, 특정
직종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 직종에 반드시 채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주목하여, 본 논문은 워크넷과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구
직자나 구인자가 희망근로조건이나 희망채용조건에서 얼마나 유연한지를 통계
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단계의 직종선택, 2단계의 기업
선택의 두 단계로 나누어 적합한 직장을 선정하도록 한다. 희망직종과 실제직
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자는 직종 단위
로 구인을 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먼저 선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종을 먼저 선정하지 않고 모든 주민의 모
든 기업에 대한 매칭함수 값을 계산하여 적절한 직업을 알선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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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계산상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잡
매칭과정을 2단계로 구분3)하여 구직자에게 직종 및 기업을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Ⅲ. 워크넷(구직표)과 고용보험 DB를 연계한 분석

1. 직종별 취업자 특성
본 논문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워크넷에 상
용직 구직을 등록한 부산지역 거주자 94,3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4,359명 중에서 42,467명(45.0%)이 취업을 하고
51,892명(55.0%)이 취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42,467명 중
에서 42,331명에 대해서만 취업한 직종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인적특성별·직종별 취업자 특성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남자의 비
중이 높은 직종은 9(96.3%), 15(96.1%), 16(93.9%)의 순이다. 남자의 비중이 낮
은 직종은 7(5.6%), 6(12.1%), 13(19.1%)의 순이다. 성별에 따른 직종별 취업자
비중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3(66.9%), 8(65.0%)이고 낮은 직종은 23(4.3%),
11(5.2%)이다. 30대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15(39.8%), 20(39.7%), 16(39.0%)이
고 낮은 직종은 11(5.9%)이다. 40대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18(34.7%), 13(34.2%)
이고 낮은 직종은 8(3.1%)와 20(4.5%)이다. 50대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11(42.3%),
23(36.1%)이고 낮은 직종은 5(1.3%)와 3(2.0%), 20(2.0%)이다. 그리고 60세 이
상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11(36.6%), 23(25.8%)이고 낮은 직종은 3(0.0%),

3) 잡매칭과정을 2단계로 구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직종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 및
연령 정보를 법적 규제로 인하여 기업선정단계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단
계에서는 성 및 연령 정보를 같이 활용하여 직종을 선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기업을
선정하는 단계로 직업 알선 단계를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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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0.7%)과 10(0.7%)이다. 연령에 따른 직종별 취업자 비중에도 비교
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직종별 인적특성
(단위 : 명, %)

성별
취업자

남

여

연령

15~
29

30~
39

40~ 50~ 60
49 59 이상

전체 42,331 54.7 45.3 34.7 30.7 15.7 12.8
1
5,319 61.8 38.2 39.8 36.8 13.5 7.4
2 10,045 30.0 70.0 51.4 33.6 10.0 3.8
3
405 22.8 77.2 66.9 25.2 5.9 2.0
4
491 28.5 71.5 43.0 37.1 14.3 4.5
5
80 46.3 53.8 51.3 38.8 7.5 1.3
6
1,903 12.1 87.9 40.8 28.1 17.7 11.1
7
1,326 5.6 94.4 24.3 30.8 27.6 14.8
8
286 36.7 63.3 65.0 30.1 3.1 1.0
9
1,627 96.3 3.7 20.7 37.6 19.9 16.5
10
1,692 55.8 44.2 39.5 35.7 20.0 4.1
11
3,059 61.0 39.0 5.2 5.9 9.9 42.3
12
280 34.3 65.7 56.8 21.8 10.7 8.6
13
1,000 19.1 80.9 19.2 18.4 34.2 25.9
14
1,476 74.9 25.1 16.3 26.5 17.3 24.3
15
1,876 96.1 3.9 33.0 39.8 16.2 9.2
16
1,002 93.9 6.1 30.8 39.0 17.7 10.9
17
161 82.6 17.4 32.3 37.3 15.5 13.7
18
245 47.5 52.5 18.8 18.0 34.7 24.5
19
1,390 83.9 16.1 39.4 37.1 15.5 6.6
20
715 84.3 15.7 53.4 39.7 4.5 2.0
21
140 49.3 50.7 32.1 31.4 23.6 10.7
22
7,296 71.0 29.0 24.9 29.3 21.0 17.3
23
512 74.8 25.2 4.3 11.3 22.5 36.1

6.1
2.6
1.2
0.0
1.2
1.3
2.3
2.5
0.7
5.4
0.7
36.6
2.1
2.3
15.7
1.9
1.6
1.2
4.1
1.4
0.4
2.1
7.5
25.8

중졸
이하

11.5
4.1
2.2
0.5
0.0
0.0
7.3
6.6
1.4
9.2
2.4
46.5
6.1
18.3
28.1
6.2
9.5
9.3
31.8
3.5
0.0
11.4
18.8
44.9

학력
전문
고졸
대졸
대졸
이하
이상
이하
32.4 26.7 29.4
20.1 32.1 43.7
23.1 33.1 41.6
11.6 25.7 62.2
7.3 20.2 72.5
12.5 31.3 56.3
33.8 38.0 21.0
29.0 35.7 28.7
9.1 32.9 56.6
47.9 23.8 19.0
32.9 29.9 34.8
38.7
6.8
8.0
19.6 29.3 45.0
49.9 17.5 14.3
24.3 18.9 28.7
41.5 30.1 22.1
51.2 23.9 15.5
37.3 23.0 30.4
44.9 16.3
6.9
42.6 31.5 22.4
15.4 34.4 50.2
36.4 27.9 24.3
45.3 20.7 15.3
42.2
2.3 10.5

주 : 직종분류 : 01 관리직, 02 경영회계사무관련직, 03 금융보험관련직, 04 교육 및 자연
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05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06 보건의료관련직, 07 사회복
지 및 종교관련직,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09 운전 및 운송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관련직,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13 음식
서비스관련직, 14 건설관련직, 15 기계관련직, 16 재료관련직, 17 화학관련직, 18 섬
유 및 의복관련직, 19 전기 · 전자관련직, 20 정보통신관련직, 21 식품가공관련직,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관련직, 23 농림어업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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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이하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16(46.5%), 23(44.9%)이고 낮은 직종은
4(0.0%), 5(0.0%), 20(0.0%)이다. 고졸 이하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16(51.2%),
13(49.9%), 9(47.9%)이고 낮은 직종은 4(7.3%), 8(9.1%)이다. 전문대졸 이하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6(38.0%)이고 낮은 직종은 23(2.3%)과 11(6.8%)이다. 특히
전문대졸 이하의 경우는 평균비중 26.7%에 비하여 표준편차 9.0%가 작은 편이
어서, 다른 학력에 비하여 특정 직종에 크게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취업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졸 이상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4(72.5%), 3(62.2%)이고
낮은 직종은 18(6.9%), 11(8.0%)이다. 학력에 따라서도 직종별 취업자 비중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희망 및 실제 직종별 취업 여부
워크넷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을 1, 2, 3 순위로 세 개의 직종까지 5자리
단위로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DB의 정보에서는 취업 직
종을 3자리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희망직종 1, 2, 3순위 중 어느 하나만
이라도 실제직종과 3자리까지만 일치하면 직종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희망하는 직종에 ‘상관없음’이라고 답변한 취업자의 경우는 희
망직종이 실제직종과 일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분석결과, 희망 및 실제 직종이 일치한 취업자는 전체 42,331명 중에서
23,652명(5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순위가 충족된 사람은 19,819명
(46.8%), 2순위가 충족된 사람은 2,962명(7.0%), 3순위가 충족된 사람은 871명
(2.1%)인 것으로 밝혀졌다. 희망직종이 실제직종과 일치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55.7%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구직자의 특정 직종 희망여부가 해당 직종에
대한 구직자의 경험이나 능력 및 의사 등을 반영하는 유용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해당 직종 취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희망직종과 실제직종이 일치해야만 취업을 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직업알선에 있어서 소프트매칭이 중요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구직자의 희망 여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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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순위만을 기준으로 희망 및 실제 직종별 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
에 정리되어 있다. 구직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25,573명(27.1%)이 직종 2에 취
업을 희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직종 22의 8,101명(8.6%), 직종 11
의 7,214명(7.6%), 직종 15의 5,914명(6.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
여 직종 5의 213명(0.2%), 직종 17의 510명(0.5%), 직종 3의 660명(0.7%), 직종
21의 724명(0.8%) 순으로 적은 인원이 해당 직종에 취업을 희망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실제 취업자의 구성을 보면, 직종 2의 10,045명(28.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직종 15의 1,876명(8.0%), 직종 22의 7,296명(7.9%)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직종 5의 80명(0.2%), 직종 23의 512명
(0.5%), 직종 17의 161명(0.6%), 직종 3의 405명(0.7%)의 순으로 적은 인원이
해당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따르면 실제 취업자의 직종 분포는 희망했던 직종의 분포와는 다
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 직종 1(관리직)
은 3,261명이 취업을 희망했으나 실제로는 5,319명이 취업을 하여 희망자 대비
실제 비율이 16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종 22(환경인쇄목재
가구공예및생산관련직)는 8,101명이 취업을 희망하였는데 실제로는 7,296명이
취업을 하여 그 비율이 90.1%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직종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은 3,522명이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오직 286명만
이 취업에 성공하여 희망자 대비 실제 비율이 8.1%로 대단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많은 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을 하는 것
이 아니라 희망하지 않는 직종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직종에 취업한 사람이 반드시 그 직종에 취업을 희망했던 사람
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희망자 중
실제 취업자를 나타낸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원하는 직종에 취업을 한
취업자 비율은 직종 7(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에서 37.5%로 가장 높고, 다음이
직종 6(보건의료관련직)이 31.8%, 직종 11(경비및청소관련직)이 31.0%의 순으
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직종 중 7과 6에서 희망자의 취업확률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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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특정 자격증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는 구직자만 실제 취
업에 성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직종 11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
는 필요가 없지만, 3D업종으로 취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반하여 직종 8(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은 5.6%, 21(식품가공관련
직)은 5.9%, 12(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는 6.0%로 취업확률이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취업자의 희망 및 실제 직종별 취업 결과
(단위 : 명, %)

구직자
인원(A)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실제 취업자

비중

인원(B)

비중

94,359 100.0
3,261
3.5
25,573 27.1
660
0.7
1,447
1.5
213
0.2
4,399
4.7
2,239
2.4
3,522
3.7
4,681
5.0
4,885
5.2
7,214
7.6
1,577
1.7
4,098
4.3
5,216
5.5
5,914
6.3
2,679
2.8
510
0.5
1,062
1.1
3,868
4.1
1,802
1.9
724
0.8
8,101
8.6
714
0.8

42,331
5,319
10,045
405
491
80
1,903
1,326
286
1,627
1,692
3,059
280
1,000
1,476
1,876
1,002
161
245
1,390
715
140
7,296
512

100.0
3.5
28.6
0.7
1.2
0.2
4.5
2.6
3.9
5.0
4.5
7.1
1.2
2.9
5.2
8.0
2.9
0.6
0.9
4.8
2.3
0.7
7.9
0.5

주 : 직종분류는 <표 1>의 주를 참고.

실제취업자/
희망자
비율
(=B/A*100)

45.0
163.1
39.3
61.4
33.9
37.6
43.3
59.2
8.1
34.8
34.6
42.4
17.8
24.4
28.3
31.7
37.4
31.6
23.1
35.9
39.7
19.3
90.1
71.7

1순위직종 희망자 중 실제
취업자
실제취
희망자
인원
업자중
중 비중
비중
19,819
21.0
46.7
380
11.7
7.1
7,303
28.6
72.7
112
17.0
27.7
213
14.7
43.4
29
13.6
36.3
1,397
31.8
73.4
839
37.5
63.3
198
5.6
69.2
911
19.5
56.0
522
10.7
30.9
2,238
31.0
73.2
94
6.0
33.6
661
16.1
66.1
663
12.7
44.9
929
15.7
49.5
355
13.3
35.4
41
8.0
25.5
80
7.5
32.7
729
18.8
52.4
416
23.1
58.2
43
5.9
30.7
1,596
19.7
21.9
70
9.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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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잡매칭함수의 설계 및 결과 분석

1. 잡매칭함수 설계방법
1단계에서는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잡매칭(job
matching)함수를 설계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직종 중분류
의 경우는 모든 직종(1~23, 군인은 제외)에 대해서 취업확률을 추정하였다. 그
러나 직종 세분류의 경우는 1개의 직종 세분류에 한해서만 취업확률을 추정하
였다.

가. 직종선택
1단계의 직종 선택은 워크넷과 고용보험 DB의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추정에는 모수추정방법(parametric method)인 로지스틱(logistic) 함
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과 비모수추정법(non-parametric method)인 신경
망(neural network)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1단계에서 두 모형을 추정하는 데 활용되는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는 전부 동
일하다.4) 단지 추정방법만 상이하다. 로지스틱 모형은 다음과 같다
    성  연령  학력  자격증  경력
 해당직종희망여부  희망월급  희망근무지  

(1)

 = 해당직종 취업여부(0=미취업, 1=취업),  = 구직자 개인
 = 오차항
신경망 모형은 신경세포의 작동방식을 모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과거에 수
집된 자료로부터 반복적인 학습과정을 거쳐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찾아
4) 구직탐색이론에서 구직자가 직업 탐색 시 제안받는 임금 외에도 정규직 여부, 근무시간
유형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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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분석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 모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MLP
(Multilayer Perceptron) 신경망5)을 활용하였다.
우선 두 모형에서 워크넷과 고용보험 DB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종별로 사후

)을 추정하였다. 그러면 특정 구직자의 
이 클수록 그 직종에
적인 취업확률(
취업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정된 모형의 예측력을 검정하
고 가장 실제와 부합하는 모형을 선택한다. 이제 어느 구직자가 직업알선을 요

을 계산한다. 이 값이 큰
청하면, 그 구직자의 특성 및 희망 값을 입력하여 
것으로 나타나는 직종이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종이다. 직종 선정 후 2단계에서
기업을 알선하도록 한다.

나. 기업선택
2단계에서 기업을 선정할 때는 특성 간 가중치와 특성 내 일치도를 계산하여
개별 구직자별로 가장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소프트매칭의 연관성
계산을 위해서는 구직 시 고려하는 여러 특성 간 중요도를 비교하는 가중치(≡
global weights)와 특성 내 일치도(≡ local consistency index), 그리고 일치도의
확률분포(≡ consistency probability distribution)를 계산하여야 한다. 특성 간
가중치란, 예를 들어 임금이나 경력 중에서 어느 특성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특성 내 일치도란 구직자의 특성(또는 희망)과 구
인자의 희망(또는 특성)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과거
에 취업한 사람들의 특성 간 가중치와 특성 내 일치도, 그리고 일치도의 확률분
포를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구직자가 특정기업에 매칭될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워크넷과 고용보험 DB의 자료만으로는 특성 간 가중치를 추정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특성 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6)
5) MLP 신경망이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1개 이상의 은닉층을 갖는 다층구조로, 각 층
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인간의 신경과 같은 뉴런이 존재한다. MLP 신경망은 단층 신경망
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중간층과 각 단위의 입출력 특성을 비선형으로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장점이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Haykin
(1998)을 참조.
6)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특성 간 가중치 계산은 지면 제약을 고려하여 본문에 수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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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워크넷의 알선에 의하여 취업이 될 경우는 구직자의 희망 근로조건과
구인자의 희망 채용조건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조건을 비교함으
로써, 구직자 또는 구인자가 감내할 수 있는 조건의 차이에 대한 특성 내 일치
도를 계산할 수 있다.
2단계의 잡매칭함수는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  )와 그 구직자가 취업한 기업
(  )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구직자  가 그 기업  에 취업할 확률을 구하는 함
수이다. 이 함수를 활용한 취업확률이 실제취업 여부를 잘 예측하도록 잡매칭
함수를 설계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이다.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면, 그 함
수를 이용하여 구직상담을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기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번째 구직자와 그 구직자가 취업한  번째 기업에
대한 2단계의 잡매칭함수 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

(2)

여기서  와  는 각각 구직자  와 기업  의 번째 특성 값을 의미한다.
잡매칭함수는 특정 구직자가 특정 기업에 채용될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주민이 명이고 기업이 개이므로 총

×개의 함수 값이 계산된다.
특성의 개수  은 4개(학력, 경력, 희망임금, 근무지까지 거리)이며, 각 특성별
로 서로 다른 값이 존재한다(예, 특성 : 학력, 경력 … , 특성 값 : 학력 = 무학,
중졸이하, …, 경력 = 경력 개월 수). 따라서 와 는 각각 주민과 기업의  번
째 특성 값을 나타낸다. 특성 간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중치(  ; global
weights)를 포함한다. 이 값이 클수록 그 특성은 구직 혹은 구인 시 다른 특성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는 번째 특성에 대해서  번째 구직자의 특성(또는 희망)에
서  번째 구인자의 희망(또는 특성)을 차감한 일치도를 의미한다. 이 값이 0이

않았다. 가중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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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양자가 일치하는 것이고 절대 값이 클수록 양자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의미
한다. 여기서     는 번째 특성에 대해서 주민  와 기업  의 특성 값
차이에 대한 확률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

∞

    의 관계가 성립한

다. 워크넷과 고용보험 DB의 취업자 자료를 이용하여 일치도의 확률분포를 구
하면, 개별 구직자별로 개별 기업에 대한 취업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다.
구직자가 적합한 구인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구인자의 희망채용조건이 전
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성 또는 연령에 따라 차별할 수 없으므
로 워크넷과 고용보험 DB정보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단계에서 기업을
선정할 때는 학력, 경력, 희망임금, 근무지까지 거리의 정보만을 활용하여 취업
확률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근무지의 경우는 구직자의 주소나 근무예
정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직자가
거주하는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근무예정지 동의 주민자치센터까지의 거
리를 구하여 대용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하였다.

2. 중분류 직종 선택
중분류 직종(1~23)의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 표본 수는 상용직 구직자
전체인 94,359명이다. 중분류 직종별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는 0.08에서 0.34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7) 일반적으로는 표본 수에 비하여 해당 직종의 취업자 수가 적을 때   가
낮게 나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에서   가 0.30을 초과하여 예
상보다 훨씬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직종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구직자를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 이들이
해당 직종에 실제로 취업하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익도표8) <표 3>에 의하면,
7) 중분류 직종 1~23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문의.
8) 이익도표는 예측확률이 높은 상위 10%, 20%, … 등의 순으로 구간을 나누어

축에 배


열하였을 때, 실제 취업자 중에서 해당 구간에 속하는 실제 취업자의 비중(Gain %)을
축에 그린 도표이다. 따라서
잘 예측하는 것이다.

값이 작을수록  값이 크게 나타날 때, 예측확률은 실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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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분류 직종별 취업예측확률 이익도표

직종 1
직종 2
직종 3
직종 4
직종 5
직종 6
직종 7
직종 8
직종 9
직종10
직종11
직종12
직종13
직종14
직종15
직종16
직종17
직종18
직종19
직종20
직종21
직종22
직종23

상위
10%
25.1
31.3
60.9
57.4
62.5
72.3
71.1
70.6
58.1
39.8
64.9
50.0
62.1
43.1
55.5
51.7
44.1
50.8
56.9
65.7
46.4
23.4
51.3

상위
20%
19.1
21.0
14.1
17.3
13.8
6.2
11.1
11.5
12.6
13.1
18.3
9.3
8.7
14.4
17.6
16.9
19.3
11.5
14.0
13.0
8.7
17.2
20.2

상위
30%
13.0
14.6
9.4
9.8
7.5
4.4
6.2
5.6
10.3
10.6
6.3
7.9
7.3
10.0
11.1
12.7
13.7
9.8
10.4
7.7
6.5
16.1
10.4

취업예측확률 상위
상위 상위 상위
40% 50% 60%
10.5
9.7
7.0
9.5
7.0
5.8
5.2
4.5
2.0
6.1
3.9
2.4
8.8
1.3
5.0
5.5
2.7
2.5
5.4
3.2
1.3
4.9
3.5
1.7
9.0
6.2
1.2
8.7
8.2
6.6
3.3
2.1
1.4
5.7
5.4
7.1
4.6
4.9
4.2
7.6
5.8
5.5
8.5
4.2
1.0
7.7
5.3
1.2
7.5
3.7
3.1
7.0
6.1
6.1
5.5
3.0
2.7
5.3
3.5
2.7
5.8
10.9
8.7
11.1
9.6
7.0
7.0
3.3
2.9

%
상위
70%
6.0
4.6
2.5
1.4
1.3
2.2
0.5
0.3
0.7
7.0
1.1
4.3
3.5
4.8
0.7
1.9
3.1
2.5
2.5
1.5
3.6
5.4
1.8

상위
80%
4.5
3.1
1.0
1.4
0.0
2.4
0.6
0.3
0.7
3.7
1.4
6.4
1.8
3.9
0.5
1.7
1.9
2.0
2.7
0.6
5.1
4.2
1.6

상위
90%
2.8
1.8
0.5
0.2
0.0
1.3
0.5
0.3
0.9
1.5
0.5
1.8
1.6
2.5
0.7
0.4
3.1
2.0
2.0
0.0
2.9
3.5
1.4

상위
100%
2.3
1.2
0.0
0.0
0.0
0.6
0.2
1.0
0.3
0.8
0.6
2.1
1.2
2.5
0.2
0.5
0.6
2.0
0.2
0.0
1.4
2.5
0.2

주 : 직종분류는 <표 1>의 주를 참고.

많은 직종에서 이들이 실제로 취업되어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취업 예측확
률의 정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예측확률 상위 10%의 구간에서 해당 직종 전체 취업자 중 취업자의 비
중은 직종 6(보건의료관련직)에서 7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직종 7(사회
복지 및 종교관련직)과 직종 8(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에서 각각 71.1%과
70.6%이다. 그 밖에 60%를 상회하는 직종이 직종 20(정보통신관련직)의 65.7%,
직종 11(경비 및 청소관련직)의 64.9%, 직종 5(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의 62.5%,
직종 13(음식서비스관련직)의 62.1%, 직종 3(금융보험관련직)의 60.9%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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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0%를 상회하는 직종의 수가 16개로 나타나 전체 직
종 수 23개의 69.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취업예측확률 상위 10%의 구간에서 해당직종 전체 취업자 중 취업자
의 비중이 직종 22(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에서는 23.4%, 직종
1(관리직)에서는 25.1%로 낮게 나와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확률이 낮아질수록 실제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지역의 1년간 워크넷과 고용보험을 연계한 자료에 의하면 구직자 94,359
명에 대하여 총 923,444건의 알선이 이루어져서 일인당 알선건수는 9.8건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워크넷 알선으로 인하여 취업한 구직자의 수가
12,895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알선 성공률은 1.4%에 불과하다. 이로부터 취
업자 일인당 알선건수를 계산해 보면, 7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계산한 대로 구직자에게 직종을 추천할 경우, 알선 성공
률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
7에서 상위 10% 구간의 구직자는 8,078명이고 실제 취업자는 1,375명이다. 따
라서 이 구간의 예측 정확도는 17.0%(=1,375/8,078 ×100)에 달한다. 즉 6명을
이 직종에 알선할 경우 대략 1명이 직종 7에 실제로 취업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그리고 직종 15의 상위 10% 구간에서는 예측 정확도가 12.5%(=1,038/8,327×
100)인 것으로 나타나, 8명을 알선할 경우 대략 1명이 직종 15에 실제로 취업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2단계에서 기업을 알선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추정은 실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직종 추천방식을 채택할 경우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기존의 방식보
다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3. 세분류 직종 및 기업 선택
가. 직종선택
본 연구에서는 세분류 직종의 사례로서 직종 155(금형및공작기계조작원)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직종 155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부산의 전략산업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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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직종으로 부산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둘째, 워
크넷(구직표, 구인표)과 고용보험 DB의 표본 내에 112명/개의 취업자가 존재하
여 소표본(small sample)에 의한 자료 왜곡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다.9)
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종 155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는 0.221로 나왔으며,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
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확률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 비하여 연령이 많아질수록 계수 값이 음수로서 절대 값이
커지고 유의도도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졸 학력자가 중졸 이하 학
력자보다 유의하게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전문대졸이나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졸학력자의 취업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격증 유무나 다과는 취업확률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력은 많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가 커지고 유의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구직자보
다는 경력이 많은 구직자가 취업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만~300만 원 미만 월급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채용확률이 5% 수
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적은 월급을 희망하거나 더 높은
월급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경우는 취업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울산과 경남을 근무지로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 이 직종의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종 155를 희망한 경우 동 직종에 채용될 확률이 매우 유의한

9) 제Ⅲ장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구직표와 고용보험 DB 연계자료에서는 구직자가 94,359명이
고 직종 155에 취업된 사람은 564명(전체의 0.6%)이다. 이 중에서 워크넷 알선에 의하여
취업된 구직자의 수는 101명이다. 따라서 잡매칭함수 2단계 분석에서 활용되는 워크넷(구
직표, 구인표)과 고용보험 DB 연계자료에서도 표본 수는 101명이어야 한다. 그러나 표본
추출 시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구직표, 고용보험, 구인표 DB 연계자료의 직종 155 취
업자는 1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100명만이 제Ⅲ장의 구직표와 고용보험 DB
연계자료와 매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본 수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세
분류의 직종선택에서는 564명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기업선택에서는 112명을 표본으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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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 구직자 대상 직종 15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남자더미
30대
40대
연령
50대
60대 이상
고졸
학력
전문대졸
대졸 이상
1개
자격증
2개 이상
1년 미만
3년 미만
경력
3년 이상
150만 미만
200만 미만
희망
월급
300만 미만
300만 이상
울산경남
수도권
희망
근무지 기타
상관없음
희망직종155더미
상수항

계수 값(B)

표준
편차

유의
확률

Exp(B)

2.258***
- .193*
- .386***
- .698***
-2.163***
.486**
.089
- .360
.087
.097
.445**
.559***
.567***
.161
.393
.542**
.166
.555***
-1.033
.047
- .171
2.658***
-7.853***

.203
.110
.141
.179
.433
.198
.221
.233
.124
.124
.194
.132
.112
.274
.272
.276
.350
.203
.719
.600
.253
.096
.358

.000
.080
.006
.000
.000
.014
.686
.122
.483
.435
.022
.000
.000
.556
.149
.049
.635
.006
.150
.938
.500
.000
.000

9.568
.825
.680
.498
.115
1.626
1.094
.698
1.091
1.102
1.560
1.748
1.763
1.175
1.482
1.719
1.181
1.742
.356
1.048
.843
14.264
.000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6.430
14.238
.665
1.023
.515
.896
.351
.706
.049
.269
1.102
2.398
.708
1.688
.442
1.101
.856
1.390
.864
1.404
1.067
2.280
1.351
2.264
1.417
2.194
.687
2.010
.869
2.527
1.002
2.950
.595
2.342
1.169
2.594
.087
1.455
.323
3.397
.514
1.385
11.818
17.216

   0.221 /    
주 : *, **, ***는 유의수준 0.10, 0.05, 0.01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직자가 직종 155를 희망할 경우, 그 희망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종 155에 대한 이익도표를 그린 결과는 [그림 1]이
다. 로지스틱 분석에 의하면, 직종 155 전체 취업자 중에서 56.2%가 상위 10%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 20%까지 포함하면 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경망 분석에 의하면, 그 비중이 각각 49.0%와 63.2%로 로
지스틱 분석의 결과에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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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 구직자 대상 직종 155 분석의 이익도표

나. 기업 선택
자료 이용이 가능한 직종 155의 취업자 112명과 기업 112개의 매칭표본(112
개 표본)만을 대상으로, 2단계 잡매칭함수 일치도의 확률분포를 구하였다.  번
째 구직자와  번째 구인자의 번째 특성에 대한 확률분포가 바로 잡매칭함수
의 일치도 확률분포인      이다.
1) 특성차이별 확률분포
학력의 일치도에 따른 빈도 및 표준화된 확률분포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구직자 학력과 구인자 요구학력의 평균이 일치할 때는 0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학력차이가 0일 때의 빈도가 제일 큰 것이 아니라 학력차이가 3일 때의 빈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차이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난 것은 표본 수가 작
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률분포를 유연하게(smoothing) 하기 위하여 정규분포로 표준화시
키도록 하였다. 표준화된 확률분포에서도 0에서가 아니라 2 이상에서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학력에 비하
여 평균적으로 학력과잉(over-qualified)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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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력차이의 빈도 및 표준화된 확률분포

경력의 일치도에 따른 빈도 및 표준화된 확률분포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경력차이가 0에 근접한 수준에서 빈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구직자 경력
과 구인자 요구경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확률분포
가 정규분포와 유사하므로 확률 값을 구하기 위하여 정규분포로 표준화시키도
록 하였다.
[그림 3] 경력차이의 빈도 및 표준화된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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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구직자의 경력이 구인자의 요구경력과 비교적 잘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는 경력직원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기업이 경력직 사원을 채용할 때는 신입직
원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희망임금의 일치도에 따른 빈도 및 표준화된 확률분포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구직자 희망임금과 구인자 제시임금 차이의 확률분포는 0이 평균인 정규
분포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가 희망하는 임금을 다 받지 못하
고 취업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상당
히 의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록 확률은 낮지만, 구직자가 희망하는 임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으로도 취업이 된다는 것은 더욱 의외
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시장에서 구직자의 협상력이 약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취업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
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본 결
과가 희망임금의 차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구직자와 구인자가 임금에 관하여
어떻게 합의를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실제
로 임금의 결정과정에서는 구직자보다는 구인자의 의사가 더 반영되었을 여지
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희망임금차이의 빈도 및 표준화된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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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거리차이의 빈도 및 표준화된 확률분포

거리에 따른 빈도 및 표준화된 확률분포는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예상하는
바와 일치하게, 거리가 멀수록 취업확률 값은 작아지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정규분포함수가 아닌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확률분포를 구하였다.
부분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져도 취업확률 값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 이유는 표본
수가 작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거주지 주변에 직종 155를 고용하는 제조업체
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잡매칭함수
잡매칭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성 간 가중치(  )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취업에 실제 성공한 구직자/구인자만의 자료를 활용하여 잡매칭
함수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 간 가중치의 경우는 구직자의 가중치와
구인자의 가중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표 5>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구직자
와 구인자의 가중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중치를 모두 사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개별 특성별 차이 값의 확률분포가 곧 잡매칭함수의 일치도의 확률분포,

     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특성의 범주를 모두 10개로 분류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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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따라서 모든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잡매칭함수 값은 <표 5>와 <표 6>의 결
과를 이용해서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표 5> 잡매칭함수 값 : 
학력

경력

임금

거리

구직자

0.220

0.263

0.264

0.253

구인자

0.196

0.297

0.310

0.197

주 : 구직자의 경력 가중치는 이용가능하지 않으므로 대신 희망직업과의 일치도를 대용
변수로 사용하였음. 그리고 거리는 출근소요시간 가중치를 사용하였음.

<표 6> 일치도 확률분포 :     
(단위 : 개월, 만 원, km)

범주

학력차이
최소값

최대값

경력차이
확률

월급차이

최소값

최대값

확률

최소값

min

최대값

거리
확률

최소값

최대값

확률

-143.4 0.00117

0.00

3.37

0.30809

3.38

6.75

0.21317

1

min

-3.504 0.00171

min

-241

0.00012

2

-3.503

-2.560 0.00632

-240

-175

0.00243 -143.3

-110.8 0.00766

3

-2.559

-1.617 0.02152

-174

-109

0.02470 -110.7

-78.2

0.03568

6.76

10.13

0.1475

4

-1.616

-0.673

0.0562

-108

-43

0.12079

-78.1

-45.6

0.10734

10.14

13.51

0.10205

5

-0.672

0.271

0.11264

-42

23

0.28569

-45.5

-13.0

0.20886

13.52

16.90

0.07061

6

0.272

1.215

0.1733

24

89

0.32777

-12.9

19.6

0.26308

16.91

20.28

0.04886

7

1.216

2.159

0.20468

90

155

0.18248

19.7

52.2

0.2145

20.29

23.66

0.0338

8

2.160

3.102

0.18559

156

221

0.04921

52.3

84.8

0.1132

23.67

27.04

0.02339

9

3.103

4.046

0.12918

222

287

0.0064

84.9

117.4

0.03865

27.05

30.42

0.01619

10

4.047

max

0.10886

288

max

0.00041

117.5

max

0.00986

30.43

max

0.03634

주 : 학력차이를 구할 때는 무학=0 또는 상관없음, 초졸=1, 중졸=2, 고졸=3, 전문대졸
=4, 대졸=5, 석사=6, 박사=7의 값을 사용하였음. 구인자의 경우 최저학력과 최고
학력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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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잡매칭함수는 현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으로 워크넷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단계에서 직종을 선택하는 데 활용한 변수의 수
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분리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 변수의 범주를 더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의 한계는 구직ㆍ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
연령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제Ⅲ장의 직종별 취업자 분석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성과 연령별 정보는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잡매칭에는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비공개를 전제로 워크넷에
서 성과 연령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잡매칭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중분류 직종에 대한 직종 선택과 하나의 세분류
직종선택 및 기업선택으로만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본 논문이 잡매칭함수의
활용가능성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데 연구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잡매칭함수가 직업상담의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중분류만
이 아니라 세분류 이하의 모든 직종에 대해서도 잡매칭함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잡매칭함수를 토대로 서론에서 언급한 연관성 지수를
계산할 때, 잡 미스매칭(job mismatch)의 문제는 해소되고, 구직자의 취업률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인·구직조건의 유연성을 고려한 잡매칭함수의 개발(박성익·조장식·전현중·김종한·류장수) 

49

참고문헌

김성안 외(2005).「충청지역 취약계층 고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
교 사회과학연구소.
김형래 외(2009).「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이동 행태분석 및 효과적 취업알
선매칭 기법 선별」.『이슈분석』4. 한국고용정보원.
박성익․김종한․전현중․조장식․곽소희(2009).「근로조건의 유연성과 잡매
칭함수 도입」.『지역고용연구』2 (2). 한국지역고용학회.
박성익․전현중․조장식․곽소희(2009).「고용촉진지구 중소기업ㆍ주민 잡매
칭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경성대학교.
송호근․설동훈(2001).「중소기업 인력부족실태 및 대응방안」. 노동부 연구보
고서.
오성욱(2009).「스웨덴의 강화된 인터넷 매칭 취업서비스 및 정책시사점」.
『직업과 고용서비스연구』4 (1): 39〜48.
이장원(2001).「근로취약계층의 노동연계복지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연
구보고서.
조인호(2009).「취업정보 알선/매칭 효과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매칭 및 직업
유사성 연구」. 미출판. 한국고용정보원.
최창곤(2006).「전북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연구」.『경제연구』
24 (4): 67〜98.
한국고용정보원(2009).「소프트매칭 해외활용 사례조사 출장결과 보고서」. 한
국고용정보원.
Eyigungor B. (2010), “Specific Capital and Vintage Effects on the Dynamics of
Unemployment and Vacancies.” America Economic Review 100 : 1214
~1237.

50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3호

Haykin, Simon(1998). Neural Networks: A Comprehensive Foundation (2 ed.).
Prentice Hall.
Mortensen, D. and C. Pissarides(1994).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the
Theory of Unemploy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61 (3): 397~415.
Petrongolo, B. and C. Pissarides(2001). “Looking into the Black Box: A Survey
of the Matching Func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 (2): 390
~431.
Pissarides, C.(2000). 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 (2nd ed.). MIT Press.
Shimer, R.(2005). “The Cyclical Behavior of Equilibrium Unemployment and V
acancies.” American Economic Review 95 (1): 25~49.

구인·구직조건의 유연성을 고려한 잡매칭함수의 개발(박성익·조장식·전현중·김종한·류장수) 

51

abstract

Development of Job Matching Function
Sungik Park, Jangsik Cho, Hyunjoong Jun,
Jonghan Kim, Jangsoo Ryu
Currently worknet set up correlation values for soft matching arbitrarily.
In order to compute rational correlation values, this study develops job
matching function by combining worknet and employment insurance DB and
deriving probability function of consistence between characteristics of job
seekers and potential employers. In the first stage of job matching function
development, medium–level job category is selected for job seekers, and in
the second stage firm is selected. Major results are the followings : First,
it is reliable to select job category for job seekers since logistic analysis offers
credible results. Second, it is found that probability functions by characteristics
are consistent with expectations and computed job matching function is
appraised to have good fit of job matching process.
Keywords : soft matching, job matching function, worknet, employment insuranc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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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별 기업이 구사하는 상이한 유형의 혁신전략을 단계적 제품개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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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경우 한국보다 사회적ㆍ제도적 조건, 특히 직업훈련과 지역의 배태성
요인이 기업의 혁신전략과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향후 고용증대와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내의 저기술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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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오래 전부터 정책적 측면에서는 물론이려니와 학술적 논의에서 사회발전의
전망은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개념 속에서 이해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지식사회가 과학적 지식, 신기술, 고기술 혁신
(high-tech innovations)에 근거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경제영역은 미래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서 부차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
적인 견해는 고기술 산업이 미래성장과 고용의 핵심열쇠이며, 따라서 R&D투
자에 고기술 산업 육성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고기술
산업이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러한 전망 속에서 고기술 산업에 기초하지 않은
산업, 즉 저기술 산업이 기술발전 및 가치사슬의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
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OECD통계는 역설적으로 저기술 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매출
대비 R&D 투자비중(매출액 대비 R&D투자 지출)을 공통분모로 한 국제비교연
구에서1) OECD는 매출액의 5% 이상을 R&D 비용으로 지출하는 산업을 ‘고기
술(high-tech) 산업’으로, 매출액의 3～5%를 R&D 비용으로 지출하는 산업을
‘중고기술(medium-high-tech) 산업’으로, 매출액의 3% 이하를 R&D 비용으로
지출하는 산업을 ‘중저기술(medium-low-tech) 산업’ 혹은 ‘저기술(low-tech) 산
업’으로 분류한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비연구집약적 산업(non-reserch-intensive
industries)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제약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기계공학이 고기술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가구장치, 가전제품, 식품, 제지,
인쇄, 출판, 목재, 금속주물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중저기술 산업으로
간주한다.
1) 이 지표는 R&D 전문가에 대한 기업의 내부투자(in-house expenditure)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조직에 할당한 R&D 과제에 대한 투자 및 외부유입비용도 포함한다(OECD, 200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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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비중 지표에 따르면 저기술 산업은 모든 산업국가의 고용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EU15개국에서 제조업 고용의
60% 이상이 저기술 산업에서 창출된 반면, 고기술 산업의 고용비중은 10%에
불과하였다(OECD, 2005). 한편 1980년대 이후 부가가치 창출이 저기술 산업
에서 감소한 반면, 고기술 산업에서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OECD경제
에서 저기술 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실제로 고용의 관점에서 볼 때 저기술 영역은 오히려 높은 비중과 안정성
을 보여주고 있다(Kaloudis et al., 2005). 모든 중소기업을 저기술 산업으로 간
주할 수는 없지만, 국내의 경우도 중소기업은 국내 총 사업체의 99.8%를, 종사
자 수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크다(배규식 외, 2006). 나아가서
고기술 산업국가에서도 저기술 영역의 혁신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일련의 실
증연구들이 있다(Schmierl, 2000; Tunzelmann and Acha, 2005). 그러한 점에서
저기술 산업의 혁신은 지식기반 경제에서도 결코 모순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Hirsch-Kreinsen, 2008).
국내에서도 고용의 측면에서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은 정책적 측면에서나 학술적 관심에서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 소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토로 내세운 연구
는 작업장혁신(일터혁신)이나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자의 경우 주
로 인력수급이나 직업훈련에(강순희, 1998; 배규식 외, 2006; 전명숙 외, 2010),
후자의 경우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김영배, 2005; 민철구 외, 2005; 김선화
ㆍ서정대, 2009; 장선미ㆍ김한준, 2009)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성공한 강소기업을 벤치마킹하여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유형의 연구로부터 다수의 저기술 중소기업 성공요인을 찾
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기술혁신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이병헌ㆍ강원진ㆍ박상문(2008)의 연구에 의하면 혁신형 중소기
업들이 일반기업들에 비해 기술혁신 성과나 경영성과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 기업의 혁신전략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이러한 이론적 틀을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기술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을 위해서는 그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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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는 차별화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전략적 함의와 성공요인을 설명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논문은 제한된 틀에서나마 사례분석을 통
해 저기술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
기술 중소기업의 특성상 사례연구는 대기업의 경우와 달리 매우 제한적인 틀
(면접시간과 가용자료) 내에서 이루어지며, 일관된 특성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된 사례연구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설명보다는 그러
한 사례의 특성을 중심으로 모형을 도출해 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저기술 중소
기업 혁신전략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들, 즉 지식, 조직과 경영, 가
치사슬과 네트워크, 사회적ㆍ제도적 조건 등을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
적을 둔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관련된 이론이 체계적이기보다는 연구시각과 대
상에 따라 분산되어 있으므로, 선행연구에 관한 이론은 각각 관련된 챕터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제II장에서는 저기술 중소기업 혁신전략을 유형화하고, 제
III장에서는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간략한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제IV장에서는
분석모형에 근거하여 저기술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의 내재적 조건을, 제V장에
서는 외부환경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의 영역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
는 논의한 혁신전략의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Ⅱ. 저기술 중소기업 혁신의 필요성

1. 저기술 혁신의 이론적 근거
지난 수년 동안 저기술, 즉 비연구집약적 산업분야가 경제혁신과 관련된 논
쟁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분야는 완전히 다른 산업분야와 분리되
는가? 그리고 이러한 분야는 기술 및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서 자신의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일례로 Mendonç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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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zelmann and Acha, 2005; Smith, 2005; Hirsch-Kreinsen et al., 2005). 이러
한 문제는 대략 두 가지의 문제점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첫째, 혁신과정의 복
합성이 측정가능한 규모의 투입량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비중
(R&D intensity) 지표는 기술의 단순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과 산
업분야의 기술적 특수성을 엄밀히 분석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없다. 둘째, 혁신
경제가 추구하는 범주화 개념에 따라 다양한 개별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사한 기술 혹은 유사 제품과 같은 특징을 통해 비연구집약적 부문을 유형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기술 유형의 혁신과정의 개별적 계기들은 기껏해야
중요한 요소나 규모에 정보를 주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부문에서 개발된다. 이
와 관련하여 혁신의 ‘핵심동인(key driver)’으로서 수요구조, 응용기술적 잠재
력, 전략적 기업결정, 특수한 기업구조 등이 언급될 수 있다(Tunzelmann and
Acha, 2005: 414ff.).
아래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사회구조적 조건에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일련
의 고전적 혁신연구에서 보여준 경제적 선입견을 일정하게 극복하는2) 비연구
집약적 기업에 전형적인 혁신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제도주의
를 지향하는 ‘혁신연구’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제도주의적 접근은 사회구조적
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과정의 시스템, 그리고 그것의 진화적 성격을
강조한다(Freeman, 2002; Edquist, 2005; Werle, 2003). 사회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방식보다는 다른
조직과의 협력과 상호의존 상태에서 혁신을 수행한다. 조직행위는 제도에 의해
형성되며, 제도는 다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와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제도와
조직은 지식의 창출과 상업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요인이다. 혁신은 그러한
‘혁신 시스템’ 내에서 등장한다(Edquist, 2005: 182)”.
슘페터가 말했듯, 혁신은 유용한 자원을 끊임없이 재결합하는 ‘사회시스템’
의 특성에 내재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Fagerberg, 2005:
4ff.). 혁신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해되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점증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 혹은 ‘기술적 혁명’과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 등을 구별하는 데
사용된다(Werle, 2003: 9f. 참조).
2) Sutton(1991)은 자본 및 비용측면, 시장과정, 기업전략을 통해 기술영역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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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의 이론에 기초한 ‘혁신시스템’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전망을 포괄하고
있다. 초기 선행연구로 잘 알려진 ‘혁신의 국가 시스템(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에 대한 사례 연구(일례로 Lundvall, 1992; Nelson, 1993)는 혁신시
스템이 국가별로 특수한 제도와 구조에 의해서 규정되며, 따라서 나라별로 차
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접근은 몇몇 기업이
특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특별히 제한적인 기술영역 혹은 경제분야에도 관계한
다(Carlsson, 1995; Malerba, 2004).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시스템 개념도 이러
한 접근방식에서 다루어지고 있다(Braczyk et al., 1998).
전반적으로 혁신시스템 접근은 경제영역에서의 혁신능력을 분석함에 있어서
총체성과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다양한 행위와 구조영역을 결합시
킨다(Malerba, 2004). 첫째, 지식, 조직, 네트워크의 차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지식은 혁신의 강도와 경과, 혁신과정의 조직, 특히 기업과 같은 참여 조직의
행위능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하나의 혁신시스템은 시스템
내의 특수한 지식기반을 통해 특성화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다양한 지식형태
와 지식영역에 결합된 특수한 지식의 자원이다. 기업은 혁신시스템의 중요한
행위자이다. 기업들은 특수한 공정 및 조직구조, 능력, 전략적 목표 등과 같은
요인을 통해 구별되고, 나아가서 이들은 고객, 유통업자, 컨설턴트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학문, 금융서비스업자, 정치제도와 같은 다양한 조직과
긴밀한 교환관계를 맺고, 부분적으로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러한 상호 교
환관계는 기술발전과 혁신의 상업화에 중요한 지식의 이전과 생성을 목표로
한다.
둘째, 제도적 규제와 사회 거시영역의 전반적 상황은 혁신시스템의 구성적
요인이다. 이는 혁신조직의 행위와 목표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직 간의 교환과
정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요인들의 엄밀화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혁신과
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Lundvall, 1992: 13f.; Freeman,
2002: 194f.). 예컨대 노동시장의 규제형태,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 학문 및 연
구시스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제구조, 국가의 혁신 및 기술정책의 규제와 규
범 등이 이에 속한다. 총체적인 혁신시스템 개념은 이러한 제도가 국가, 지역,
산업부문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확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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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개념은 개념의 보편성과 불분명한 이론적 근거로 인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일련의 비판으로 Bruun and Hukkinen, 2003; Werle, 2003). 뿐
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 혹은 제한적인 산업부문이나 기술영역이 분명하게 구분
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개념을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저기술 산업 부문
에 손쉽게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행위 요인과 구조적 연관관계는 저기술 산업의 혁신을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과학적 지식만이 혁신의 근원
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의 형태와 지식의 근원이 주목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우 특정한 공학(technology)이나 기술(technique)에 초
점을 맞추는 협소한 시각은 피하게 될 것이다. ‘혁신시스템’ 개념의 또 다른 장
점은 혁신과정이 구조적 조건의 연관 속에서 분석되고, 따라서 사회적 배경 내
에서 설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비연구집약적 혁신의 연구
를 위해 유용한 분석적 도구가 될 수 있다.

2. 저기술 중소기업 혁신전략의 유형화
저기술 영역의 혁신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비연구집약적 기업
의 혁신 형태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때 혁신에 대한 개념규정은 중요한 분석
적 출발점이 된다. 우선, 혁신시스템 내에서 핵심개념인 행위자는 경제적, 사회
적 배경 속에서 전략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혁신의 구체적 내용은
혁신의 범위, 주요 혁신대상, 추동력,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 등
과 같은 특징을 통해 구별된다. Hirsch-Kreinsen(2008)은 이와 관련하여 혁신을
경험적으로 세 가지 형태, 즉 기존 제품의 개발, 고객지향적 판매전략, 새로운
공정기술로 유형화하고 있다.3)

가. 단계적 제품개발전략
첫째 혁신유형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기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혁신유형이다. 이는 소재, 기능, 품질뿐만 아니라 제품의 구조와 기술적 토
3) 이하의 주요 이론적 내용은 임운택(2009)에서 다룬 내용을 대폭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60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3호

대를 유지하면서 생산비용과 같은 개별 제품 요소가 개선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단계적 제품개발전략을 구사한 기업유형을 ‘표준적 생산자’
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대체로 제품혁신을
위한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기존의 시장 및 고객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제품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로, 시리즈로 생산되고 있으며 낮
은 복잡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제품에 사용된 공정기술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변화된 제품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응될 뿐이다.
최종생산자인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지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자동차산업에서 특수용도로 주형화된 제품이나 소
결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이다. 표준적 생산자
의 예외로서는 단순 공정과정 속에서 싼 재료를 가지고 대량부품 혹은 표준부
품과 같이 매우 단순한 제품의 개발과 제작에 집중하는 기업유형이 있다. 제품
혁신은 종종 높은 비용압박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에서 비롯된다. 대표적 사례
로 단순한 산업용 발열체(heating element) 생산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기
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지난 수년 동안 발전되지 않았거나 기껏해야 재료의 특
성변화로 인해 부분적인 발전이 있는 정도이며, 제한된 활동이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과정 속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유형은 경계를 짓기 어려운 비연
구집약적 산업부문의 ‘하위’부분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기업은 특정한 경쟁 및
비용압력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제품은 손쉽게 모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
순 생산자’ 유형으로 분류된다.

나. 고객지향적 판매전략
둘째 혁신유형은 전략적으로 기업의 판매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
하는 제반 조치를 특징으로 한다. 이때 혁신의 대상은 제품뿐만 아니라 공정과
정 모두 해당된다. 혁신을 위한 유발 동기는 시장이나 고객이며, 그러나 종종
그와는 별개로 특수한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경영진의 전략적 결정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혁신의 내용은 유행을 추구하는 제품 디자인, 제품의 기능적․
기술적 재평가, 변화하는 고객욕구에 대한 빠른 적응, 니치 시장(niche market)의
활용, 브랜드 개발 전략, 물류(logistics)와 유통시스템의 의도적 분리,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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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서비스 활동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제품개발이 예측가능한 주기적
유행을 겨냥하고, 기존 제품생산라인의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섬유와 의류
산업, 가구와 피혁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전략과 기업 활동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일례로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거대 도매업자가 기존의 제품과는 차
별화된 사무용가구를 가구회사에 대량으로 단기주문하면, 해당 업체는 단기간
에 다양한 형태로 공급 스펙트럼을 확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활동의 공
급을 통한 생산기능의 개선, 특정고객을 겨냥한 물류기능의 확장을 추구한다. 한
편 주요 고객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단순화시키는 B2B(Business to Business)
포털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고객과 관련된
혁신활동은 여러 경험사례에서 보듯 다수의 저기술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이러한 혁신기업은 일종의 ‘문제해결자’ 유형(problem solving type)
에 해당된다.

다. 공정전문화전략
셋째 혁신유형은 주요 혁신활동이 기술적, 조직적 공정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은 부분적으로 공정구조가 매우 현대적이고 자동
화되었으며, 자본집약적인 공정기술을 투입한 일련의 기업에서 발견된다. 이
들 기업은 품질 개선과 생산시간의 단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산비용의 개
선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혁신조치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단점을 제거하기 위
한 지속적인 조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용상의 문제로 전체 생산
라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공정변화와 같은 형태의 포괄적이고 급진적
인 혁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혁신 기업은 ‘공정전문가(process
specialist)’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례로 기계부품, 합성자재 부품, 철판가
공업체는 생산성과와 공정의 엄밀성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에 도달한 공정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기술적인 복합과정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야만 하는 제지업체나 식품업체의 소모적 공정과정도
여기에 해당된다. 흡사 의도되지 않은 부산물처럼 이러한 기술적, 조직적 조건
아래서 제품 질의 개선과 유지가 이루어진다. 높은 기술수준과 자동화정도와
함께 이러한 혁신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표

62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3호

준기술에 근거한 공정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혁신유형은 높은 R&D 투자비중을 지닌 산업부문의 혁신유형(Jürgens
and Sablowski, 2005)과는 주요 강조점과 목표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
고 있다. 혁신의 연속형태를 엄밀하게 관찰할수록 특수성은 보다 명백해진다.
혁신연구에서 취하는 범주를 따라서 볼 때(Henderson and Clark, 1990), 비연구
집약적 혁신유형은 한편으로는 ‘점증적’ 혁신유형, 다른 한편으로는 ‘구성적
(architectural)’ 혁신4)이라는 제한된 스팩트럼의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다. 두 개
의 혁신유형이 지니는 공통분모는 혁신이 주어진 기술적 핵심개념과 지식을 활
용하고, 미리 설계된 경로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기술적 개념이나 발전경로와 결별하는 ‘급진적’ 혁
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한 급진적 혁신은 일반적으로 고기술 분야에서 전형
적이고, 저기술 분야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점증적 혁신은 디자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채 개별 요소의 개선을
통해 특정한 제품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
례로 소규모의 제품 개발 전략을 구사하는 표준 생산자 혹은 단순 생산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반대로 구성적 혁신개념은 실행 중인 기술 개발경로를 이탈하
지 않은 채 기존의 구성요소를 새로운 제품 디자인 혹은 제품공정과정의 새로
운 기술적, 조직적 구조에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거의 변화되지
않은 제품 요소와 모듈을 새로운 제품과 결합시킴으로써 고객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문제해결자’ 유형이 해당된다.

Ⅲ. 사례분석 모형과 연구방법

1. 사례분석 모형
이 연구는 그간 중소기업 혁신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4) architectural innovation은 국내의 관련 논문에서 대부분 ‘아키텍처 혁신’으로 거의 사용
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의미를 살려 ‘구성적’ 혁신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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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술 혹은 비연구집약적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들이 시장에서 일
정하게 성공한 요인과 전략을 탐색하고 유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진행되
었다.
이 연구의 기본 가설과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저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전
략을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 능력과 주변환경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 제품
개발, 고객지향적 판매전략, 공정전문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기업의 혁신성과
는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특성이 네 가지 혁신요인, 즉 지식기반, 경
영진의 능력과 조직구조, 가치사슬, 사회적ㆍ제도적 혁신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때 혁신요인은 기업내부의 역량(학습에 의한 경험적ㆍ활용적 지식, 경
영진의 소통능력과 조직구조)과 외부요인(네트워크와 국가정책 및 제도)을 포
함한다. 기업이 내부역량과 외부조건이 성공적으로 결합하면 기업 본래의 혁신
유형은 다른 혁신유형과 상호작용을 통해 본래의 기술과 혁신전략을 업그레이
드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정책과 제도의 수혜자인 중
고기술의 중소기업(실제로는 대다수는 중견기업)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그림 1] 이론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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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에 근거하여 애초에 단계적 제품개발에 의존한 표준생산자, 고객지향
적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문제해결자, 공정전문화를 추구하는 공정전문가 유형
의 저기술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개별적 혁신요인과, 그러한 혁신요인이 고객
혹은 기업 간 가치사슬의 연관 속에서 보이는 상호교환 작용을 이론적 측면에
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이 기존의 혁신전략을 강화하거나 새로
운 혁신유형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피드백과정이 중소기업 기술의 업
그레이드와 혁신전략의 다각화, 나아가서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중저기술 기업의 혁신전략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사례연구 분석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중고기술 중심의 강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이 연구는 (중)저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가, 기존의 연구에서 저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저기술
혁신전략에 관한 사례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사례조사는 대표적인 기업을 선
정하여 간략한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문헌조사와 기
업정보를 취합하여 연구모형과 심층인터뷰 모형을 확정하였다. 사례분석틀은
Hirsch-Kreisen(2008)이 제시한 저기술 중소기업 혁신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세
가지 혁신유형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6월에 걸쳐 독일의 중소기업 9개 기
업과 한국의 중소기업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혁신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려
고 하였다. 저기술 기업의 특성상 설문조사는 설문지 수거와 신뢰성을 확보하
기 어려워 기업의 기술개발 임원이나 경영주를 상대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은 대표적 ‘숨은 강자’로 알려질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무엇보다 중고기술은 물론이려니와 저기술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도 강한 독일의 사례는 비록 제한적이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독일사례와 국내사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례 수의
한계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국의 사례에서 비슷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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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업부문과 활용 가능한 혁신요인)에서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유사한 전략
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서 국내의 저기술 중소기업에 주는 시사점
을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집된 20개 기업은 <표 1>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저기술 중소기업은 혁신전략에 따라 단계적 제품개발전략(5개 기업), 판
매개선형 전략(8개 기업), 공정전문화전략(7개 기업) 유형으로 분류되었다(자세
한 내용은 II.2. 참조).
<표 1> 사례분석 대상 기업의 특성
산업부문

혁신유형

기업

주요 생산제품

기계, 금속

단계적 제품개발전략 EW (G) 밀링, 절삭

기계, 금속

판매개선형 전략

기계, 금속

종업원규모 노사협의회
(R&D 인력)
유무

123(25)

X

T E ( G ) 기계부품

8(2)

X

판매개선형 전략

S G ( G ) 공작기계

15(2)

O

기계, 금속

공정전문화 전략

WR (G)1 창틀, 문짝

500(25)

X

기계, 금속

공정전문화 전략

TR (G)1

1800(60)

O

기계, 금속

공정전문화 전략

AR ( G) 측량기계

200(18)

O

기계, 금속

판매개선형 전략

S C ( G ) 오토미션

15(3)

O

식품

공정전문화 전략

AH (G) 음료, 식품

150(9)

O

가구

단계적 제품개발전략 S L ( G ) 사무기기

6(2)

X

기계, 금속

단계적 제품개발전략 B J ( K ) 밸브

40(3)

X

기계, 금속

단계적 제품개발전략 J H ( K ) 조선기자재

22(2)

X

기계, 금속

단계적 제품개발전략 CH ( K) 산업체용 열처리

33(3)

X

60(4)

O

기계장치, 전동기구,
레이저기구

부품ㆍ소재 단계적 제품개발전략 J W ( K) 자동차 부품
부품ㆍ소재 판매개선형 전략

YU (K) 자동차 부품

104(10)

O

플라스틱

공정전문화 전략

I K ( K ) 플라스틱 인쇄

100(12)

X

제지

공정전문화 전략

MR (K)2 종이, 제지

250(25)

O

섬유화학

판매개선형 전략

YC ( K) 시트 접착제

45(3)

X

전기, 전자

판매개선형 전략

HK (K) 자동차 부품

55(5)

O

전기, 전자

공정전문화 전략

EV (K)2 LED(에피웨이퍼)

240(80)

O

전기, 전자

판매개선형 전략

WL (K) PLS

100(7)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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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R/TR 기업은 매출액이나 종업원 규모에서 국내의 중견기업에 해당한
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두 기업을 모두 성공적인 중소기업에 분류하고
있어 연구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특히 TR 기업의 기술수준은 저기술보
다는 중고기술(medium-high tech)에 가까우나 공정전문화의 대표적 특성
을 보여주고 있어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2) 국내의 MR/EV 기업 또한 매출액과 종업원 규모에서 중견기업에 해당하
지만, 기술수준은 중저기술(medium-low tech)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에 포
함시켰다.
3) G는 독일기업, K는 한국기업을 의미한다.

Ⅳ. 혁신전략의 내재적 조건

비연구집약적 혁신유형의 특수성은 사례조사연구를 통해 기업의 내적 혁신
역량과 요인에 주목할 때 보다 명료해진다. 혁신시스템적 접근의 기본적인 특
징과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을 추론해낼 수
있다.

1. 지식 기반(Knowledge base)
저기술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유한 R&D 투자활동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저기술 기업에서 지식창출과 활용의 공식화된 과정은 매우 제한적인 의
미와 역할을 지닐 뿐이다. 그 대신 혁신활동은 ‘경험과 활용을 통한 실천적, 실
용적 방식(Tunzelmann and Acha, 2005: 417)’을 통해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저기술 기업에 중요한 지식은 응용가능한 실질적 지식(즉, 경험적 지식)으로 간
주된다. 이론적 중요성이나 보편성과 같은 범주를 지향하는, 학술적으로 생성
된 지식과는 달리 실제적ㆍ경험적 지식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산출되
며, 이때 새로운 기술은 응용성, 기능성, 효율성, 기술 활용의 부작용 여부와 같
은 타당성 범주에서 평가된다. 물론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 유형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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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지는 않는 측면이 있다(Faulkner, 1994 참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론
적, 학술적 지식은 시스템 내부에서 획득된 엔지니어링 지식으로서 연구, 개발,
구성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실제적 지식은 어느 경우에든 일상
적 노동과정의 배경에서 습득된다. 이때 혁신에 기여하는 지식은 다양한 지식
의 복합적 꾸러미를 뜻한다. 여기에는 설계도나 신제품을 위한 기능명세서
(functional specialization)처럼 명시적으로 요약되고, 형식화된 지식뿐만 아니
라 축적된 경험이나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상적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온
암묵적인 지식도 포함된다. 후자는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과 ‘활용학습
(learning by using)’처럼 일상적 경험과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된 형태이다. 주
로 단계적 제품개발전략이나 판매개선형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한편 실제적, 경험적 지식의 습득 방식은 전형적으로 개인적이지만, 점차 집
단적 형태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공정 전문가(Process specialist)의
혁신작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생산설비와 그 설비의 취급 설명서
(instruction manual)에 통합된 엔지니어링 지식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요구에
따라 투입된 공정기술을 일상적으로 조정하는 적응조치를 수행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모든 적용사업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형태의 실제적 지식이다. 공정
기술의 조정과정은 종종 적용된 생산기술의 결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혹은
실제로 기술ㆍ조직ㆍ경제적 측면에서 지식의 잠재력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
을 넘어선다. 공정기술적 혁신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실행 기능이 적용되는
곳에서 발생하고, 엔지니어, 기술자, 숙련노동자 등과 같이 그러한 기술을 담당
하는 직원에 의해서 시도된다(일례로 HK, TR, MR, EV 기업). 이는 경영진의
지휘와 생산직 직원의 협력 아래서 새로운 물류 및 유통기술이 도입ㆍ적용되는
문제해결자 유형의 기업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한다. 오랫동안 축적된 경영
진 개인의 경험적 지식은 종종 혁신활동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혁신지식의 취득이나 창출은 결코 기업내부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기업외부
의 지식원천도 중요하다. 모든 혁신 유형에서 다른 기업, 조직, 기타 행위자의
지식과 이들이 추구하는 혁신전략의 활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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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생성된 다양한 형태의 지식도 중요하다. 문제해결
자 유형의 기업처럼, 새로운 시장트렌드와 수요경향에 대한 장기 고객의 경험,
중요한 컨설턴트의 견해, 시장트렌드에 대한 정보는 실제적 지식이 필요로 하
는 외부 자원의 주요 사례이다(TE, SL, YU, WL 기업). 나아가서 의자, 디자인
사무용품처럼 유행을 타는 제품의 변화는 성공적인 판매전략을 위한 혁신에 크
게 기여한다(SL 기업). 한편 표준 생산자 유형의 기업들에게도 외부 지식자원
은 중요하다. 일례로 자동차산업과 같은 거대 고객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은
표준생산자 기업들에게 점증적 생산혁신을 유발한다(JW 기업). 한편 자재공급
자의 자재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생산자에 의해 수용되고, 제품의 개발 사
례에서 목적의식적으로 활용된다. 전반적으로 비연구집약적 기업의 지식 기반
은 ‘분산된 지식 기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다양한 산업부문과 기술영역에서
상호 독립적인 행위자의 상이한 지식형태를 포함한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저기
술 기업의 지식형성을 위한 주요원천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조직과 지식경영
특수한 지식 기반이 비연구집약적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
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상적으로 성취되기 어려운 기업의 혁신 계획
이 결정되었을 경우, 특수한 지식기반은 혁신활동의 방향과 범위를 규정한다.
혁신활동과 관련된 높은 관성은 자연스럽게 축적된 지식 자산에서 출발하며,
그러한 지식 자산은 다시 한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방향과 기대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외부 지식을
평가하고 받아들이며, 주어진 지식 기반에 통합시키는 기업 내부 능력에 영향
을 미친다.5)
그러나 기업혁신 능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기업이 자신이 가용할 수 있
는 내적, 외적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혁신시스템적 접근은 혁신에 중
5) 그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개념은 혁신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Cohen과 Levinthal에 따르면 기업 내에
축적된 모든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은 새로운 지식을 평가하고, 혁신을 위해 의도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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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요소로서 혁신의 모든 조직유형의 활용에 주목한
다(Malerba, 2004: 18ff.).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분업, 지배적인 소통 및 협
력형태, 그와 연관된 숙련 및 인사구조와 같은 기업조직의 일상적 실행구조가
문제시된다(Cohen and Levinthal, 1990: 131ff.; Henderson and Clark, 1990:
15ff.).
상이한 생산복합성, 공정의 자동화수준, 구체적 판매상황과 같은 저기술 영
역의 다양한 요인이 언제나 개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는
앞서 정리한 혁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조직유형의 스펙트럼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조직유형 간에 몇몇 전형적인 관계들이 발
견된다.
대부분의 경우 저기술 기업의 경영진은 소수의 엔지니어 및 작업반장과 제품
개발 프로젝트의 특정한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하고 난 후에, 생산 및 공정과정
의 혁신을 개시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조직에 작은 개발 및 추진 부서가
구축된다. 이들은 표준생산자의 경우에서처럼 조직적으로 제품개발의 아이디
어를 획득하기 위해 고객의 자극을 유발하고, 외부 기술 제공자와 접촉한다
(EW, BJ, JH, CH, JW 기업). 시장지향적 문제해결자 유형의 다양한 사례에서
처럼 일상적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생산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도, 수년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나름 독자적으로 확립된 작업방식(modus operandi)이 발견되
기도 한다. 일례로 경영진이 매년 마케팅 및 판매전문가들, 기술자들과의 긴밀
한 대화 속에서 우선적인 혁신목표를 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면서
현대화를 추구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SL, SC, YU, YC, WL 기업). 이러한 과
정의 시간구조는 종종 거대 고객의 판매활동 시점에 맞추어지곤 한다.
그러나 혁신 아이디어가 오히려 경영자, 기술자 혹은 판매사원의 우연한 개
별 아이디어에 불과한 시행착오 과정의 결과인 사례도 있다(주로 독일의 EW,
WR, AR, SC 기업, 국내의 EV, MR 기업). 앞서 강조했듯, 개인들의 창의성과
경험은 종종 기업 혁신을 위한 불가피한 전제조건이다. 열린 소통채널, 혁신 아
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행위공간(즉, 의사결정구조), 특정 종업원에
게만 부여한 유연한 작업시간, 결정적인 동기부여,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의도
적인 동원을 고려한 경영진의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측면이 이러한 실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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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으로 간주된다.
대다수의 기업에서 이러한 실천은 기업과 노동조직의 중앙집권적 분업형태
에 기초한다. 경영진과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에만 지식이 집중되
고 있는 반면에 일부 숙련 노동자들은 주어진 과제만 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
다. 따라서 저기술 기업에서 테일러리즘적 작업조직의 형태는 여전히 지배적이
고, 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한 (시간적, 실질적 측면에서의) 노동력 투입을 활용
하는 문제해결자 유형의 기업에서 일반적이다. 공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서만 숙련노동조직이 구성되며, 이들 숙련노동자에게만 일정 정도 의사
결정의 자유로운 공간이 주어지고 있다. 공정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노
동자들의 경험적 잠재성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는 동시에 해당 기업이 일상
에서 설비중단과 같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3. 가치사슬과 기업 간 네트워크
기업외부자와 이들의 특수한 지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타 기업과의 가치사
슬 내에서 관련된 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교환관계로서 효율적 협력을 유지하는
경영능력은 성공적 혁신전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한 관계의 기능
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전제조건은 기업 간 소통경로, 사안별 접촉지
점,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직원들의 책임감 등과 같이 포괄적 협력 요구를 지향
하는 개별 기업의 조직구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한 능력을 지닌 다양한 협
력 파트너의 이해를 조율하고, 필수적인 지식의 이전을 보장하는 경영진의 전
문성은 중요한 선결조건 중의 하나이다. 네트워크 연구에서 보여주듯, 협력의
일상적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측면을 포함하는 치열한 소통에 대한 경영능력
은 매우 중요하다(Semlinger, 2003). 이러한 경영능력은 기업 간 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소통장애를 극복하며, 이를 위해 필요
한 신뢰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비연구집약적 하청업체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스펙트럼이 발견된다.
우선, 신뢰할 만하고, 유연하며, 싸고 단순하며, 표준화된 중간생산물이나 소모
품(captive product)을 공급하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다양한 하청업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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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능력과 낮은 가격에 힘입어 빠르고 무난하게 새로운 판매시장을 개척하고,
공급 가능한 부품 및 소재를 중심으로 기획된 생산혁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한, 표준 하청업체는 혁신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다
양한 측면에서 ‘전략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공급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자재
와 제작에 대한 특수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저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에
중요한 자극을 주고, 개별 기업에 부족한 지식의 균형을 맞추어 줄 수도 있다.
특수 부품소재나 인쇄제지, 제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와 같은 기계부품
공급업자들이 대표적이다(EW, AR, JH, CH, YU, IK, YC, WL 기업). 화학기업
이나 엔지니어링기업에서 일반적이듯, 표준 생산자나 공정 전문가 유형의 하청
업체에게 하이테크 산업과의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고객 및 구매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상황에 따라 매우 판이하다.
한편으로 기업은 문제해결자로 이미 실행 중인 판매경로와 장기적인 관계를 통
해 최종 고객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적극적인 시장전략을 추구한다. 앞서 언
급했듯, 변화하는 고객의 선호와 거대 도매상의 판매전략에 대한 엄밀한 정보
와 지식은 매출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며, 제품 변형을 통해 니치
시장을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활동은 저기술 기업이
단지 특정한 제품 혁신을 추구하는 거대 고객의 가이드라인과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진적인 제품 개발을 추구하는 표준생산 및 단순 생산기업들
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때 제품 변형에 있어서 전반적인 전문화는 최종 생산자
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 전문화(product
specialization)는 고유한 제품 및 생산조건에 대한 변형이나 조정 없이 비연구
집약적 기업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실현된다. 이 경우, 잘 알려진 권력 비대칭
적인 원하청관계가 비연구집약적 기업의 혁신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러나 이러한 상황은 뒤집어 보면 저기술 기업이 자신들의 거대 고객들로부터
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이들로부터 이전된 지식으로부터 이익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규모가 작은 파트너에게 거대 기업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자원(특히 생존을 위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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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혁신전략의 정책적 영역 - 사회적․제도적 조건

지식기반, 기업협력 프로세스(corporate processes), 가치사슬은 항상 사회구
조적 조건에 배태되어 있다. 혁신시스템적 접근에 따르면, 기술발전과 혁신이
결합되어 있는 사회제도적 조건이 관건이 된다. 따라서 어떤 사회제도적 조건
이 혁신전략을 위해 특별히 중요하고, 사회제도적 조건이 혁신전략과 어떠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라별, 지역별로 상이
한 제도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노동시장의 조건과 직업훈련제도는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저기술 기업에게 그리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
분의 인터뷰에서 국내의 중소기업 사업주나 임원들은 특정한 숙련수준을 지닌
종업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과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무엇보다
전통적인 전문기술뿐만 아니라 신기술 및 조직형태와 관련된 능력을 포함하는
소위 최고 숙련기술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초현대적 생
산기술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히 경험과 능
력을 갖춘 직원을 필요로 하는 공정 전문가 유형의 국내 기업에서 더 많이 강
조되었다(일례로 IK, MR, EV 기업).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노동력은 공정실패
(process failure)를 예상하고, 설비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위계의 철폐, 팀노동의 도입, 숙련노
동력의 도입과 같은 방향으로 조직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소통과 팀
능력과 같은 모토로 정의되고, 노동시장에서 쉽사리 획득될 수 없는 숙련이 요
청된다. 그러한 숙련의 결함은 기업이 전문적인 숙련노동자 혹은 고학력자를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직업훈련의 내용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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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기술과 조직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어 사
업주들은 보완적이고 높은 수준의 직업훈련이나 지속적인 향상훈련이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한다.6)
그럼에도 다수의 저기술 기업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및 직업훈련제도가 혁
신전략을 위해 그다지 중요한 요소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연구집약적
기업에서 지식은 소수의 경영자와 전문가의 손에 집중되고 있고, 다수의 종업
원은 반숙련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저기술 기업에서는 특별히 고숙련 인력의
충원 및 숙련화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으며, 조사 대상이 된 대부분은 중저기술
중소기업은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숙련획득 과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
다. 단순 생산자(소규모 자영업형태)의 경우처럼, 저기술 기업들도 외국인 노동
자들처럼 노동권이나 고용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나, 비숙련이나 반숙련 수준
에서 빠르게 일을 배우고 동기부여를 받는 노동력이나 노동시간 연장에 따른
생산의 유연성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저기술 기업
은 외부노동시장에 일정하게 결합되고는 있으나, 이는 비구조화된 노동시장에
가까운 유형이며, 반면에 규제화된 직업훈련 혹은 내부노동시장은 거의 유의미
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 산업구조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제도와는 달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및 산업구조
와 기업의 밀착(즉, 산업구조로의 기업의 배태성)은 저기술 기업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가치사슬 내에서 비연구집약적 기업의 위치에 대한 문제와
결부하여 언급되었듯,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신기술과 지식을 제공
하는 ‘주변’ 기업과 ‘지원’ 기업(supportive firm) 및 다양한 종류의 조직과의 네
트워킹이 중요하다(Porter, 1998: 166ff.).
이러한 전망은 첫째, 하청업체의 밀도와 관련하여 강조되는데, 혁신과 생산
6) 특히 국내에서 공정전문화 전략을 사용하는 IK, EV, WL 기업의 면담자들은 공히 대학교
육의 부실을 꼬집고 있다. 첨단기술 산업일수록 최근에는 기초학문 전공지식이 요구되지
만, 여전히 국내(특히 지역) 공과대학에서는 응용과학에 치중하고 있어 적절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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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따라 하청업체가 손쉽게 변경되고, 이로써 생산 가치사슬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시장요구에 적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연관관계는 생산기술의 개발자와 제작자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이는 기술장
치가 주문형(application specific)이나, 특수한 부품과 기능에 있어서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적응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 특수한 지식을 지닌 다양
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기업의 혁신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제품구성의 일부를 맡은 디자인 기업, 품질 테스트 혹은 특수한 기술
개발문제를 위해 특수한 능력이나 장비를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소, 시장조사기
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한 협력관계는 종종 문제해결전략의 경우에 빈번
하게 발견된다. 자재검사나 평가와 같은 개발과제를 가진 특화된 연구기관이
표준 생산자나 공정전문가에게 설비의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이다. 규모가 작은
독일의 중소기업(TE, SG, SL 기업)이 저기술과 저자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저기술 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엔지니어
링 지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공정개발과 공정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기업이 다양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도 한다(WR, TR, MR, EV 기업). 전
반적으로 분산된 지식기반의 다양한 주체 간의 교환형태는 매우 상이하다. 그
러한 교환형태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시장형태에 의해 규제되는 교환으로
부터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협력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 연구집약적 부문과의 네트워크
저기술 기업이 혁신을 위해 기존 산업구조에의 배태성에 근거한 보충적 지식
의 의도적 활용, R&D집약적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합적 공정기술의 개발자나 생산자, 서비스 제
공자, 연구소 등과 같은 지원기업과의 교환관계이다. 이들은 신지식 제공과 기
술지원을 위해 저기술 기업과 부분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 경우, 네트워크란 주요 혁신자극이 반대방향(저기술에서 고기술로의 이
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먼저 판매된 신기술로부터 거두어들
인 이윤이 연구집약적 생산자에게 R&D투자의 지속과 감가상각을 위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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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가 되는, 단순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때 결정
적인 요인은 신기술의 빠른 확산이며, 이는 다시 모든 관련된 지식과 혁신과정
의 조직유형, 즉 비연구집약적 기업의 기술 ‘흡수력’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
는다(Robertson and Patel, 2005). 둘째, 혁신과정은 신기술에 대한 저기술 기업
의 사용요청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전문화로부터 발생한다. 개별적 기술 사용
자의 요청이 다른 사용자들의 요청을 수렴하고, 제작자의 관점에서 복합적 제
품의 폭넓은 응용분야를 개척하는 한, 신기술의 개발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가구제작(SL 기업)과 인쇄제지(MR 기업)와 같은 공정기술이 이와 관련
된 대표적 사례로, 공정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은 개별사용자들에 의해 요구되지
만, 이는 동시에 전 산업적인 판매 및 응용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전반적
으로 비연구집약적 기업은 중요한 신기술 수용자들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
술개발의 ‘담지자’로 간주된다. 나아가서 이들은 산업전반의 기술혁신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고, 다양한 산업영역을 연계시키는 부문이다(vgl. Tunzelmann
and Acha, 2005; Robertson and Patel, 2005).

4. 국가 기술정책과 혁신정책
국제적 연구사례(Jacobson and Heanue, 2005)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조
사의 경우를 보아도 국가의 정책 및 규제가 저기술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첫째, 세계화 논쟁에서 산업국
가의 기업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높은 비용(인건비, 세금, 혹은 경직된 국가
관료주의)이 저기술 기업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
면이 상당 부분 과장되었다고 치더라도 비연구집약적 기업의 가격 및 경쟁압력
이 특별히 격심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둘째,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기존의
다양한 공적인 지원, 일례로 공장설비의 개선과 신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의 대부분이 고기술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저기술 기업의 이해는 반
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결정자들이 저기술 중소기업을 빈번히 혁신
의지가 결여된 경제주체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기술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산업생산의 전반적인 기술 및 경제적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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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 대략적인 방향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
은 국내외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일례로 국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분류한 국가 중점기술 10대분야(전자
ㆍ정보ㆍ통신/의료/기계ㆍ제조공정/에너지자원/우주ㆍ항공ㆍ해양/환경ㆍ기상/
나노ㆍ소재/건설ㆍ교통/재난ㆍ재해/융합기술)의 중점과학기술은 모두 고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유럽도 유사하여 EU 공동의 연구개발지
원 및 협력 프로그램인 EUREKA(European Research Coordination Agency)에
서도 국가별 기업과 연구조직의 협력은 우선적으로 고기술 및 첨단기술에 중점
을 두고 있다.

5. 혁신과 지역의 배태성
기업의 혁신전략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지니는지는 국가별 정치 및
산업구조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분권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지역적으로
산업구조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 유럽의 경우만을 보아도 상이한 전통, 조
직유형, 경제적 의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혁신전략과 지역의 배
태성의 연관성을 단순하게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Crouch et al.,
2001). 그러나 사례연구는 세계화 논쟁에서 제기된 ‘지역의 패러독스(paradoxes
of territories: ibid., 21)’ 경향을 일정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수의 저기술
기업은 한편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납품과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고객관리에서도 공간적인 영역을 확대해야 할 압력에 놓여 있
다. 그 결과,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 내의 유명한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와 같은 기존의 특수한 산업밀집지역조차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공간적 접근성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폐쇄된 지역 혁신 및 생산시스
템의 고립된 관계구조와 협력형태를 점점 더 사라지게 하고 있다. 2000년대 중
반에 이루어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다 시장 형태적이고, 공적이며, 비용경쟁
에 의해 규정되는 교환관계가 지리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
고 있다(Garibaldo and Jacobson, 2005).
한편 경쟁자에 비해 자신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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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Global)’ 전략은 기업의 전략적 능력에 있어서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접근성의 의미를 점점 더 필요로 한다. 우선, 문제해결자 유형의 경우에 공급관
계에서 공간적 접근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로지스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주요부품의 신속하고 무난한 공급가능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TE, YU, WL 기업). 둘째, 공간적 접근성은 신속한 공급을 통해 고객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C, SL, YU, YC 기업). 셋째, 생
산기술과 제작자의 지역적 접근성은 공정 전문가 유형의 기업에게 그와 관련된
상호지식과 소통기반 때문에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특히 AR, WR, TR 등의 독
일기업). 나아가서 특별한 숙련 수요를 가진 공정 전문가들이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역의 직업훈련 및 향상훈련기관도 중요하다. 직업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은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
하고 빠른 노동력의 충원이 이루어진다. 나아가서 지역에 위치한 전문 연구소,
기술이전경로, 정치제도, 이익단체, 상공회의소,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 등은 기
업의 혁신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러한 공급행위자/조직은 종종 저기술
기업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한다. 그러한 지식은 기업내부의 학습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혁신활동이 촉진된다. 어느 나라건 정보교환의 조직
화, 향상훈련, 연구프로젝트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은 지역별로 특수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노사 및 (지방)정부와 같은 공적 지원과 협력에 의해 수
행되고 있다.
[그림 2] 지역생산네트워크와 공간적 근접성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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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저기술 기업의 혁신과 지역사회 배태성의 순기능
관계는 [그림 2]처럼 지역 생산네트워크(산업지구 혹은 클러스터)와 지역에 위
치한 주요 행위자의 협력관계를 통해 구축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형식은 비공
식적이고 강제적이지도 않다. 그럼에도 고용상황과 경쟁력 향상을 개선하려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점은 국내 중소기업의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Ⅵ. 결론 : 저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망

분산된 지식기반으로 인해 경험에 의한 실제적 지식이 지배적인 비연구집약
적 산업의 혁신시스템은,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고 개선하는 개인적, 경영적 능
력과 기업 및 사회제도적 조건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물
론 연구집약적 분야와의 네트워킹은 저기술 기업의 혁신능력을 유지하고 확장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혁신시스템의 또 다른 차별화된 특징으로 ‘구성적
혁신’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요소를 결합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능력뿐 아니라 분산된 지식을 그러모으고 변형시켜 문제해결에 활
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치열한 시장경쟁조건 아래서 비연구집약적 기
업이 유의미한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쟁
력의 장점이 경쟁자들의 비용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숨은 강자로 대변되는 독일의 사례는 저기술 분야의 발전전망
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선, 중소기업 혁신시스템이라는
제한된 시각을 넘어 보편적 산업구조 발전경향, 특히 다양한 국가의 경제적 성
과와 기술적 전문화경로를 분석하고 유형화한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 VOC)’ 연구(Hollingsworth, 2000; Hall and Soskice, 2001)와 연계
하여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단순화에도 불구하고7), VOC 테제는 장
기적 발전경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VOC 테제의 영미식 ‘자유시

7) 이 개념의 비판에 대해서는 Boyer(200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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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 LME)’ 모델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제도화가
덜 진척된 구조와, 기술발전에 있어서 유연성과 위험을 추구하는(risk oriented)
기업전략의 느슨한 연계를 추구한다. 이 모델은 성장전략과 관련하여 IT, BT,
의약산업 성과와 첨단기술에 기초한 전문화 유형을 강력히 선호한다. 따라서
R&D 투자 비율과 같은 지표에 근거하여 고기술로 분류되는 산업이 존중된다.
반면에 VOC 테제의 다른 모델로서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조정시장경
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 CME)’ 모델의 기술적 전문화유형은 복합적
인 제품 및 공정기술을 통해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장기적인 혁신, 지속적인 고
객관리, 무엇보다 세계시장에서 도전적이고 전문화된 제품 및 공정기술의 니치
시장을 겨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형적인 산업으로는 자동차산업, 투
자재산업, 전자산업이며, 이들 대부분은 평균 이상의 R&D 투자비율을 보이고,
OECD범주에 따라 중저기술에서 고기술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전문화 유형과
함께 과거에는 신흥산업국가 기업의 경쟁 및 가격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8)
이러한 기술 전문화유형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조건은 경로의존적이고, 장기
적인 혁신을 추동하는 사회제도와 기업전략 간의 결합이다. 독일의 경우, 전문
직업 및 내부노동시장과 결합된 직업훈련 제도, 대규모 사업장의 핵심노동자집
단과 숙련 생산노동을 지향하는 노사관계, 응용중심의 엔지니어링 학문에 의해
지배되는 학문체계, 외부로부터의 장기투자 및 혁신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
한 기업지배구조, 이러한 핵심산업을 겨냥한 국가의 경제 및 기술정책이 강조
되고 있다(Hollingsworth, 2000: 626ff.).
‘다변화 품질생산(diversifizierte Qualitätsproduktion : W. Streeck)’으로 잘 알
려진 이러한 생산 및 혁신 시스템은, 기본적 특성에 있어서 R&D 능력의 부족,
제한된 지식기반, 정형화되지 않고 매우 점진적인 혁신과정, 느슨한 제도적 결
합 등에 기초한 비연구집약적 혁신시스템과는 일견 거리가 있다. 따라서 다변
화 품질생산 시스템의 발전전망에서도 비연구집약적 기업은 전반적으로 주변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비연구집약적 기업은 오히려 다변화 품질생산 시스템과
8) 독일의 경우를 볼 때, 국가 및 국가집단의 전문화는 특허권 구조의 발전과도 대략적으로
일치한다(BMBF, 2005: 2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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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이들은 새로운 기술의 사용자들이며, 중
요한 혁신 동기를 제공한다. 나아가서 하청업체로서 저기술 기업은 다변화 품
질생산 시스템의 중요하고, 부차적이지만 대체가능한 요소이며, 복합적 기술을
생산하는 자신들의 거대고객이 강요하는 높은 비용압력 아래 놓여 있다. 한편
이들은 다변화 품질생산 시스템의 기본적 구조와는 거리가 멀고, 평균적으로
다수의 저숙련 노동자로 구성되며, 빠른 이직의 대상이 되는 산업의 상당부분
을 차지한다. 더욱이 저기술 기업은 제도적 규제와 별반 양립되지도 않는다. 이
러한 기업은 특별히 문제해결 지향의 혁신유형에서 일반적인데, 이들의 혁신성
과는 시장의 수요, 즉 (반숙련 수준의) 유연한 노동력의 투입에 기업이 대처하
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요구는 다변화 품질생산 모델의 규제조건, 즉 표
준화된 노동정책적 규범과 규제된 사업장 내부 및 성과지향적 노동시장구조와
갈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실증사례에서 보듯 독일이나 한국의 일부 기업은 직
장평의회/노사협의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독일의 경우, 9개 사례 중 4개, 한
국의 경우 11개 사례 중 5개), 경총의 회원사도 아닌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 이
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은 표준화된 단순상품 생산자 유형의 기업에서도 발견
된다.
숨은 강자로 알려진 독일에서도 다변화 품질생산 유형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
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니치전략은 점증하는 가격경쟁에 직면하여 복합적 기술
영역에서도 계속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되고 있다. 복합적 품질제
품과 특별히 고급은 아니지만 기능적이고,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제품 간의 가
격차이를 세계시장에서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둘째, 혁
신우위는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노하우와 기술로 인해 현재와 같은 폭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며, 성공할 수 있는 ‘혁신수익’의 영역이 점차 좁아지
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Streeck, 1997). 셋째, 기존의 산업영역의 한계를 초월
하고, 새로운 초국가적 생산 및 혁신구조를 확립하는 산업 가치사슬의 점진적
이고 국제적인 분화가 발견되고 있다(Faust et al., 2004). 넷째, 지난 시절 다변
화 품질생산의 성공은 산업적 근간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체 국가의 성장동력을
해체하는 조건이기도 하다(Beck, 2005: 53ff.). 따라서 현재의 제도적 규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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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변화의 압력에 놓이게 된다. 산별노사관계로부터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
템으로의 변화9), 직업유형의 해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그러한 변화를 반
영한다. 나아가서 지속적인 일자리 감축과 사회경제적 요소의 결합 속에서 산
업핵심영역의 경쟁 및 비용압력에 맞춘 재정ㆍ화폐ㆍ임금정책 방향은 전반적
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중소기업과
(지역)산업정책은 성장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확고한 첨단기술을 지향하는 산
업혁신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규제의 강화가 기존 제도적 조건 아래서
모든 경험을 고려해 볼 때 기껏해야 장기적 전망에 유용한 보완가능성에 불과
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전략과 사회적ㆍ제도적 요인
의 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저기술 중소기업 혁신조건의
개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양한 산업부문과 비교해 볼 때 첨단분야에서 고용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
다(김성진, 2006; 전명숙 외, 2010). 따라서 고용비중이 큰 비연구집약적 경제
영역을 겨냥한 발전경로의 개척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저를 확보하기 위한 보완
적 전략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입증된 다음
의 사항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저기술 기업의 특수한 지식기반은 대부분 명문화될 수 없는 경험적, 실
제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방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례연구
에서 확인되었듯, 이러한 지식의 기반은 한 기업의 실행과 공정과정, 그리고 협
력관계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이전가능성은 더욱 어렵다. 이
러한 점은 역설적으로 디자인 집약적이고, 제품 개발이 과학적으로 생성된 지
식의 투입과 활용에 연계된 덜 복합적 제품의 경우에서 더 빈번히 발생한다.
둘째, 사회적ㆍ공간적 근접성의 측면이 주요 고객과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수한 경험, 고객접촉의 증가, 빠르고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의 능력은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입증된다. 셋째, 지속적인 공정혁신에 대한 저
9) 유럽의 노사관계는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산별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화 이후 시
장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사업장 내 노사의 타협 비중이 늘어나면서 산별
협약의 예외적용이 늘어남으로써 내용적으로 노사관계의 기업화가 매우 급속도록 진척되
었다. 독일에서는 이를 노사관계 시스템의 사업장화(Verbetrieblichung)라는 이름 아래 뜨
거운 논쟁이 진행되었다.

82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3호

기술 기업의 기여도와 능력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 앞서 분석되었듯, 혁신 전략
을 위해 산업국가에서 복합기술 제작자의 환경은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나
아가서 별반 전망도 없는 노동집약적인 노동과정에 기초한 저기술 기업이 이주
와 교육제도의 실패로 인해 증가하는 실업상태의 비숙련/반숙련 노동자들을 통
해 비용절감을 할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산업국가에서 생산입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마지막으로 다변화 품질생산 시
스템의 제도적 조건의 해체가 의도된 것은 아니나 저기술 기업의 요구를 부분
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노동과정의 급진적 유연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은 21세기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청한다. 생
산패러다임의 변화는 결코 낡은 기술에 의존하는 전통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거
부나 복합적인 첨단기술에 기초한 산업의 일방적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
히려 이러한 변화는 그간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저기술 산업을 포함
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시스템 간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기존 시스템의 한계
를 극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기업의 국제화와 국제적 노동분업의 새로운
현상에 주목해볼 때 어렵지 않게 인지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쟁 및 비
용압박은 기업기능의 분화, 즉 기존의 혁신 및 생산영역의 점차적인 세분화, 그
리고 기존의 지역적, 사회적 연계의 분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초국가적
생산 및 혁신의 가치사슬이 발생하는데, 이때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가치
사슬 내에서 새로운 지위를 찾아야 하며, 이들 간의 교환과정은 새롭게 형성된
초국가적 협력형태에 기초하여 발생한다(Faust, et al., 2004). 이처럼 경제활동
의 공간적 집중이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이전에 서로 분리된 시스템의 경
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지식과 기술의 통합은 다수의 기업에게, 그리고 산업
부문 간에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이때 공간적, 사회적 근접성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클러스터의 형성은 국제경쟁력의 전제
가 되고 있는데(Porter, 1998), 이러한 경향은 저기술 혁신시스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새로운 혁신시스템의 성공은 저기술 기업과 고기술 기업이 새롭게 결합
하는 방식과 안정적인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는
당연히 고용구조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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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novation Strategy of Iow-tech Small Sized Firms: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German Cases
Woon Taek Lim
Low-tech small sized firms are neglected for a long time relating to various
industrial or science & technology policy of the state. Against tha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innovative strategies of low-tech small sized firms, which
secure their growth and competitiveness. For this, I try to examine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that successful low-tech small sized
firms have a good command.
To analyze paths of growth and innovation success, I have adopted case
study framework with 20 samples from Germany and Korea. Categorizing
innovative strategies of low-tech small sized firms as step-by-step product
development type, consumer-oriented marketing strategy type, and process
specialization type, we have hereby identified that success of these firms
depends on how their innovative strategy is linked with following factors as
knowledge base, management capabilities, value chain as well as networking,
and soci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Comparing with firms in Germany well-known as hidden champion and
Korea suffered from low productivities, we could draw conclusions that
low-tech small sized firms in both countries use according to the industrial
sectors and technology muster nearly same strategies. However, the German
cases shows difference with Korean, while innovative strategies of German
firms are linked more effectively with soci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namely vocational training, reginal embeddedness, etc. than Korean. This is
nothing less than real prerequisite of success and innovation of German small
sized firms.
Keyword : low-tech small sized firms, innovation, network, embedd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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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팀
창의성을 팀내 지식공유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와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 용어 :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지식공유, 팀 창의성, 연구개발팀

Ⅰ. 문제 제기

정보통신기술과 글로벌화로 인해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생존과 경
쟁력을 위해 혁신역량의 강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혁신을 창의적 아이
디어의 성공적인 실행으로 정의하듯이(Amabile, 1988) 혁신역량 강화의 출발점
은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직 구성원
논문접수일: 2012년 5월 23일, 심사의뢰일: 2012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15일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2009년도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과제 지원(과제번호 B00062)
을 받아 이루어졌다.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dongbae@i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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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의성, 즉 조직 창의성(organizational creativity)에 대한 연구의 현실적인
중요성이 부각된다.
조직 창의성은 조직에 새롭고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로 정의된다(김용민․이은형, 2010; Amabile, 1988;
Shalley, Zhou, & Oldham, 2004; Zhou & Shalley, 2003). 지금까지의 조직 창
의성에 대한 연구는 창의성을 개인과 상황요인의 함수로 보는 개인수준의 연구
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이신자․백
기복․신제구, 2003; 이문선․강영순, 2003; 손태원, 2005; 이덕로․김태열,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변수로는 인성유형이나 인지스타일을, 그리고 상
황요인으로는 직무복잡성, 감독이나 동료의 지원, 리더십, 성과급이나 평가, 마
감과 목표, 일터의 공간적 배열 등을 연구하였다(Shalley et al., 2004).
그러나 지금까지 창의성 연구가 지나치게 개인수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비판과 함께 팀 창의성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최종인,
1995; Chen & Kaufman, 2008; Zhou & Shalley, 2003, 2008). 이에 따라 팀
창의성에 대한 개념적 모형의 개발(West, 2002)과 근래에는 팀 창의성에 대한
실증연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Chen, Chang, & Hung, 2008; Gilson &
Shalley, 2004; Jia, Shaw, & Park, 2011; Pirola-Merlo & Mann, 2004; Sung &
Choi, 2012; Tu, 2009; Zhang, Chen, & Kwan, 2010). 특히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협력과 팀 작업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과(Badawy, 2007), 인성 유형과
같은 개인 특성보다는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팀 특성이 관리적 함의
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팀 창의성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팀 창의성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창의성의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조직 창의성 연구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는 상호 고립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직
창의성 연구에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의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거나 양자 간 관계에 대한 개념적인 수준의 논의는 있지만 본
격적인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Mumford, 2000; Zhou & Shalley, 2003,
2008). 이러한 사정은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연구도 마찬가지여서 몰입형 인적
자원관리의 종속변수로서 조직 창의성을 다룬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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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근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서 인
적자원관리와 기술혁신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조직 창의성의 역할이 거론되고
있는 정도이다(Beugelsdijk, 2008).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흥미만이 아니라,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창의성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실천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팀 창의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창의성의 선
행요인으로서의 인적자원관리의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동시에 감안해
서 본 연구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연구개발팀의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창의성 연구와 인적자원관리 연구 각각의 연
구지평을 확대한다는 의미와 그동안 각자 고립적으로 진행되었던 두 분야 연구
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의의가 있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조직 창의성 연구
분야와 인적자원관리 연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조직 창의성 연구 분야
에서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으로 성과급(최종인, 1995; Deci et al.,
1999; Eisenberger et al., 1999)을 제외하면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는 개념
적인 명제 제시나 연구의 필요성 제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Mumford(2000)는 특정한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은 전문지식이나 창의적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조직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창의성을 촉
진하는 인적자원관리 전략들을 총 34개의 명제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창의
적 잠재력이 높은 사람의 선발, 지속적인 훈련의 제공, 자기개발의 인센티브 제
공, 복수의 경력경로 제공, 협력과 혁신을 위한 팀 훈련의 제공, 협력을 저해하
지 않는 선에서 창의성에 대한 보상과 인정 등을 통해서 조직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 제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실증연구를
통한 명제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Zhou & Shalley(2003)는 창의성 연구를 검토한 이후 이것이 창의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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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인적자원관리에 갖는 함의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창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인정, 내재적 동기부여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
로의 창의성에 대한 보상, 지원적이고 후원적인 조직과 개인의 관계 형성, 창의
잠재력이 높은 사람의 선발 및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조건의 조성,
훈련을 통한 전문지식과 창의적 프로세스 그리고 내재적 동기부여를 제고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창의성 연구결과가 인적자원관리에 갖는 함의를
제시했는데, 논의의 선후를 바꾸면 특정한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창의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Zhou & Shalley(2008)는 조직 창의성 연구의 지평 확대에 대한 논의 과정에
서 2003년 자신들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의성 연구와 인적자원관리
연구 간의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창의성 연구와 인적자원관리연
구는 서로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훈련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창의성 훈련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 응용될 수 있
고, 창의성 연구 분야에서의 보상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인적
자원관리 연구 분야의 보상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시도는 이
들이 주장하는 두 분야 연구의 융합을 위한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관리 연구 분야 특히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혹은 고성과․참여적 작
업시스템 연구도 조직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 인적자원관리를 기능
에 따라 역량형성, 동기부여, 그리고 참여기회나 임파워먼트의 세 가지 차원으
로 구분할 때(Appelbaum et al., 2000),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이 세 가지 차원
이 모두 높은 경우이며, 그 반대로 세 가지 차원이 모두 낮은 경우는 통제형
인적자원관리인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테일러주의적 인적자원관리이다.
이러한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창의성
의 구성 요소모형에 의하면 창의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동기부여, 창의적
사고 스킬로 구성되어 있다(Amabile, 1988, 1998; Amabile et al., 1996). 몰입
형 인적자원관리의 3차원 중 역량형성은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지
1)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강성춘․박지성․
박호환, 2011), 본 연구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자체가 아니라 이것과 창의성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에 논의를 한정한다.

몰입형 인사관행이 연구개발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김동배) 

93

식을 배양할 수 있고, 동기부여 차원의 경우 성과배분과 같은 금전적 동기부여
만이 아니라 충실화된 직무 등을 통해서 내재적 동기부여를 제고할 수 있으며,
참여기회 내지 임파워먼트 차원의 경우 문제해결활동이나 높은 자율성을 통해
기존 아이디어들을 새롭게 결합시킬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스킬을 배양할 수 있
다. 이처럼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창의성 간에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
성이 존재하는데, 인적자원관리가 구성원의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창의성, 즉 개인이나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덜란드의 98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Beugelsdijk
(2008)는 인적자원관리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으로 창의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창의성 모형이란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은 구성원의 창의성
을 촉발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창의성의 매개효
과를 직접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교육훈련과 자율성, 유연근로시간 등이 기술
혁신과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창의성 모형에 대한 간
접적인 지지로 해석하였다.
요약하면, 조직 창의성 연구 분야에서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이라
는 맥락에서 인적자원관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메커니즘으로서 특정한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창의성의 구성요소인 전문지식을 배양하거나(Mumford,
2000) 내재적 동기의 제고(Shalley et al., 2004)를 들지만 관련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한편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연구의 경우 그 구성요소들이 창의
성의 구성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증연구의 커다란 잠재력
은 갖지만 실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인적자원관리와 기술혁신 간 관계에 대
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양자 간 관계의 매개변인으로 조직 창의성에 주목할 필
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양자 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
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팀 창의성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내 지식공유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내 지식공유 간의 관계에 대한 근거는 우선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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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
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2000년대에 접어들어 연구가
시작된 것처럼(김동배․이인재, 2009) 최근에 부각하고 있는 연구 영역인데, 이
분야의 실증연구들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내
지식공유나 지식창출을 통해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고 가정한다(Laursen &
Mahnke, 2001; Laursen & Foss, 2003; Shipton et al., 2005; Shipton et al.,
2006a, 2006b).
이 연구들에 의하면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구체
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의 채용은 조직내부의
지식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훈련은 지식 창출과 구성원 간 지식공유에 영
향을 미치고 암묵지와 형식지의 순환을 촉진하여 지식 창출을 활성화하며, 임
파워먼트는 지식이 존재하는 곳에 문제해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의 발견
과 활용을 촉진시키며, 로테이션과 정보공유는 지식의 공유를 촉진시키고 구성
원이 보다 폭넓은 시각을 지니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기여하며, 팀
작업이나 팀 프로젝트, 다양한 부서구성원들로 구성된 융합 부서팀 등은 암묵
지의 공유와 산재한 지식들의 공유와 새로운 결합을 유도하여 지식 창출에 기
여한다. 그러나 동 연구들의 경우 인적자원관리가 기술혁신을 낳는 기제로서
지식공유나 창출을 가정하고 있을 뿐이며 Collins & Smith(2006)를 제외하면
실제로 지식공유를 측정해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경우는 없다.
Collins & Smith(2006)는 미국 136개 제조업 R&D인력의 자료를 사용한 실
증분석에서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지식공유와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
였다. 이들은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의 특징을 직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 보고
그 세부 구성요소로서 엄격한 선발과 내부육성, 집단성과급과 같은 동기부여,
그리고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개발을 들었다. 이들은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지식공유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집합적인
규범, 가치, 신념으로서의 사회적 분위기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집단성과급과
같은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은 직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내부육성과 교육훈련은 구성원 간 공유 코드 및 공유 언어를 촉진시켜서 지식
공유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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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pez-Cabrales et al.(2009)은 스페인의 86개 기업 연구개발부서 책임자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지식을 매개로 하여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지식
기반 시스템과 협력적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가치성과 특유성이
높은 지식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후자의 경우 기업특유성이 높은 지식 창
출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정 인적자원관리가 특정한 유형의 지식을 창
출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선행연구(Lepak & Snell, 2002)에
근거하고 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이 근거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인적
자본의 가치성과 특이성의 두 차원에 따라 4개의 고용양식과 이에 부합되는 인
적자원관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내 지식공유를 촉진한다
는 논리를 제시하거나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논거와 메커
니즘은 연구개발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
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2 :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팀내 지식공유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위에서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팀 창의성 및 팀내 지식공유와 정(+)의 관계
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지식
공유 그리고 창의성의 3자 간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최근 팀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은 팀 창의성의 선행요인으로 지식공유를 강조하
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논거에 의하면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팀내 지식공
유를 매개로 하여 팀 창의성을 높인다는 인과관계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Zhang et al.(2010)은 중국 IT기업의 102개 연구개발팀 및 598명의 팀원에
대한 3회에 걸친 종단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임파워링 리더십은 팀학습 행위와
팀의 창의 효능감을 매개로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팀 학습행위와 팀의 창의성 효능감이 팀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논거는 Amabile
(1988)의 창의성 요소모형인데, 팀 학습행위와 팀의 창의성 효능감은 각각 창
의성 요소모형의 전문지식과 동기부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팀 학습행
위를 ‘팀원들이 과업관련 지식을 상호 획득하고 공유하며 정교화하고 결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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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집합적인 성찰 및 행위’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의 팀내 지식공유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Jia et al.(2011)은 중국의 55개 하이테크 기업의 239개 팀에 대한 종단조사
자료를 사용한 팀 창의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종업원-조직관계(EOR)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강도를 매개로 하여 팀 창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정한 종업원-조직관계는 장기적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커뮤니케
이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고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는 정보교환과
활용의 역량을 증가시키며 동기부여 체계는 지식교환의 개인적 가치를 증진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종업원-조직관계는 Nahapiet & Ghoshal(1998)이
지적자본을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지적했던 조직 내 지
식의 이전과 결합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조직 내 지식공유
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지표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강도라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ung & Choi(2012)는 한국의 한 보험회사 35개 지점 65개 팀
및 팀원 207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팀 지식이 팀 창의성과 정(+)
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팀 지식이 팀 창의성의 선행요인
이라는 논거를 Amabile(1988)의 창의성의 요소모형과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의
혁신행위 간의 관계에 대한 Lopez et al.(2009)의 연구에서 찾고 있다. Amabile
(1988)의 창의성의 요소모형에서는 전문지식이 창의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
소이며, Lopez et al.(2009)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자원관리는 지식을
매개로 조직의 혁신활동을 증진시킨다 점을 발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팀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은 그 선행요인
으로 팀내 지식공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설 1 및 가설 2의 도출과정에
서 우리는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팀 창의성과 팀내 지식공유를 활성화시킨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팀내 지식공유를 매개하여
팀 창의성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팀내 지식공유를 매개로 하여 팀 창의성을 증진시
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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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및 변수

1. 자 료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2008년도 기업재무정보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모집단
은 50인 이상 제조업 중 추후 기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인,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 5,174개 기업으로 한정하였고, 이 중 목표표본 200
개 기업의 3배수인 600개 기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연구인력의 인적자원관리 관행에 대해서
는 인사관리 담당자가 응답하도록 하였고, 팀 특성 변수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
업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팀의 팀장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팀내 지식공유와 팀
원들의 창의성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개발팀의 팀원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
문조사는 201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에 걸쳐서 전문조사업체를 통해서 진행
되었으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자료 보정을 위한 추가 조사
가 이루어졌다.
최종 회수된 표본은 173개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연구개발팀장 그리고 859명
의 연구개발팀원이며, 연구개발팀당 연구개발팀원은 5명 정도이다. 응답편의
(response bias)를 체크하기 위해 5,174개의 모집단 중 응답한 173개 기업의 경
우 1의 값을 부여하고, 기업재무자료에 있는 기업규모, 회사연령, 상장여부, 제
조업 산업 2자리 업종코드를 사용해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스닥 등
록 회귀계수만 0.570(p=.007)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의 표본은
모집단에 비해서 코스닥 등록 기업이 과대 조사되었지만 나머지 기준변수들에
대해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원표본은 173개 연구개발팀과 859명의 팀원이지만,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
본은 123개 연구개발팀과 654명의 팀원이다. 이처럼 표본의 크기가 줄어든 이
유는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 중 결측치가 있는 사례는 모두 제거하였고 다
음으로 연구개발팀별 팀원 중 절반 이상이 응답한 경우만 분석 대상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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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이다. 설문 문항에는 해당 연구개발팀의 규모에 대한 질문이 있는
데 이를 실제 응답한 인원과 비교해서 절반 이상 응답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응답률을 계산하였다. 팀 응답률 50% 이상만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본
연구는 팀원의 응답 수치를 팀 수준으로 병합하여 팀 변수로 사용하는데, 팀내
응답률이 낮은 경우에는 소수 팀원들의 편의된 응답으로 팀 특성 변수를 작성
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 변 수
가. 종속변수와 매개변수
팀 창의성은 팀 구성원들이 평가한 팀원들의 창의성을 팀 수준으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팀 창의성은 팀장에게 직접 평가하게 하거나 아니면 팀원들이 평
가한 점수를 팀 수준으로 병합(aggregation)해서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팀원들의 평가 점수를 병합한 팀 창의성 점수와 팀장이
직접 평가한 팀 창의성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이유
로 팀원들이 평가한 병합 점수를 사용한 경우들도 있다(Leenders, van Engelen,
Kratzer, 2003; Tu, 2009).2) 팀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서구에서
개발된 창의성 측정 문항을 중국의 실정에 맞게 취합한 Farmer, Tierney, KungMcintyre(2003)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 귀 팀원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과 세부 질문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먼저
시도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모색한다”, “업무 분야
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창의적 직원의 모범을 보여준다”로 구
성되어 있다.
지식공유도 팀 구성원들의 평가 점수를 팀 수준으로 병합한 것이다. 지식공
유의 측정 문항은 Collins & Smith(2006)의 지식교환 및 결합을 측정한 8개 문
2) 개인의 창의성은 대부분 팀장이 평가한 수치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면 팀의 창의성은
팀을 관리하는 상위 관리자가 각 팀을 평가한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
나 팀 창의성 측정은 상대적으로 진전이 느리다(Leenders et al., 2009)는 평가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팀 창의성을 측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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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중 5개 문항이다. 제외된 문항은 역코드(reverse coded)된 2문항과 부적합하
다고 판단한 1개 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동기 및 역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지식공유가 개인이나 조직에 이득이 된다고 믿는 정도와 지
식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한다.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원들 간의 지식(노하우) 공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과 세부 질문은 “지식 공유가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믿
는다”, “지식을 공유해야 과제나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고 믿는다”, “지식을 공
유하면서 서로 배운 점이 많다고 느낀다”,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지식을 공유
하는데 익숙하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의 지식을 잘 공
유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수준에서 측정한 변수를 팀 수준으로 병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및 통계
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개인단위 현상의 총합이 집단적인 현상으로
발생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측정수준이 종속변수의 수준과 동일해
야 한다. 방법론에 대한 전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팀원들의 창의성과
팀원 간 지식공유가 팀 창의성과 팀 지식공유로 병합되어 발현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적을 것이다.3) 그리고 우리는 창의성과 지식공유의
<표 1> 창의성과 지식공유 요인분석
지식공유

창의성

지식공유로 신속한 문제해결

0.883

0.043

지식공유로 상호 학습

0.872

0.102

지식공유가 상호 이득

0.855

0.061

문제해결 위해 상호 지식공유 잘함

0.726

0.295

지식공유에 상호 익숙

0.663

0.318

획기적 아이디어 제시

0.117

0.884

창의적 직원의 모범을 보여줌

0.128

0.850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 먼저 시도

0.107

0.846

문제해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

0.235

0.768

설명된 총 분산

70.5%

3) 이와 관련해서 편의된 일부 팀원의 행위나 태도가 팀 창의성이나 지식공유로 병합될 위험
을 감안해서 우리는 팀원의 50% 이상이 응답한 팀만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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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수준을 응답자 개인이 아니라 팀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측정수준과 종속변
수의 수준이 일치한다.
이론적 요건이 충족된 후에도 병합을 위한 몇 가지 통계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변수총합을 위한 통계적 절차는 대체로 해당 변수가 단일차원의 구성개
념인가를 검증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이어서 평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검증해야 한다(Klein et al., 2000). 통계적 절차와 관련해서 우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들로 구분되었으며, 내적 일관성의 지표
인 크론바 알파도 창의성과 지식공유 모두 0.87로 신뢰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어서 응답자들 간의 응답 일치도(inter-rater agreement) 및 상대적 일관성
(inter-rater reliability or consistency)을 분석하였다. 응답 일치도는 rwg 그리고
응답자 간 상대적 일관성은 ICC(intra-class correlations)를 분석하였다.4) rwg의
평균치는 창의성의 경우 0.8 그리고 지식공유의 경우 0.9로 모두 적정 기준인
0.7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ICC(1)은 팀 창의성은 0.1 그리고 팀 지식공
유는 0.2로 최소기준인 0.1을 통과하고 F-test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 병합의 통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ICC(2)의 경우 팀 창의성과
팀 지식공유 공히 0.5 정도로 나타나 한계적(marginal) 수준에서 병합의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Klein et al., 2000).

나. 독립변수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모두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연
구인력의 지식공유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어떤 것들
인가? 연구인력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인력 특유의
가치와 인사관행에 대한 선호를 다루었다(김동배․이인재, 2010). 한편 인적자
4) rwg와 ICC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전자는 응답이 얼마나 동일한가를 나타내는 반면 후자
는 신뢰성 즉 응답들이 얼마나 일관성을 지니는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팀 혁신성에 대
한 3개 질문(5점 척도)에 대한 팀원 1과 팀원 2의 평가 점수가 각각 1, 2, 3점과 3, 4, 5
점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팀원 간 응답의 일치성은 낮지만(1과 3, 2와 4, 3과 5는 다르
다), 점수 차이가 비례적으로는 일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신뢰성 즉 응답의 일관성은 높
다(Bliese, 2000). ICC(1)은 팀원이 팀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ICC(2)는 ICC
(1)을 집단 규모로 조정한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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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리와 기술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개
발되어 왔던 이른바 고성과, 참여적,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연구인력에 특화된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의 구체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발견이 없지만,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의 원리는 연구인력에도 적용할
수 있다(Collins & Smith, 2006). 우리는 연구인력의 지식공유 및 창의성에 영
향을 미치는 연구인력 인적자원관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의 세 가지 영역인 역량형성, 동기부여, 참여기회 내지 임파워먼트를 설정하였
고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관행들을 선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구인력의
특성을 감안하였다.
역량형성은 Collins & Smith(2006)와 김동배․이인재(2010)를 참조하여 경
력개발과 교육훈련 관행으로 측정하였다. 경력개발과 교육훈련은 비연구인력
에게도 중요하지만 연구인력의 경우 독특한 경력지향성과 기술진부화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중요하다(김동배․이인재, 2010).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도 경
력개발은 연구인력의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낳고(차종석․김영배, 2001; Chen,
Chang, & Yeh, 2003) 교육훈련은 연구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守島基
博, 2002). 구체적으로는 핵심인재 관리, 멘토링 제도, 사내공모제, 직장 내 강
좌 개설, 학위취득 지원 여부의 다섯 가지 관행을 합산하여 역량형성 변수를
작성하였다.
동기부여는 고용보장과 성과배분만이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연구인력 특유의
동기부여 방안으로 거론되는(차종석․김영배, 1998; Ferris & Cordero, 2002;
Badawy, 2007) 우수 연구자 연구비 지원 확대, 우수 연구자 사내 인증, 직무발
명 보상제도, 우수 연구자 도전적 프로젝트 부여,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학술
세미나 참석 지원, 학회비 등 학회 활동 지원 여부의 총 아홉 가지 관행의 합산
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기회 내지 임파워먼트는 Bae & Lawler(2000)
의 임파워먼트 측정 7개 문항 중 4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지위차별, 협력과 신뢰 분위기 등 임파워먼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하다고
판단한 문항들이다. 질문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값으로
임파워먼트를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질문의 내역은 “권한의 하부이양이 광
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개개인이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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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한다”,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직
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 세 가지 영역으로 측정
한 인적자원관리 관행 점수는 모두 표준화 값을 취하여 합산 지수를 작성하
였다.

다. 통제변수
인적자원관리 이외에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팀 수준의 변수들과
기업 특성 변수를 통제하였다. 팀 창의성 선행연구에서 거의 대부분 필수적으
로 통제하는 팀 특성 변수는 팀 규모와 팀 연령(team age)이다(Barczak, Lassk,
Mulki, 2010; Chen, Chang, Hung, 2008; Jia, Shaw, Park, 2011; Leenders et
al., 2003; Tu, 2009; Zhang, Chen, Kwan, 2010). 팀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에
는 다양한 견해나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팀 창의성이 낮고, 다른 한편 팀의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는 팀원 간 상호작용이나 정보교환 그리고 팀원의 참여
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팀 창의성이 역시 낮아질 수 있다. 팀 규모는 팀원 숫자
의 로그 값을 취하였다. 팀 연령이 증가하면 구성원들의 인지 프로세스나 문제
해결 과정이 정형화되거나 관습화되고 팀내 동질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팀 창의
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통상 팀 연령은 팀원들이 해당 팀 활동을
시작한 연수로 측정한다. 다만 본 연구는 해당 변수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용치로 팀원들의 해당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를 사용하였다. 만일 입사해서 해
당 연구개발팀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해당 팀 근속연수와 해당 기업 근속연수가
일치한다.
과업의 창의성 요구 정도, 팀 구성의 이질성 정도, 팀 조직의 특성도 팀 창의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팀의 창의성은 팀 과업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Shalley, Gilson, Blum, 2000; Gilson & Shalley, 2004).
과업의 창의성 요구 정도는 Gilson & Shalley(2004)이 사용한 측정 문항 중 한
문항을 팀장에게 질문하였다. 질문은 “귀 팀의 업무는 팀원들의 창의적 아이디
어나 행동을 많이 요구합니까?”이며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팀원들
의 학력수준도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Zhang et al., 2010).
학력수준 변수로 석사학위 이상 팀원의 비중으로 고학력 비중 변수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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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팀 구성의 이질성 내지 팀 다양성은 팀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수로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팀내 지식이나 스킬의 다양성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mabile et al., 1996; Amabile, 1998; West, 2002;
Barczak et al., 2010). 팀 구성의 이질성은 팀원의 이질성을 측정한 Campion,
Medsker, Higgs(1993)의 3문항에서 2문항을 골라 사용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숙련의 상호보완성으로 연구인력에 부적합한 질문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구체적인 질문은 “팀원들의 전공분야가 매우 다
양하다”, “팀원들의 배경이나 경력이 매우 다양하다”이다.
팀 자율성은 Campion et al.(1993)의 팀 직무설계 차원 중 팀 자율성과 참여
를 측정한 각 3개씩의 문항 중 각 2개씩의 문항을 선별하여 팀장에게 질문하였
는데, 요인분석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팀 자율성 변수로 사용하였다.5)
자율성은 창의성의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듯이(Amabile, 1988;
Amabile et al., 1996; Amabile, 1998) 팀의 자율성도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질문은 팀의 전반적인 업무 특성
에 대해서 “팀원들이 작업방법, 일정, 절차 등을 책임지고 결정한다”, “누가 무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표준
평균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팀 창의성
3.27 0.30
지식공유
3.80 0.34 0.360
인사관리지수
0.00 2.32 0.262 0.236
팀 규모(로그) 1.85 0.46 -0.012 0.051 0.133
팀 연령
5.33 3.16 0.165 0.098 0.091 0.187
고학력비중
0.23 0.42 0.154 0.235 0.064 0.031 0.029
창의성 요구
4.07 0.75 0.086 0.101 0.149 0.268 0.128 0.181
팀 구성 이질성 2.90 0.79 0.071 -0.106 0.062 -0.008 0.060 0.108 0.013
팀 자율성
3.70 0.56 0.220 0.139 0.035 0.080 0.176 0.108 0.292 0.086
노동조합
0.26 0.44 0.083 0.011 0.169 0.147 0.484 0.032 0.016 0.030 0.060
기업규모(로그) 5.01 0.92 0.101 0.070 0.329 0.220 0.468 0.209 0.195 0.097 0.065 0.473
전기전자업종
0.28 0.45 -0.095 -0.094 -0.078 0.133 -0.198 -0.119 -0.183 0.080 0.054 -0.242 -0.190

주 :｜r｜>0.292, p<.001,｜r｜>0.220, p<.01,｜r｜>0.176, p<.05(양측 검증) (N=123).
5) 자율과 참여가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참여의 가장 완전한 형태가 의사결정
권한의 위임인 자율이라는 지적(Leana, 1987)과 같이 양자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 요인을 편의상 팀 자율성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104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3호

슨 일을 할 것인지를 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대부분의 팀원들이 팀의 의
사결정에 참여한다”, “모든 팀원이 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이며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특성 변수로
서 기업규모, 노동조합 유무, 그리고 산업 변수로서 전기전자 업종의 더미변수
를 통제하였다. 기업규모는 종업원 수의 로그 값으로 측정하였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며, 전기전자 산업은 제
8차 표준산업분류의 산업 2자리 코드 26~28번에 해당되는 경우 1의 값을 부여
한 더미변수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인적자원관리 지수는 팀 창의성 및 지식공유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p<.01)를 보이고 있으며, 매개변수로 상정한
팀내 지식공유와 팀 창의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1).

Ⅳ. 분석결과

<표 3>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1의
종속변수는 지식공유이며 독립변수는 인적자원관리 지수인데, 인적자원관리
지수는 지식공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우리의 연
구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지식공
유나 창출을 매개로 하여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맥락
을 같이하며(Laursen & Mahnke, 2001; Laursen & Foss, 2003; Shipton et al.,
2005; Shipton et al., 2006a, 2006b),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내 지식공유
간에 정(+)의 관계를 발견한 실증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Collins & Smith,
2006; Lopez-Cabrales et al., 2009).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지식공유와 유의
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팀 구성의 이질성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수준이 높을 경우 보다 더 지식집약적인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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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팀 구성의 이질성은
한계적인 수준에서 팀내 지식공유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질
성이 높은 경우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의 원천은 증가하지만 이것이 실질
적인 지식공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
지 통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형 2는 팀 창의성이 종속변수이며 독립변수는 인적자원관리 지수인데 인적
자원관리 지수는 팀 창의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연구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조직
창의성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이 조직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적인 명제나(Mumford, 2000)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창의성 간 관계에 대한
지적들과 맥락을 같이하며(Zhou & Shalley, 2003; Shalley et al., 2004), 다른
한편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창의성 제고를 통해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팀 자율성만 팀 창의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
를 보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팀 자율성 변수는 팀 자율성과 팀원
참여로 구성된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창의성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 자율성이라는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팀 자율성과 팀원 참여로 측정한 팀 조
직 특성은 팀 창의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통제변수들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인적자원관리와 팀 창의성을 지식공유가 매개할 것이라
는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분석결과 팀 지식공유는
팀 창의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팀 지식공유가 통제되
면 인적자원관리 지수의 계수 크기가 모형 2와 비교해서 크게 줄어들고 통계적
유의성도 1% 유의수준에서 5% 유의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인적자원관리와 팀 창의성을 팀 지식공유가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적자원관리의 효과를 논외로 한다면
모형 3의 분석 결과는 팀내 지식공유가 팀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Zhang et al., 2010; Jia et al., 2011; Sung & Cho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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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형회귀분석
종속변수 : 지식공유
모형1
B
S.E.
***
3.816
0.304
***
0.037
0.013

상수
인적자원관리지수
지식공유
팀 규모(로그)
팀 연령
고학력비중
창의성 요구
팀 구성 이질성
팀 자율성
노동조합
기업규모(로그)
전기전자산업
F
Adj.R2
N

0.017
0.013
**
0.189
-0.011
*
-0.063
0.069
-0.058
-0.032
-0.045
**
2.069
0.081

0.070
0.011
0.073
0.045
0.038
0.056
0.082
0.041
0.072

종속변수 : 팀 창의성
모형2
모형3
B
S.E.
B
S.E.
***
***
3.040
0.276
2.081
0.413
***
**
0.036
0.012
0.026
0.012
***
0.251
0.083
-0.039
0.064 -0.043
0.062
0.015
0.010
0.012
0.010
0.093
0.066
0.045
0.066
-0.013
0.041 -0.010
0.039
0.011
0.034
0.027
0.034
**
*
0.104
0.051
0.086
0.049
-0.012
0.074
0.002
0.072
-0.028
0.038 -0.020
0.036
-0.040
0.066 -0.029
0.063
**
**
2.030
2.818
0.078
0.141
123

주 : ***p<.01, **p<.05, *p<.1(양측 검증).

<표 4> 간접효과 검증
a

sa

b

sb

z

0.037

0.013

0.251

0.083

2.015*

주 : 1) a=독립변수→매개변수의 회귀계수, sa=동 표준오차, b=매개변수→종속변수의
회귀계수, sb=동 표준오차.
2) 간접효과 검증통계량 z=(a*b)/sqrt(b²*sa²+a²*sb²+sa²*sb²). *p<.05, **p<.01.

모형 3의 분석결과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팀 창의성 간의 관계를 팀내 지
식공유가 매개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매개변수인
지식공유를 거쳐서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
를 소벨검증((Sobel test)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소벨
검증의 귀무가설은 간접효과(독립변수→매개변수의 회귀계수와 매개변수→종
속변수의 회귀계수를 곱한 값)가 제로(0)라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위의 <표 4>의 검증에 의하면 간접효과에 대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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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지식공유를 거쳐서 팀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논거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의 역량형성 차원이 지식
공유와 창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의성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전문지식을 활
성화하게 되고 그 결과 창의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통제변수들의 효
과를 살펴보면 모형 2에서와 같이 팀 자율성과 팀원 참여로 측정한 팀 조직특
성이 팀 창의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머
지 통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

Ⅴ. 논 의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조직 혁신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이
에 따라 조직 창의성 관리가 경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모방학습에
의한 해외경쟁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직 창의성에 기반한 창조적 혁신
역량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역량이 되고
있다(손태원, 2005; 최종인, 1995, 2001). 창조적 혁신역량의 기반인 조직 창의
성의 원천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혁신업무를 전담하는 연구
개발인력이 특히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조직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수준에서 개인 특성이 창의성
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인적자원관리를 포함한 관리 관행들은
개인 외부의 상황요인들로서 단편적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연구흐름은 지금
까지 조직 창의성 연구가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에도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Ford, 1996; Pirola-Merlo & Mann, 2004; Zhou & Shalley, 2008).
이러한 연구흐름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에는 팀 수준의 연구와 리더십 등이 중
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적자원관리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재한 형편이다. 사실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경영학 인적자원관리 연구자들이 주도해 야할 과제일지도 모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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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특히 근로자를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자 전략적 자산으
로 여기고, 지식근로자의 자율성과 직무 및 조직에 대한 높은 몰입을 특징으로
하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창의성의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선
행연구들에 의하면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지식공유를 매개로 조직 창의성을
활성화시킨다(Collins & Smith, 2006; Lopez-Cabrales et al., 2009). 몰입형 인
적자원관리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것이 조직성과를 높이는 기제 중의 하나로
서 직원들의 내재적 동기 제고를 들고 있는데(Appelbaum et al., 2000), 심리학
분야의 조직 창의성 연구분야에서도 내재적 동기는 각종 상황요인이 조직 창의
성을 낳는 대표적인 기제로 간주되어 왔다(Amabile et al., 1996; Shalley et al.,
2004). 이러한 두 분야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내재적 동
기 제고를 통해서 조직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창의성의 관계는 특히 연구인력의 경우에 중요
하고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인력의 경우 코스모폴리탄으로 지칭되는 독특
한 경력지향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진부화의 위험으로 인해서 훈련
과 경력개발의 중요성이 다른 인력에 비해서 더 높다. 따라서 몰입형 인적자원
관리의 역량형성 차원과 조직 창의성의 관계가 연구인력의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연구인력의 경우 학위취득을 포함한 학술활동
지원이나 희망하는 프로젝트 기회 부여 등 다른 인력과는 다른 정책들이 매우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안이며, 조직 창의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재적 동기부
여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재적 동기부여와 관련해서 성과급의 효
과에 대한 고전적인 논쟁이 있듯이(Deci et al., 1999; Eisenberger et al., 1999)
동기부여 방안도 다른 인력에 비해서 특이하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은 조직 창
의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을 참조하면(Amabile et
al., 1996)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의 임파워먼트 차원과 조직 창의성 간의 관계도
연구인력에서 특히 더 강하게 존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123개 연구개발팀
과 654명을 팀원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인적자원관리와 팀 창의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팀내 지식공유를 통하여 팀
창의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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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조직 창의성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으로서 인적
자원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적자원관리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종속변수로서 조직 창의성을 다룬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팀 창의성에 대한 본 연구는 조직 창의
성 연구와 인적자원관리 연구 분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구의 이론적인
의의가 있다.
둘째, 조직 창의성의 원천은 조직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조직 창의성의 유력
한 관리수단은 인적자원관리이며,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연구개발팀의 창의
성을 촉진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 창의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관리라는
실무적인 시사점도 제공하고 있다. 창의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여 조직 창의
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즘에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
는 선행요인이라는 점은 경영진, 특히 인적자원관리 담당자에게 주는 함의가
클 것이다.
셋째,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창의성 간에는 개념적인 수준에서도 밀접
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밀접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두 분야 간
교차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이 의외로 다가오기도 한다.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의
역량형성, 동기부여, 참여기회 내지 임파워먼트의 3차원은 창의성의 세 가지 구
성요소인 전문지식, 동기부여, 창의적 사고 스킬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사실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테일러적인 노동이 아니라 개선과 문제해결을 담
당하는 지식노동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이라는 점에서(MacDuffie & Kochan,
1995),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기계적인 단순노동이 아니라 창의적인 지식노동
에 적합한 관리방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나 연구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연구과제나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지식
공유에서 찾았지만, 조직 창의성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내재적 동기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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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로 삼아 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직접 실증한
경우는 적었고 실증연구의 결과도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긍정적 정서, 창의 효능감, 창의 역할 정체성 등 다양한 대안적 메커니즘의 모
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halley et al., 2004). 상황요인이 창의성을 낳은 메
커니즘에 대한 조직 창의성 연구 분야의 이러한 논의는 인적자원관리 연구 분
야에서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창의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는 지식공유만이 아니라 내재적 동기부여, 긍정적 정서, 창의
효능감 등 다양한 원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창의성 연구의 향후 과제 중의 하나가 상이한 문화권 간 연구, 즉
국가 간 비교연구(Zhou & Shalley, 2008)라는 지적과 같이 외국의 연구결과들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 외국에서 진행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자율성을 창의성의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집단주
의 문화가 강한 문화적 맥락에서도 성립되는지에 대한 개인 및 팀 수준에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수준은 팀 수준이며 기업당 하나의 연구개발팀이 조사
되었기 때문에 다수준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석방법과 관련해서
조직 창의성 연구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다수준(多水準) 자료를 활용한
분석(Zhou & Shalley, 2008)이라는 지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팀 수준에
서의 변수 간 관계가 개인수준과 조직 전체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추후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 이외에도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개인 창의
성에 비해서 팀 창의성의 측정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감안해야 하지만
(Leenders et al., 2009), 개인의 팀 창의성 평가를 병합해서 사용한 단일 측정치
만 사용하였고 병합을 위한 통계적 기준 중 하나의 수치가 한계적 수준이었다
는 점도 추후 극복해야 할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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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itment-based HRM Practices, Knowledge Sharing,
and R&D Team Creativity
Dong-Bae Kim
Using survey data from 123 R&D teams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mmitment-based HRM practices on R&D
team creativity. We found that commitment-based HRM practice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R&D team creativity. Commitment-based HRM
practices were also positively related with knowledge sharing within R&D
team. These results confirmed our research hypothesis that knowledge sharing
within teams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itment-based HRM
practices and R&D team creativity. Finally we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proposed further research questions.
Keyword : commitment-based HRM practices, knowledge sharing, team creativity, R&D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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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변화와 도입을 시도하고 있
다. 예컨대 성과와 연계한 성과연봉제도의 도입, 팀제로의 전환, e-learning, Sixsigma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관리제도는 근본
적으로 인적자원의 역량향상과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서로 비슷한 제도적 프레임을 도입하고 시행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가지는 독특한 역사성과 사회적 복잡성에 의해 제도 정착의 기간
과 형태, 효과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과 형태는 조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과 시행의 근본적인 철학과 취지는 변화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담고 있는 철학과 운영원리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잘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Kostova(1999)의 연구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조직에 잘 정착되어 본래의 철학과 원리를 잃지 않고 작동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화과정으로 인사제도의 내재화(internalization of HR
practice)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하위차원으로 제도몰입, 제
도만족, 제도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을 제안하였다. 핵심은 어떤 제도와 경영
관행이든 조직 구성원에게 내재화될 때 조직이 원하는 변화와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인사제도 내재화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관련 조직요인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인사제도의 내재화와 관련한 연구는 최근 김진희․심원술(2004), 배종석
(2003), Kostova(1999)에 의해 시도되고 있으며, 인사제도의 내재화가 조직의
냉소적 분위기를 줄이고, 조직의 지식역량과 혁신지향활동을 향상시키는 등 조
직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내재화를 평가하고 인사제도의 내재화가 종업원의 직
무태도와 이직의도 등의 요인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
은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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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인사제도에 대한 내재화가 직무몰입과 역할피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직무몰입과 역할피로,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직무몰입은 개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자긍심을 갖
고 동일시해 몰두하는 상태로 중요한 내적 동기부여의 원천이 된다(Muchinsky,
2009). 최근 고용관계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평생직장보다 평
생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해 볼 가치가 크
다. 역할피로는 직무요구-자원 모델에서 직무요구 요인에 포함되는 변수로서
직무수행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심리적 민감도와 피로감
으로 직무성과를 저해하는 요소이다(Schaufeli & Bakker, 2004).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이직의도는 현재 몸 담고 있는 회사를 떠나려는 태도
이며 실제로 이직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상태이다(배성
현․김미선, 2009). 개인적 차원에서 이직의도의 증가는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졌으며, 조직에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성과 변수로 여겨져 왔다(임서영․박동수․이정민, 2010). 이상의 논의를 기반
으로 본 논문은 인사제도의 내재화와 관련한 종업원의 직무차원 변수인 직무몰
입, 역할피로 및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관계를 논의한 후 구조방정
식 분석을 통해 가설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모형과 가설관계

한 조직에서의 인사 관행과 제도가 시행되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정착되고 공유되는 내재화의 단계를 거친다(Kostova, 1999). 내재화
는 제도와 규정의 이념과 근본 의도가 함께 전달되어 수용되는 과정인데,
Kostova(1999)는 종업원이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키게
되는 내적 상태를 인사제도의 내재화(internalization of practice)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하위 구성개념으로 제도몰입, 제도만족, 제도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
을 제시하였다. 제도몰입은 종업원이 제도의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는 정도이며,
제도정착을 위한 헌신, 역량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포함된다. 제도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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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도에 대해 갖는 긍정적 정서로서 규정에 대한 인정, 제도시행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담고 있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제도가 조직의 내적환경이며, 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는 정체성도 포함한다(김진희․심원술, 2004).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모델에 의하면 조직에서 인사제도의 시행은 종업
원이 인사제도의 시행목적과 맥락을 지각함으로써 조직 분위기(climate)를 형
성하고, 조직 분위기는 종업원의 직무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인사제
도는 조직 분위기를 강화하거나 전환을 유도하는 촉발자(trigger)의 역할을 하
는 것이다. 조직맥락(context)은 이미 조직의 신념과 가치체계가 강한 네트워크
를 이룬 상태로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 사회적 심층구조(deep structure)지만, 분
위기(climate)는 종업원의 해석과 암묵적인 정보공유의 방향에 따라 비교적 쉽
게 변화가 가능하다(Ferris, Arthur, Berkson, Kaplan, Harrell-Cook, & Frink,
1998). 즉 어떤 인사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의 규정을 받는 종업원들은 제도
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고 공유함으로써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그에 맞게 일치시킨다(Bowen & Ostroff, 2004).
Bowen & Ostroff(2004)에 따르면, 인사관리가 종업원에게 본래의 의도와 취지
를 확실하게 전달하여 인식시키는 속성으로 인사제도의 강도(strength)라는 개념
을 제시하였고, 그 하위 속성으로 명확성(distinctiveness), 일관성(consistency),
합의성(consensus)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제도의 전달 강도가 높아질
수록 종업원들이 제도를 해석하고 공유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조직 분위기
(climate)가 형성되는 강도 역시 달라진다고 하였다.
크게 보면 인사제도의 내재화와 인사제도의 강도는 도입하거나 시행되는 인
사제도에 대한 수용과 공유를 유도하고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인사제도의 강도(strength)는 제도의 일관성 속에
종업원이 제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정도와 기대감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주로
인사제도를 주체로 여겨 제도 자체가 가지는 속성을 의미한다.
반면 인사제도의 내재화는 그 제도를 수용하고 몰입하는 조직 구성원 당사자
가 제도에 대해 갖는 심리적 태도로서 제도에 대한 몰입, 만족도, 심리적 주인
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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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인사제도의 내재화 정도가 높다는 것은 종업원이 그 인사제도가 주는 메시지
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사제도가 추구하는 직무목표와
규정에 대한 일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직무에 대한 몰입도 역시 높아지
면서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또한 인사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수용도와 일체감의 증가는 역할과다에 따른 피로도와 이직의도는 줄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림 1]에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인사제도 내재화는 종업원의 직무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데에 직
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인사제도 내재화는 종업원이 직
무수행에서 겪는 역할피로를 줄여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더불어 직무몰입은 종업원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반면, 역할피로의 증가는
이직의도를 높일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는 연구모형에서의 각 변수 간 관계
에 대한 가설 관계를 논의하였다.

1. 인사제도 내재화의 직무몰입, 역할피로 및 이직의도에 대한
효과
본 연구에서는 인사제도 내재화가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원의 요인으로 직무
몰입, 역할피로, 이직의도를 가정하였다. 첫째, 직무몰입의 경우, 종업원이 몰입
하는 대상과 형태는 그가 무엇을 준거로 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Becker,
1992; Morrow,1993), 직무몰입(job commitment)은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적인 자긍심과 일체감의 정도이며, 그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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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Muchinsky, 2009). 즉 직무몰입은 종업원이 현재의
직무에 몰두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직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조직
몰입과는 구분되어 개인 구성원의 담당 직무에 한정되는 개념이다(문영주,
2011). 특히 직무몰입은 비정규직의 채용비율이 늘어나고 평생직장의 인식이
약화되는 최근의 상황에서 종업원의 내적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인사제도의 내재화가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하였다. 인사제도 내재화는 종업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인사제도가 보편타
당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여기고, 조직의 가치는 물론 자신의 역량과 가치도
향상시켜줄 것으로 믿고 수용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인사제도가 자신의 직무결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보
상을 하고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인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 심리적 만족도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 낸다(황상규, 2011). 또한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희망과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져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커지게 된
다(허남철․서재현, 2009).
지금까지 인사제도의 내재화와 종업원의 직무관련 태도를 직접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O'Reilly & Chatman(1986)의 연구는 종업원의
조직 순응(compliance), 조직에서의 유지를 위한 정체성(identification), 조직과
의 일치성에 따른 내재화(internalization)가 역할행동, 조직잔류 의도와 긍정적
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Allen, Shore, & Griffeth(2003)의 연구는 종업원이 인사제도의 지원적
속성과 내면적 가치를 높게 인식할 때 개인차원의 직무만족은 높아지고 이직의
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 인사제도 내재화는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로 역할피로는 종업원이 소화할 수 있는 과업보다 많은 양의 일을 수행
하거나,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느끼게 된다(Nete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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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ton, & Burton, 1990). 심리적 계약 관점에서 보면, 종업원이 기울인 책임
과 노력보다 조직으로부터의 지원과 보상이 더 적을수록 역할피로도는 커지며
역할피로의 증가가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Andersson,
1996).
직무요구-자원 모델(job demand-resource model)의 관점에서 역할피로는 조
직이 종업원에게 기대하는 직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결과로 발생하므로, 종업원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의 원인이 된다(Cordes &
Dougherty, 1993; Halbesleben & Buckley, 2004). 따라서 역할피로는 직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며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errewe, Zellars,
Ferris, Rossi, Kacmar, & Ralston, 2004).
본 연구는 인사제도의 내재화가 커지면 종업원의 역할피로를 줄이는 긍정적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직무요구-자원 모델에서 직무는 직무자원과
직무요구의 범주로 나뉜다(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직무요구는
일을 수행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서적 소진, 직무과다, 역할갈등, 역할피로 등을 포함한다. 직무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과도한 직무요구는 부정
적인 직무결과를 초래한다(이랑․김완석․신강현, 2006). 반면 직무자원은 목
표를 성취하도록 지원하며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며 직무
요구의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종업원의 역할성과와 정서적 소진을 줄이는 긍
정적인 역할을 한다. 직무자원의 예로는 피드백, 자율성, 만족도, 의사결정 참여
를 들 수 있으며 종업원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이다(Schaufeli &
Bakker,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사제도의 내재화는 조직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하고 직무역량과 가치를 향상시켜 준다는 믿음과 신념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직무자원의 역할
을 하게 되고, 에너지 소모에 의한 역할피로를 줄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제도의 내재화를 직무요구-자원의 관점에서 역할피로를 줄이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증거를 다룬 선행 연구 역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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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사제도의 내재화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유추
할 수는 있는데, Bakker, Demerouti, & Verbeke(2004)의 연구를 보면 직무의
과다는 종업원에게 정서적 소모와 역할갈등을 증가시켜 피로도를 높이는 반면,
자율성 부여, 개인에 대한 발전적 지원 등은 개인이 조직의 사회적 지원을 인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자원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이 현재의 인사제도를 자신의 직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
을 해주는 지원 체계라고 믿고 개인적 역량 및 가치를 향상시켜 주는 사회적
지원으로 지각한다면, 이러한 인사제도의 내재화는 역할피로를 줄여주는 직무
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 인사제도 내재화는 역할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직은 자신이 속한 회사를 떠나는 것이고, 이직의도는 행동에 선행하는 요
소로서 실제 이직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배성현․김미선, 2009). 행동
주의 관점은 종업원의 태도, 내적규범, 그리고 행동 통제감이 상호작용하면서
의도(이직의도)를 통해서 행동(실제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에 실
제 이직 여부를 직접 예측하는 요인으로 본다(오인수․김광현․Darnold․황종
오․유태용․박영아․박량희, 2007). 개인차원에서 본다면 이직과 이직의도의
증가는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며, 내적 동
기와 조직성과를 다룬 연구들에서 조직이 줄여야 하는 중요한 성과 변수로 여
겨져 왔다(임서영․박동수․이정민, 20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사제도가 조직의 심층구조인 사회적 맥락을 변화시
키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단기적 요인인 작업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전환하는
데에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인사제도의 내재화는 이러한 조직관행에 대한 지
식을 제공하고, 업무수행 결과로 기대되는 평가와 보상, 종업원 유지와 관련된
긍정적 지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직 내 인사제도와 관행에 대한 암묵적
공유와 수용도가 높다면 종업원들의 이탈과 이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교환관계 관점에서 보면 종업원이 조직의 제도가 자신의 인적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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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향상에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개인과 조직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
고 조직에 몰입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지게 된다(차동옥, 2004).
Allen, Shore, and Griffeth(2003)의 연구는 인적자원제도의 가치와 지원성에 대
한 종업원의 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반면 이직의도를 줄인다는
점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 인사제도 내재화는 이직의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역할피로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
역할피로는 조직이 종업원에게 기대하는 직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인이므로 역할피로의 증가는 종
업원의 직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albesleben & Buckley, 2004;
Perrewe, Zellars, Ferris, Rossi, Kacmar, & Ralston, 2004).
직무요구-자원 모델에서 역할피로는 개인의 정서적 소진, 직무과다, 역할갈
등과 함께 직무요구 요인이며, 종업원의 정서적 소진, 직무에 대한 냉소주의 증
가, 직무에 대한 가치절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Schaufeli & Bakker, 2004). 역할피로는 종업원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직무자원은 줄어들고 직무요구 요인은 커진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직
무몰입에는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역할피로와 직무몰입에 대한 직접
적인 관계를 증명한 연구 역시 많지 않은 편이지만, 몇 가지 실증연구 결과를
참고한다면 그 관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예컨대 이랑․김완석․신강현(2006)의 연구는 232명의 콜센터 상담원을 대
상으로 한 조사분석에서 과도한 직무량과 역할피로의 증가는 직무자원의 부족
을 느끼도록 하고 에너지 소모를 초래해 종업원의 정서적 소진을 높인다는 결
과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서적 소진은 직무에 대한 열의와 몰입을 저하시킨
다고 하였다. Bakker, Demerouti, & Verbeke(2004)의 연구 역시 11개 기업 146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에서 종업원이 직무에서 느끼는 역할갈등이 높을수
록 직무요구는 커지는 반면, 직무자원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소진
과 직무에 대한 냉소주의가 높아지는 점을 밝혔다. Carlson & Perrewe(199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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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종업원이 조직의 사회적 지원 부족, 노동시간 증가, 역할모호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갈등은 높아지고 직무수행에 대한 열의는 낮아
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 역할피로의 증가는 직무몰입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이직의도에 대한 직무몰입과 역할피로의 효과
직무몰입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일체감과
자긍심, 일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의 지각정도를 의미한다(Muchinsky, 2009).
따라서 종업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몰입도가 높은 내적 동기부여
상태가 유지된다면 현재의 조직을 떠나려는 부정적인 이직의도는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된다. 그래서 종업원의 직무에 대한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을 이직과 결
근을 줄이는 선행요인으로 들고 있다(백승규․이영면, 2010). 또한 오인수․김
광현․ Darnold․황종오․유태용․박영아․박량희(2007)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도 이직의도는 조직몰입, 직무몰입의 요소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
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5 : 직무몰입은 이직의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면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역할피로의 증가는
종업원의 부정적인 경험이다. 역할피로의 증가는 직무요구적 요인의 증가이고
직무수행을 위한 자원의 결핍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 직무수행을 위한 에너지
의 소진으로 이어져 결국 이직을 생각하게 된다. 심리적 계약 관점에서도 현재
의 조직에서 재직하면서 암묵적으로 예상했던 자신의 노동력 제공의 정도를 넘
어서는 직무와 역할피로의 증가는 암묵적 기대가 파기됨을 느끼게 한다. 따라
서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되고 그동안 유지했던 조직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버리게 된다(Andersson, 1996). 따라서 역할피로의 증가는 정
서적 소진을 유도해 의욕을 바닥나게 만들고 조직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직의도
는 높아지게 된다(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Wright & Bonett
(1997)은 공공서비스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업원들의 직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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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감 증가는 정서적 소진을 초래하고 결국 직무애착, 목표몰입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6 : 역할피로의 증가는 이직의도를 높일 것이다.

Ⅲ. 자료의 조사와 측정

본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과 표본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인사제도 내재화 인사제도 내재화는 현재 인사제도의 취지에 대한 수용정도
와 만족도, 주인의식으로 정의한다. Kostova(1999)가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현
행 인사제도에 대한 취지와 목적, 효과에 대한 수용정도와 만족도, 주인의식에
대한 10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의 인사제도 시행효과
에 만족함’, ‘현재 우리 조직의 인사제도의 규정은 균형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
음’, ‘인사제도의 규정이 업무의 동기유발에 도움을 줌’, ‘현 인사제도는 우리
조직의 독특한 상황을 잘 반영한 것임’, ‘현재의 인사제도의 시행 취지에 동의
함’, ‘현 인사제도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줌’, ‘현재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의 인사제도는 우리 회사의 제도이므로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함’, ‘현 인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음’, ‘인사제도가 요구하는
성과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의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직무몰입 직무몰입은 자신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집중
의 정도로 정의하며, Kanungo(1982)의 연구를 토대로 ‘친한 사람이 현재의 직
무와 비슷한 유형의 직무를 선택한다면 찬성할 것임’, ‘현재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어디에서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음’, ‘현 직무에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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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업무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감’의 세 가지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역할피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피로감의 정
도로 정의하였다. 문항은 Bakker, Demerouti, & Verbeke(2004)의 연구를 바탕
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업무수행에 따라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높은 편임’, ‘업무수행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낌’, ‘퇴근할 때 쯤이면 매
우 피곤함을 느낌’의 3개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직의도 종업원이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 직장을 떠나려는 의도
로 정의한다(Iverson, 1992). 본 설문조사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평가지표개
발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한된 문항 구성에 의해 구성개념 타
당성을 위해 충분한 문항을 구성하지 못하고 단일문항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었
다. 내용은 ‘나는 현재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음’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고용지원센터 개인평가지표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전국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업지원, 직업훈련,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2,600여 명으
로 하였으며 설문자료의 회수는 1,789부가 회수되어 약 68%의 회수율을 보였
다. 회수된 자료 중 설문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인구통계적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응답의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외한 1,117명
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표본의 특성과 분포
다음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표본의 분포이다. 총 1,117명의 분석자료 중 팀원
은 952명(85%)이었으며, 팀장은 165명(15%)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30대가
756명(68%)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20대가 219명(20%)의 비율을 보였
다. 현 직무의 근무기간은 평균 24.9개월로 약 2년의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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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분포
직급

직급별 성별 교차
성별

팀원
319(29%)
633(57%)
952(85%)

남자
여자
전체

팀장
113(10%)
52( 5%)
165(15%)

직급
팀원
팀장
215(19%)
4( 0%)
673(60%)
83( 7%)
57( 5%)
52( 5%)
7( 1%)
26( 2%)
952(85%)
165(15%)
평균(개월)
25.3
22.6
24.9

직급별 연령 교차

20대
30대
연령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현 직무 근무기간
팀원
팀장
전체

전체

432( 39%)
685( 61%)
1,117(100%)
전체

219( 20%)
756( 68%)
109( 10%)
33( 3%)
1,117(100%)
N
952( 85%)
165( 15%)
1,117(100%)

며, 공공조직의 빠른 직무전환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 직무에서의 근무기간은
비교적 긴 특성을 보인다.

Ⅳ. 실증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 순서는 먼저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분석에 사용
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1.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본 연구 측정모형의 구성신뢰도와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검증하였고, Cronbach's  테스트로 설문항목의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성과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 적합도는 RMSEA, GFI, AGFI, TLI, NFI, CFI의 지수를 사용하였다.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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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수의 기준은 .90 이상의 값을 보이거나 RMSEA가 .05보다 작을 경우 매
우 양호한 적합도로 평가하며, .08까지도 비교적 수용할 만한 적합도로 평가하
였다(MacCallum & Hong, 1997).
Kostova(1999)는 제도 내재화를 제시하면서 그 하위 구성개념으로 제도몰입,
제도만족, 심리적 주인의식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도 내재화
라는 잠재적 요인에 제도몰입, 제도만족, 심리적 주인의식이 1차 요인으로 연결
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세 가지 하위차원이 1차 요인으로 구성되고 그
배후에 다시 인사제도 내재화라는 2차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측정
모형을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성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759.66, d.f=72, RMSEA=.080, GFI=.91, AGFI=.88, NFI=.91, CFI=.92,

TLI=.90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모형은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요인 표준화 표준
구성
t값
AVE Cronbach'α
계수 계수 오차
신뢰도
제도만족←인사제도내재화 1.00 .96
2차
제도몰입←인사제도내재화
.98 .99
.03 31.52** .969 .739
요인
주인의식←인사제도내재화
.76 .92
.03 24.16**
IS_1←제도만족
1.00 .89
IS_2←제도만족
.99 .91
.02 45.32**
.84 .74
.03 30.46**
IS_3←제도만족
1.00 .78
IC_1←제도몰입
1차
.72 .56
.04 18.94** .934 .860
IC_2←제도몰입
.920
요인
IC_3←제도몰입
1.02 .83
.03 30.22**
1.00 .70
IO_1←주인의식
1.11 .74
.05 22.48**
IO_2←주인의식
IO_3←주인의식
1.18 .85
.04 25.46**
JO_1←직무몰입
1.00 .87
.715 .612
.683
JO_2←직무몰입
.62 .61
.07 8.39**
RT_1←역할피로
1.00 .68
1.36 .87
.06 19.82** .800 .682
RT_2←역할피로
.795
1.11 .71
.05 19.83**
RT_3←역할피로
요인

  =759.66, d.f=72, RMSEA=.080, GFI=.91, AGFI=.88, NFI=.91, CFI=.92, TLI=.90
주 : N=1,117,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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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값(indicator)의 요인적재량도 모두 유의하였으며,
잠재요인의 구성신뢰도 역시 .70을 상회해 본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하였다(Anderson, 1987). 다만 인사제도 내재화에서 제도몰입에 포함
되는 ‘현재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함’이라는 항목과 직무몰입의 ‘일에 집
중하여 업무시간이 빨리 지나감’의 항목은 각 잠재요인에 대한 요인적재치가 .4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 향상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외하였다.
또한 측정모형의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 분석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이 .5 이상일 경우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한다(Hair, Anderson, Tatham, and Black, 1998). 본 측정모형에 사용된 구성개념
의 AVE값은 모두 최소한 .50를 상회하고 있어 측정모형의 구성개념에 대한 판별
타당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문항의 신뢰성에 대한 검
증을 위해 Cronbach's α 테스트를 한 결과 모두 .60 이상의 양호한 값을 보였다.

2. 상관관계 분석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에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요인
인사제도
내재화
직무몰입
역할피로
이직의도
근무기간
성별
연령
직급

인사제도
내재화

직무
몰입

역할
피로

이직
의도

현 직무
근무기간

1.00
.314** 1.00
-.235** -.115** 1.00
-.317** -.380** .152**
-.026
.055
.001
-.060*
-.102*
.089**
.038
.168** -.050
.113*
.067* -.152*

1.00
-.016
1.00
.056
.087**
-096** .163**
-.086** -.032**

성별

연령

평균

표준
편차

3.21

1.01

4.31 1.37
4.79 1.11
2.47
.81
24.90 30.25
1.00
-.244** 1.00
-.255** .420**
-

주 : 양측검정, N=1,117, * p<.05, ** p<.01
성별연령(20대(1), 30대(2), 40대(3), 50대이상(4), 성별(남 : 0, 여 : 1), 직급(팀원 :
0, 팀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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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보면 인사제도 내재화는 직무몰입과 r=.314로 p<.01 수준에서 긍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역할피로와는 부정적인 관계(r=-.235, p<.01)를 보였
다. 인사제도 내재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도 두 변수는 부정적인 관계
(r=-.317, p<.01)를 나타냈다. 한편 직무몰입 역시 역할피로와는 부정적인 상관
관계(r=-.115, p<.01)를 보였으며,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는 r=-.380으로 부정적
인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역할피로와 이직의도는 서로 긍정적
인 상관관계(r=.152, p<.01)를 보여 본 연구에서 구성한 연구모형의 가설관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의 검증
설문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보고(self-report)에 따른 응
답자의 편의가 발생하고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한계를 갖는다
(박원우․김미숙․정상명․허규만, 2007). 본 연구 역시 설문조사방법과 연구
모형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편의(bias)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2003)는 이러한 동일방법편의를 통제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단일방법요인접근(single-method-factor approach)을 포함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응답자들로부터 공통된 동일방법요인을
예측하여 직접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측정되지 않은 미지의 잠재적
인 동일방법요인을 구조방정식 분석모형에 설정하여 그 잠재요인이 전체 잠재
변수의 관찰값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는 단일방
법요인접근(single-method-factor approach)이 적절하다(Podsakoff et al., 2003).
이 방법은 미지의 잠재적 동일방법요인이 존재하여 연구모형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분석모형 속에 하나의 잠재변수로 동일방법요인을
설정하고 이 잠재변수가 분석모형에 사용된 모든 관찰값(indicator)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하여 분석한다.1) 그리고 본래의 연구모형과 잠재적 동일방
1) 분석모형에 설정한 단일방법요인(잠재변수)으로부터 연구모형 속의 잠재변수에 연관된 모
든 관찰값(indicator)으로 영향력 관계를 설정한 후 단일방법요인의 분산(variance)을 1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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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인을 통제한 모형을 비교하여 모형 간 자유도 변화에 대한   변화량의 유
의도, 모형의 적합도 변화, 경로계수의 추정치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Williams & Anderson, 1994).
<표 4>에 그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잠재적인 동일방법요인을 통제하
지 않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고 이 연구모형에서도 비교적 만족할 만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었다(   =502.09, d.f=52, RMSEA=.08, GFI=.94, AGFI=.89,
NFI=.90, TLI=.89, CFI=.90). 그리고 모형의 경로계수는 인사제도 내재화가 직
무몰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역할피로와 이직의도는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높은 직무몰입은 이직의도를 낮추며, 역할피로가 높
아질수록 직무몰입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분석모형에 잠재적인 동일방법요인을 설정하여 모형을 분석하였
다. <표 4>의 잠재적 동일방법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모형은   =451.67, d.f=45,
RMSEA=.09, GFI=.94, AGFI=.88, NFI=.90, TLI=.85, CFI=.92로 잠재적 동일
방법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과 비교해 본 연구모형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모형 간 비교에서 자유도는 Δd.f=7만큼 줄었으나
그 자유도 변화에 따른   의 변화량(Δ  =50.42)이 p<.01 수준에서 유의해 동
일방법요인 통제 후의 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illiams & Anderson(1994)의 연구에서 동일방법요인을 통
제하기 전 모형과 통제한 후의 두 모형 간 비교에서도 자유도 변화에 따른 Δ 
변화량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동일방법요인을 통제하기 전 모형과 통제한 후의 모형의 비교를 통해 서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본 연구의 자료에도 잠재적인 동일방법편의가 내재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잠재적인 동일방법요인을 통제한 모형의 자
유도 변화에 대한 Δ  가 본 모형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의 가설검
증을 위한 최종모형으로 사용하였다.
동일방법요인을 통제한 후 분석한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은
인사제도 내재화가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분
석결과를 보면 인사제도 내재화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표준화 경로계수=.385
(t=10.554, p<.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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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동일방법요인 통제와 경로분석
동일방법요인 통제 전 모형 경로분석
표준화
표준
경로
계수
경로계수
오차
.517
.378
.049
인사제도 내재화→직무몰입
인사제도 내재화→역할피로
-.221
-.226
.034
인사제도 내재화→이직의도
-.139
-.171
.028
직무몰입→이직의도
-.225
-.376
.026
역할피로→직무몰입
-.107
-.076
.052
역할피로→이직의도
.034
.041
.026


적합도
d.f Δ
Δd.f
RMSEA GFI AGFI

통제전 502.09 52
.08
.94
.89
동일방법요인 통제 후 모형 경로분석
표준화
표준
경로
계수
경로계수
오차
.520
.385
.049
인사제도 내재화→직무몰입
인사제도 내재화→역할피로
-.153
-.243
.036
인사제도 내재화→이직의도
-.129
-.159
.028
직무몰입→이직의도
-.228
-.378
.027
역할피로→직무몰입
-.075
-.035
.081
역할피로→이직의도
.108
.084
.052
적합도
d.f Δ 
Δd.f
RMSEA GFI AGFI

통제후 451.67 45 50.42*
7
.09
.94
.88

t값
10.483**
-6.531**
-5.059**
-8.491**
-2.053*
1.299
NFI TLI CFI
.90 .89 .90
t값
10.554**
-4.289**
-5.059**
-8.491**
.355
2.066*
NFI TLI CFI
.90
.85
.92

주 : * p<.05, ** p<.01
본 연구모형에 성별, 현 직무 근무기간, 연령, 직급을 통제변수로 분석하였고 결과
는 다음과 같음.
직급→역할피로(계수=-.22, t=-3.26, p<.01), 성별→직무몰입(계수=-.18, t=-2.05,
p<.05), 연령→직무몰입(계수=.37, t=5.48, p<.01), 직급→직무몰입(계수=-.28 t=-2.22,
p<.05)로 나타남.

가설 2는 인사제도 내재화가 역할피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
하였다. 인사제도 내재화가 역할피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
=-.243(t=-4.289, p<.01)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제도 내재화가 역할피
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설 3에서는 인사제도 내재화가 이직의도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분석결과 인사제도 내재화와 이직의도와의 표준
화 경로계수=-.159(t=-5.059, p<.01)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 인사제도 내재화가
이직의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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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피로가 직무몰입을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 가설 4
에서 동일방법요인을 통제하기 전 경로분석모형에서는 역할피로의 증가가 직
무몰입을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방법요인
을 통제한 후의 분석모형에서는 역할피로와 직무몰입 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가설 5는 직무몰입이 이직의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정하였는데 직무몰입이 이
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378(t=-8.491, p<.01)을 보여 직
무몰입이 이직의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6은 동일방법요인 통제 후 모형에서 역할피로가 이직의도
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피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084(t=2.066, p<.05)로 역할피로의 증가가 이직
의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역할피로와 직무몰입, 이직의도
간의 관계가 동일방법편의의 통제 전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각 변수들이 개
인차원에서는 하나의 인지구조 속에 있고 따라서 각 변수 간의 공분산의 정도
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경로분석을 통해 인사제도의 내재화가 직무몰입을 높이고, 역할피로
와 이직의도는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직무몰입도 이직의도를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역할피로는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요약과 결론

본장에서는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살펴본 후 연구의 한
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종업원의 인사제도 내재화가 종업원의 직무차원 변수인 직무몰입
과 역할피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역할피로 직무몰입
의 관계와 직무몰입과 역할피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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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모형 요약

[그림 2]에서와 같이 조직에서 행해지는 현재의 인사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내재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사제도
내재화는 종업원의 역할피로를 줄이고 이직의도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
었으며, 직무몰입이 이직의도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한편 역할피로
는 이직의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직무몰입에 대한 유의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인사제도 내재화가 직무몰입을 높이고 역할피로와 이직의도를 줄이는 긍정
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종업원이 현재의 인적자원관리제도가 업무결과에 대
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해주고 역량향상을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느낌으
로써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내적 동기유발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좋
은 제도에 의해 유발된 내적 동기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일체감을 높
이고, 업무과중에 따른 역할피로에 대해서도 이를 완화하고 이직의도를 줄이는
직무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동기를 고취하는 좋은 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이 종업원에게 잘 전달되고 동기
유발을 통해 조직성과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화된 인사제도의 효과는 종업원의 직무몰입을 통해 조직
에 대한 잔류의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된다. 한
편 인사제도 내재화가 종업원의 직무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긍정적
인 직무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역할피로는 이직의도를 높이는 직무요구
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피로는 과다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에너지의 소진을 촉진하기 때문에 역할피로를 높게 지각하는 종업
원은 현재의 피로도 높은 직장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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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역할피로가 직무몰입을 낮출 것이라는 점은 예상과 달리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업무부하량이 현재의 직무에 대한 몰입과 일체감을 줄이
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경제적 상황과 고용관계 유형이 고용안정
성이 낮아짐으로써 업무에서의 피로감은 현재의 직무를 유지하고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마땅히 지불할 만한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사제도의 내
재화가 직무몰입, 이직의도와 같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종업원의 고성과와 고몰입을 유도하
는 좋은 인적자원관리제도와 관행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은 증명해 왔다(예: 김상표, 2006; 류성민․김성수, 2007; Datta, Guthrie, & Wright,
2005; Green, Wu, Whitten, & Medlin, 2006; Sun, Aryee, & Law, 2007). 그러
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조직성과로 연계되는 과정인 블랙박스를 밝히고 그
관계를 정교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Collins, 2000),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개인차원에서 인사제도의 내재화에 대한 정의와 측정을 시도하였고, 인
사제도 내재화와 직무몰입, 역할피로 및 이직의도 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직무몰입과 이직의도에 대한 역할피로의 관계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도 향후에 후속될 연구에서 조직과 직무와 관련해 더 다양한 변수의 도입과 논
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어떤 제도든지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업원들이 그 제도의 내용에 동의하고 주
인의식을 갖는 내면화 과정이 필요하다. 실무적인 면에서 본다면 조직은 도입
하고자 하는 제도와 경영관행이 조직의 성과와 종업원의 동기를 고취할 만한
좋은 제도인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도입하려는 제도가 좋
은 제도이고 조직과 종업원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확신한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가 잘 전달되도록 다양한 전파활동(설명회, 공청회, 시험운영)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입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정과
개선을 위한 공식적 기구와 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과정에서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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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의 측정이 단일시점에서 횡단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제
도가 시행되거나 도입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적자원관리 기능별 제도가 모두 체계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점
을 본 연구에서는 차별화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는 내재화의 대상이 되는 인사제도를 평가, 보상 및 교육훈련
으로 포괄하여 제도에 대한 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기능별 제도에 대한 측정보
다 인사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나 이미지를 측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
제로 인사제도는 급여, 평가, 복리후생, 훈련 외에 근로시간, 작업유형, 상담 등
의 제도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요소가 인사제도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도 종업
원의 내재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기능
별로 종업원의 제도내재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보상이나 평가, 훈련
각각의 제도적 수준과 그에 따른 내재화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
하였다는 점과 인사제도의 범위와 기능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인사제도의
범주를 구체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잠재적 동일방법요인을 가정하고 이를 통제하는 통계적
인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이 역시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방법의 설계와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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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ization of HR Practice,
Job Commitment, Role-Tiredness, and Turnover Intention
Jinhee Kim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ization of HR practice,
job commitment, role-tiredness, and turnover intention. Internalization of HR
practice is that state in which the employees at the recipient attach symbolic
meaning to the practice. A practice becomes infused with value when the
employee see the value of using the practice, and when the practice becomes
part of the employees' organizational identity. Therefore internalization of HR
practice and job commitment are key element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 tests not only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HR practice and job commitment, role-tiredness, turnover
intention, but also examines effect of role-tiredness on job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instruments from
1,117 employees of Job Center. To test the hypothe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mployed.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ernalization of HR practice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job
commitment. Second, internalization of HR practice has a neg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role-tiredness, and turnover intention. Third, role-tiredness has a
positively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however we could not found an effect
of role-tiredness on job commi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internalization of HR practice has a critical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rough
job commitment.
Keyword : internalization of practice, job commitment, tiredness,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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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혁신활동 간의 관계 :
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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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시대에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혁신으로 인식되면서 혁신을 제
고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활동이 고용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타 연구와 달리 개인수준에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편의추출법에 의
해 중소 제조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12부를 회수
하였다. 연구결과 고용안정성이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
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성을 측정하였던 직위안정성 및 상황통제력이 조직
정체성을 매개로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고용안정성이 높으면 혁신활동이 저하된다는 일부 이론이나
상식과는 반대의 실증결과를 보여준다. 고용안정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 많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보다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용불안정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기업이 여기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안정성이 혁신활동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증
명함으로써 고용안정성 제고가 단순히 근로자의 안정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실무
적으로 고용안정성을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 아닌 직위안정성과 상황통제력
이라는 구성요소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과 근
로자가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안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핵심 용어 : 고용안정성, 조직정체성, 혁신활동

논문접수일: 2012년 2월 13일, 심사의뢰일: 2012년 3월 6일, 심사완료일: 2012년 4월 17일
* (제 1저자) 한국생산성본부 책임연구위원(yhhani@naver.com)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slim@hanyang.ac.kr)

148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3호

I. 서 론

혁신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거나 조직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Woodman, Sawyer, & Griffin, 1993). Amabile(1983)은 ‘창의
성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생산’으로 정의하면서, ‘혁신은 조직 내에서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혁신의 주체는 누구일까? 양혁승(2008)은 “오늘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것을 요구한다”
고 하면서,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Pfeffer(1995)도 미래 경영자들은
숫자에 앞서 사람을 먼저 살펴봐야 하고, “인간의 지속가능성이 미래 경영환경
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면서 사람이야말로 기업과 국가의 지속성장 가능
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변화와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사람’이 기업경쟁력의 핵심가치로 자리잡았다
고 하면서, 사람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사
람에 의한 경쟁력이 결정적이고 차별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신체의 상태에 의해 지배되므로 경쟁
력의 원천으로서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심리를 바탕으로 업
무에 대한 의욕, 업무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적 안전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고용안
정성이다. Pfeffer(1998)는 고용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직원들이
사내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꾀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지
도 모른다고 느낀다면 아무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즉 조직구성원들이 고용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헌신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을 통해서 조직 내 책임감과
적극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 조직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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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Ellemers(2003)는 조직정체성이 높을수록 집단지향적 행동을 보이고,
조직정체성으로 인해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가 변한다(Albert & Whetten, 1985)
고 하였다. 조직정체성은 개인의 행동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용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이직률,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 비
율 등과 같은 조직수준의 측정치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측정치
는 기업규모나 업종, 기업 내 인사 및 노사관계제도와 같은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용안정성과 혁신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애로를 가져온
다. 따라서 고용안정성이 가져오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타 변수의 개입
을 보다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개인수준의 고용안정성을 선택하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혁신활동이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
인수준의 고용안정성과 혁신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논문은 고용안정성이 조직정체성을 통하여 조
직구성원의 혁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제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근로자의 지각된 고용안정성
은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지각된 고용안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조직정체성은 근
로자의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Ⅱ.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

1.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이직률, 구조조정, 조직개편과 같은 조직차원과
개인이 지각하는 개인차원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
부분 조직차원의 연구가 많았고, 개인이 인지하는 개인차원의 고용안정은 소홀
히 다루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이 인지하는 고용안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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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고용안정성(job security)이란 근로자가 원하는 한 현재의 일을 직장에서 계
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Chant, 1958). Davy, Kinicki, & Scheck(1997)에 따
르면 고용안정성은 “직무상황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라고 하였다. 전상길․백
윤정(1999)은 고용안정은 “근로자가 어느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취업이 안정되
어 있는 것”이라 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안정성의 개념은 “근로자들이 현재의 수행직무에 대해
안정을 바라는 기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용안정은 나의 업무가 불
안해지지 않는 막연한 기대감을 중심으로 개인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었
다. 그러나 기대감의 인지된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구성된 요소가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인색하였다. Ashford, Lee, & Bobko(1989)
에 따르면, 고용불안감은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직무가 없어질 수 있
는 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무력함’이라고 하
였다. 즉 자신의 직무가 없어질 가능성과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무력감(본인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으로 구분하여 고용안정성을 연구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박통희․김민강(2008)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분불안을 신분
위협과 무력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고용안정성을
직무상실 위협의 심각성에서 벗어난 상태인 자신의 직위에 대해 위협이 없는
소망스런 “직위안정성”과 현재 및 미래의 직장상황에서 무력함이 발생되지 않
는 스스로 직무특성을 통제하는 “상황통제력”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그런데 고용안정성은 객관적 위협의 존재유무와는 상관없이 발생된다(Rosenblatt
& Ruvio, 1996). 실제로 객관적인 위협이 존재하기보다는 개인이 얼마나 지각
하는가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달리 측정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지각한 고용안
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혁신활동에 대한 개인의 행동과 태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조직정체성 및 혁신활동과의 이
론적 관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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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안정성과 혁신활동의 관계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하는 이론을 “현상유지바이어스”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을 조직 내
에서 고용안정성과 혁신활동의 관계에 적용하면, ‘고용안정성이 강화되면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반응에서 혁신활동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용안정 현상유지편견 이론(status quo bias by job security
theory)”이라고 명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용안정성이 증가하면 대부분의
조직구성원은 안정적 고용상태에 따른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의 위생요인처럼 불만족이 충족되어 더 이상 동기부여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또한 Delery & Doty(1996)의 연구에서도 전략적 인적자원관
리의 요인 중 고용안정성과 혁신의 관계는 “고용안정은 혁신에 부(-)의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Brockner(1988)는 높은 고용안정성이 열심히 일
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려는 동기를 감소시키는 나태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는 높은 고용안정성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더 이상 혁신하려고 하는 의
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현재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데 혁신으로 인
해 현재의 일을 더 복잡하게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다. 박상언․이영면(2004)의 연구에서는 적정한 고용불안이 조직시민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고용불안으로 조직구성원은 본인이 고용
불안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De Cuyper & De
Witte (2006)는 신분보장이 잘된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 종업원들이 조직시
민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인해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혁신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외부적인 제약조
건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혁신활동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안정성과 혁신활
동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용보장을 통해 개인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해 주면 혁
신활동에 적극적일 것’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고용안정 상승효과
이론(Synergy effect by job security theory)”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즉 고용안
정성이 강화되면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반응에서 혁신활동에 대해 보다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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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일 것이다. 양혁승(2008)은 한국에서의 “고용보장은 특별히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고, 직장을 거래적 계약관계로 보기보다는 정(情)이 흐르는 인간관계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한 한국인들에게는 고용보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고용안정과 같은 안전판이 확보될 때 자신감을 바탕으로 잠재역량 발휘
와 높은 업무성취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배규식․권현지․노용진
(2008)의 연구에서도 작업장 혁신의 선행요인으로 고용안정을 들고 있다. 고용
안정성은 직원 참여 및 내재적 작업동기 제고라는 혁신활동을 위한 선행요인으
로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Quinn & Rivoli(1991)는
미국과 일본의 고용안정성과 보상스타일의 연구결과에서 일본의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스타일이 혁신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
원인은 일본식 스타일은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조직
에 대한 소속감 및 애사심이 발생되어 회사의 일이 나의 일이라는 일체감을 갖
게 되어 혁신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은 조직 내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고, 구성원들의 몰입(팀, 집단)을 더
욱 향상시켜 조직의 인적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구성원의 소속감, 조직만족
도 역시 부수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고용안정성이 혁신활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고용안정성의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을 현 사회적 현상과 비교할 때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사람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행위의 최우선이
된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조직의 경쟁력 우위는 사람으로부터 창출되기
때문이다(Pfeffer, 1998). Fried et al.(2003)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 동기유발을
고려하기 이전에 안정성 이슈를 해결하려고 한다. Hackman & Oldham(1980)
은 조직에서 고용안정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면 종업원은 일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지 않고 직무나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 Nolan, Wichert, &
Burchell(2000)은 경제 변혁과 비정규직의 숫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
성 제공은 종업원의 기본욕구 충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고, 조직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공헌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조직에 대
한 애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이론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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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혁신활동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는 혁신활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은 ‘개인의 고용안정성을
토대로 발생’된다는 전제하에 ‘개인의 주관적 고용안정성 지각이 높을수록 혁
신활동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Ashford et al.(1989)의 연
구에 따라 조직에서 개개인이 지각하는 고용안정성이란 현재 및 미래의 직장상
황에서 자신의 직위에 대해 위협이 없는 소망스런 상태인 “직위특성의 직위안
정성”과 무력함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인 “직무특성의 상황통제력”으로 구분하
여 가설집합 1을 설정하였다.
가설집합 1 : 근로자가 인식하는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혁신활동이 높
아질 것이다.
가설

1-1 : 근로자가 인식하는 직위안정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혁신활동이 높
아질 것이다.

가설

1-2 : 근로자가 인식하는 상황통제력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혁신활동이 높
아질 것이다.

3. 고용안정성과 조직정체성의 관계
조직정체성은 ‘개인이 집단 운명과 심리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로서 특정 집
단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의 지각’으로 Foote(1951), Gould(1975)에 의해서
정의되었으며, 집단동일시 개념을 주요 구성요소로 발전시켜 왔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자존심을 강화시켜 주는 사회적 범주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며 이러한 조직동일시는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감 그리고 작업
조직이나 사회적 조직효율성에 중요한 함축성을 지닌 개념이다(Brown, 1969).
또한 개인이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 기본적인 구성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도 조직동일시가 조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애착발달에 중요한 기폭제
로 작용하고 있다(Bowlby, 1982). 개인이 조직에 대한 애착감 형성은 그 개인
이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는 데서 생기며, 개인은 점차적으로 그 조직의 특성,
속성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인지적 반응체계로 통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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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는 특정 사회적 집합체(조직)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조직과 자신과의 일체감 지각으로 나타난다. 개인이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한
시간, 즉 개인의 재직기간과 조직동일시의 상관관계는 Mael & Ashforth(1992)
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이 조직동일시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것은 개인이 조직에 재직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조직과 함께 공유할 기회가 더 많아지며, 아울러 그 조직의 원형적 특성으로
자신을 지각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동일성을 더욱 강하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조직에서의 직위도 조직동일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Lee, 1971).
Galbraith(1977)는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직무책임감이 조직동일시로 강하게
연결된다고 하였다. Poter & Lawler(1965)는 직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에 더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직급수준이 높을수록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만족을 통해서 조직동일시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안정으로 인한 재직기간의 증가는 조직동일시를
증가시켜 조직정체성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용안정성의
세부요인인 직위안정성과 상황통제력의 증가는 조직동일시와 조직정체성에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집합 2를
설정하였다.
가설집합 2 : 근로자가 인식하는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조직정체성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1 : 근로자가 인식하는 직위안정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조직정체성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 근로자가 인식하는 상황통제력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조직정체성은
높아질 것이다

4. 조직정체성과 혁신활동의 관계
Hogg(1988)에 따르면,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개인에게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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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정관념, 동조행동, 집단응집성, 집단 간 갈등, 사회적 영향, 집단의사결정,
집단사고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은 조직과 일체
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Mael & Ashforth, 1992). 일체감(개인과 조
직의 동일시)이 불러오는 동기부여요인은 인지적 프로세스에서 오며, 소속감은
개인에게 조직에 동의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그 조직의 정체성에 동의하면
할수록 그들은 소속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한다
(van Knippenberg & Ellemers, 2003). 개인은 조직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향상시키려는 수단으로 조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조직과의 일체감이 높은 개인들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외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집단과의 일체감이 높을 때 조
직구성원들은 집단의 목표를 자기 자신의 목표로 보며, 그 집단의 목표를 내재
화시킨다(Deci & Ryan, 2000). 내재화된 목표는 개인과 조직 간의 심리적 관계
로서 개인의 창의적․혁신적 노력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shforth &
Mael, 1989). Tajfel & Turner(1986)은 특정 집단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여 집단에 대한 충성, 응집력, 협동심, 이타
주의 행동 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 감정적이나 의
무감에 의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혁신성향은 강화
된다(조윤형․최우재․신제구, 2011). Luthans et al.(2007)은 인간의 심리속성
중 긍정적인 요소(희망, 현실적 낙관성, 자기효능감, 복원력)를 자본으로 개념
화하여 긍정심리자본을 제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상태가
긍정적일수록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은 혁신성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대용․박권홍․서장덕, 2011). 이러
한 긍정적 태도는 과업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정을 촉진시켜 혁신활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조직정체성의 제고는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
켜 창의와 혁신이 필요한 과업환경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과 높은 수준의 끈기
를 갖도록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정체성은 긍정적 태도를 유발시켜 개인
의 행동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를 토대로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정체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혁신활동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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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안정성과 조직정체성 및 혁신활동
고용안정성은 조직의 정체성 형성의 원인으로 조직동일시와 자발적 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조직정체성이 강화되면 개인정체성과 달리 자기를 정의하
는 방향이 개인에서 집단으로 이동하므로 조직정체성에 대한 지각이 증대되면
조직동일시와 공동운명체 인식이 조성되어 조직을 위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
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개념과 조직정체성이 일체화되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나 조직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극복해 나가
는 데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만약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높은 개
인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직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개인이 가지는 자기존중감은 심각하게 훼
손될 것이다. 각 개인들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직과의 일체감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혁신활동
이 매우 높은 리스크와 실패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실패를
피하기 위한 욕구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것이다. 즉 조직정체성에 대
한 지각은 혁신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노력의 투입으로 복
잡하고 불확실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지식을 획득하고 일처리 방식을 개발하
도록 촉진한다(Elliot & McGregor, 2001). Deci & Ryan(2000)에 따르면, 집단
과의 일체감이 높을 때 조직구성원들은 집단의 목표를 자기 자신의 목표로 보
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집단의 목표는 내재화된다. 집단 목표의 내재화는 자신
의 활동에 대한 통제감, 즉 자기통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것은 차례로 과업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정을 촉진한다. 조직정체성의 제고는 창의성이 필요한 과
업환경에서 창의적 노력과 높은 수준의 끈기를 갖도록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안정으로 인해 조직동일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직정체성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조직정체성은 혁신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선행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집합 4를 설정하였다.
가설집합 4 : 근로자의 조직정체성은 고용안정성과 혁신활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 근로자의 조직정체성은 직위안정성과 혁신활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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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근로자의 조직정체성은 상황통제력과 혁신활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고용안정성이 혁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둘
사이에서 생기는 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구성원들은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혁신활동을 함에 있어 직접적
인 영향을 받으며,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조직구성원들은 혁신활동에서 적극적
개인행동을 유발한다. 특히 고용안정성이 높으면 조직에서 긍정적인 조직정체성
이 형성되어 혁신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혁신활동을 매개하는 변
수로서 조직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측정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혁
신활동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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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선정과 특성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A 교육기관에 공개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
을 대상으로 자기응답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고용안정성”과
종속변수인 “혁신활동”을 동일한 설문지로 조사하여 동일방법편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백지를 삽입하여 동
일측정의 오류를 극소화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변수로 설정된 “혁신활동”에 대해 동일방법편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진단방법으로 Harman(1976)의 단일
요인 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한 결과 변수가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2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일요인검증 결과는 동일방법편의의 문
제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100인 이상 400인 미만의
중소제조업 중에서 서울․경기․강원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
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 수에 따라 일정비율로
1,000부를 배부하여 71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을 보인 98부의 설
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12부(418개 업체)의 완성된 설문지를 가설검증
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 가운데 성별은 남
성이 513명(83.8%)을 그리고 여성이 99명(16.2%)을 차지하였으며, 직급은 사
원․주임이 269명(44.0%), 대리․과장이 246명(40.2%), 차․부장이 97명
<표 1> 권역별 표본 수 및 응답 업체 수
100~300인
제조업
업체

표본대상
(명, %)

회수설문
(명, %)

유효설문
(명, %)

비율

배부

비율

회수

비율

유효

비율

응답
업체
(개)

서울, 경기, 강원

1,551

48.1

480

48.1

396

55.8

338

55.2

267

부산, 울산, 경남

654

20.3

202

20.3

135

19.0

110

18.0

58

대구, 경북

346

10.7

108

10.7

62

8.7

54

8.8

27

광주, 전라, 제주

240

7.4

75

7.4

65

9.2

59

9.6

35

대전, 충청

434

13.5

135

13.5

52

7.3

51

8.4

31

3,225

100

1000

100

710

100

612

100

418

전체

자료 : 상공회의소 등록 업체(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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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을 차지하여 사원주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속기간은 5년 이
하가 279명(45.6%), 6~10년 이하가 157명(25.7%), 11~15년 이하가 84명
(13.7%), 16년 이상이 92명(15.0%)을 차지하여 5년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직종별로는 사무관리직이 353명(57.7%), 마케팅․영업직이 46명
(7.5%), 기술직이 93명(15.2%), 생산직․현장직이 120명(19.6%)으로 사무관리
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유무에 대한
응답에서 조합이 있는 응답자는 374명(61.1%)이고, 조합이 없는 응답자는 238
명(38.9%)이었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고용안정성은 Ashford et al.(1989)의 연구에 근거하여 조직에 대한 행위차원
의 분석인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직위안정성(현재 및 미래의
직장상황에서 자신의 직위에 대해 위협이 없이 소망스런 상태)과 상황통제력
(무력함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측정은 Ashford et al.
(1989)가 활용한 “JIS(Job Insecurity Scale)”을 근간으로 하여 박통희․김민강
(2008)이 재인용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직위안정성 8개 문항, 상황통제
력 5개 문항을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토록 하였다.
혁신활동은 종속변수로 조작적 정의는 Rank et al.(2004)의 혁신활동의 분류
기준에 따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행자들의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
어의 전파, 아이디어의 실행을 포함하는 혁신활동(행동)을 분석하는 것으로 조
직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지각을 분석하는 조직 내 혁신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러
한 혁신활동은 Zhou & George(2001)의 개인수준에서 혁신활동을 측정한 12개
문항을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직정체성은 매개변수로서 Mael & Ashforth(1992)의 연구에 근거하여 조직
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통하여 조직 내에 형성된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
는 내재화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기통제욕구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측정
도구로는 Hogg, Martin, Epitropaki, Mankad, Svensson, & Weeden(2005)과
Ellemers, Kortekaas, & Ouwerkerk(1999)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9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이를 번안·수정하여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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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신뢰도는 측정방법으로 Cronbach's ɑ 계수(0.6 이상)를 이용한 Peter의 내적
일관성 분석방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이용하였으며, 측정한 결과
는 <표 2>와 같이 신뢰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 신뢰성 계수가 낮거나 개념적으로 동일요인으로 적재되지 않는 항목을 최
종적으로 사용될 측정항목에서 제거하였다.
<표 2> 연구변수들의 Cronbach's ɑ 계수
변수명
선행변수

고용
안정성

설문 수

신뢰도

제거

분석항목

직위안정성

8

.839

2

6

상황통제력

5

.838

5

매개변수

조직정체성

9

.912

9

결과변수

혁신활동

12

.939

1

11

타당성의 측정방법으로 직교회전(varimax)을 포함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고유값(eight value)이 1 이상인 요인과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이 0.4를 기준으로 그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표 3>
과 같이 판별기준에 부합되게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각 변수의 기술적 통계와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조사연구법에 의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변
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4>에서 보면 전체적
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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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변수들의 타당성분석 결과
변
수

측정
항목
Ⅲ-11
Ⅲ-12
Ⅲ- 2
Ⅲ- 3
Ⅲ- 4
Ⅲ- 9
Ⅲ-10
Ⅲ- 8
Ⅲ- 1
Ⅲ- 5
Ⅲ- 7
Ⅲ- 6
Ⅱ- 2
Ⅱ- 7
Ⅱ- 3
Ⅱ- 1
Ⅱ- 6
Ⅱ- 8
Ⅱ- 5
Ⅱ- 9
Ⅱ- 4
Ⅰ- 7
Ⅰ- 6
Ⅰ- 2
Ⅰ- 8
Ⅰ- 3
Ⅰ- 5
Ⅰ- 1
Ⅰ- 4

설명문항

1
.842
.815
.790
.784
.778
.767
.762
.732
.728
.706
.705

성분
2
3
.090 -.004
.138 -.033
.165 .012
.132 .036
.161 .060
.094 .087
.108 .046
.188 .019
.145 -.006
.175 .087
.243 -.004

4
.063
.110
.184
.098
.170
.131
.069
.160
.147
.048
.178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
업무수행에 새로운 방식 적용을 위한 제안
성과향상 위한 실질적인 방안 제안
새로운 기술, 절차, 기법, 제품 아이디어 탐색
혁
업무의 품질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 제안
새로운 아이디어실행을 위한 일정계획수립
신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상
활
새로운 아이디어의 업무 적용
동
목표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 제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정보원 보유
새로운 아이디어에 다른 사람의 동참노력
새로운 아이디어의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조직에서의 소속감
.122 .817 .116 .066
조직에서의 계속적 존재감
.107 .816 .059 .013
조직에 대한 자부심
.150 .803 .112 .034
조
조직에서의 개인의 의미
.094 .752 .049 .088
직
정
조직원에 대한 연대감
.171 .726 .188 .102
조직원으로서 몰입도
.239 .711 .157 .040
체
조직원에 대한 호감도
.156 .690 .145 .083
성
조직원으로서 적응도
.214 .683 .169 .068
조직원들에 대한 인지도
.173 .608 .072 .187
승진 누락 가능성( 직급, 직책)(R)
.043 .122 .808 .071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축소가능성(R)
.075 .117 .793 .065
직
퇴출 대상자가 될 가능성(R)
.009 .084 .787 .107
위
비중 없는 일을 맡을 가능성(R)
.074 .117 .759 .126
안
원하지 않는 퇴직 압력 가능성(R)
-.046 .182 .749 .080
정
급여의 불안정성(R)
.013 .171 .674 .020
성
현 직급보다 낮은 직급에 배치될 가능성(R)
부서가 없어질 가능성(R)
나의 일에 영향을 미칠 사건(일)을 통제할 수
.210 .097 .091 .785
상 Ⅰ-11 있을 만큼의 조직이해도
황 Ⅰ-10 작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저지 능력
.114 .151 .105 .769
통
Ⅰ-12 부서의 변화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203 .127 .066 .766
제
Ⅰ
9
직무관련
영향력
정도
.153 .023 .024 .754
력
Ⅰ-13 부서에서 내 직위를 지켜낼 능력
.200 .092 .198 .659
회전제곱합 적재값
6.870 5.322 3.724 3.103
회전제곱합 분산(%)
22.161 17.168 12.014 10.010
회전제곱합적재 누적분산(%)
22.161 39.330 51.344 6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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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관계 분석
평균
성별더미
더미
직 1
급 더미
2
더미
1
근 더미
속 2
더미
3
더미
1
직 더미
종 2
더미
3
조합무
더미
직위
안정성
상황
통제력
조직
정체성
혁신활동

표준 성별
편차 더미

직급

근속기간

직종

더미1 더미2 더미1 더미2 더미3 더미1 더미2 더미3

조합
무
더미

조직
직위 상황
정체
안정성 통제력
성

.162 .369
.402 .491 -.116**
.158 .366 -.154** -.356**
.257 .437 -.035 .404** -.163**
.295** -.234**

.137 .344 -.085*

.051

.150 .358 .001

-.046 .368** -.247** -.168**

.075 .264 -.024

.019

.080*

.017

.084*

-.068

.152 .359 -.075

.043

.090*

.033

.056

.013

.196 .397 -.183** -.094* -.124** -.017

-.053

-.081* -.141** -.209**

.389 .488 .050

.077

.013

-.214**

.078

-.020

.079

3.759 .675 .018

-.050 -.140** -.022 -.127** -.086*

.057

-.037

.027

.021

.015

-.121**

.038

3.376 .611 -.125** .091* .167**

.068

.086*

.087*

.031

.088* -.126** -.018

3.092 .722 -.078

.079

-.005

.099* .108**

-.032

-.007

3.742 .566 -.088* .088* .178**

.036

.115** .169**

.033

.125** -.246** -.115** .109** .393** .400**

.015

.250**

-.027 -.116** .322** .277**

주 : 1) * p<.05, ** p<.01, *** p<0.001.
2) 성별더미(남 0, 여 1), 직급더미(사원․주임 0, 대리․과장 1, 차․부장 2), 근속기간(5년
이하 0, 10년 이하 1, 15년 이하 2, 16년 이상 3), 직종(사무․관리직 0, 마케팅․영업
직 1, 기술직, 생산직 2), 조합유무(조합 유 0, 조합 무 1).

분석결과 혁신활동은 직급이 높을수록(차·부장) 더 높게 지각하며(r=.178,
p<.01), 근속연수가 10~15년(r=.115, p<.01), 16년 이상(r=.169, p<.01)으로 근
속연수가 많을수록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직종별로는
기술·연구직종이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반면에 생산·현장직종은 (r=-.246, p<.01)
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혁신활동의 전개는 대체적으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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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생산현장은 노동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인식으
로 인해 생산․현장직종은 혁신에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응답자에서 (r=-.115, p<.01)로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기업보다 체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의 정체성
이 보다 높게 형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인 고용안정성은 종속변수인 혁신활동과의 상관관계에서 직위안정
성(r=.109, p<.01), 상황통제력(r=.393, p<.01)으로 상황통제력이 혁신활동과의
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직위안정성은 차·부장(r=-.140, p<.01)과 11~15년 근
속자(r=-.127, p<.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직위안정성과 혁
신활동의 상관관계에서 음(-)의 결과가 나온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에 있어 혁신을 한다는 의미는 내 직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에 있어 직위불안이 가장 심한 계층은 고직급자와 장기근속자로 판단
된다. 연공서열의 제도에서는 고직급자와 장기근속자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상황통제력은 여성(r=-.125, p<.01)에게서 음(-)
의 상관관계를, 차·부장(r=.167, p<.01)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혁신활동의 매개변수인 조직정체성과의 상관관계는 (r=.400, p<.01)으로
높게 나타났다.

3. 가설검증
본 연구는 조사연구법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기본으로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생변수의 영
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구통계변수(성별, 직급, 근속기간, 직종, 노동조합유무)를
모든 분석에서 더미 변수화하여 통제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다중회귀분석의 기
본 가정인 정규성, 자동상관(Durbin-Watson 분포: 1.5~2.5), 다중공선성(공차한
계〉.10, VIF〈10)을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인식하는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혁신활동이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집합 1을 분석한 결과 <표 5>의 모형Ⅰ과 같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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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용안정성과 조직정체성·혁신활동 간의 다중회귀분석
변수

구분
성별더미
직급

통제

근속

직종

더미 1
더미 2
더미 1
더미 2
더미 3
더미 1
더미 2
더미 3

조합유무
직위안정성
고용
독립
안정성 상황통제력
매개 조직정체성
R2
2
수정된 R
2
R 변화량
F 변화량
Durbin-Watson

모형 Ⅰ
종속=독립
-.054
.041
.052
.062
.104*
.135**
-.003
.041
-.180***
-.074
.091*
.299***

.241
.225
.106
15.821
1.911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매개=독립 종속=독립=매개 종속=매개
-.051
-.039
-.060
-.009
.043
.068
.006
.051
.089
.071
.040
.055
.167***
.053
.058
.142**
.092*
.099*
-.064
.016
.019
-.043
.054
.065
-.016
-.175***
-.198***
-.094*
-.046
-.042
.334***
-.010
.160***
.251***
.302***
.362***
.204
.314
.260
.188
.299
.246
.161
.075
.125
12.809
65.102
101.574
1.824
1.834
1.841

주 : 1) * p<.05, ** p<.01, *** p<.001.
2) 성별더미(남 0, 여 1), 직급더미(사원․주임 0, 대리․과장 1, 차․부장 2), 근
속기간(5년 이하 0, 10년 이하 1, 15년 이하 2, 16년 이상 3), 직종(사무․관리
직 0, 마케팅․영업직 1, 기술직, 생산직 2), 조합유무(조합 유 0, 조합 무 1).
3) 도출된 검증 값은 β(표준화 계수)임.

가설 1-1 “근로자가 인식하는 직위안정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혁신활동이
높아질 것이다”를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R2=.241, β=.091, p<.05로 직위안정
성이 혁신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가설 1-2 “근로자가 인식하는 상황통제력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혁
신활동이 높아질 것이다”를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β=.299, p<.001로 상황통제
력이 혁신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근로자가 인식하는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조직정체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집합 2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의 모형 Ⅱ와 같다. 가설 2-1 “근
로자가 인식하는 직위안정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조직정체성은 높아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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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R2=.204, β=.334, p<.001로 직위안정성은 조직정
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되었
다. 가설 2-2 “근로자가 인식하는 상황통제력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조직정체
성은 높아질 것이다”를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β=.160, p<.001로 상황통제력
이 조직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2-2
는 지지되었다.
가설 3 “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정체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혁신활동은 높
아질 것이다”를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5>의 모형 Ⅳ와 같다. 인구통제변
수 및 조직정체성 변수와 혁신활동과의 설명력은 26.0%(R2=.260)로 나타났다.
조직정체성은 β=.362, p<.001로 혁신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정체성이 높을수록 혁신활동
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정체성과 혁신활동 간에 정(+)
의 관계가 있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근로자의 조직정체성은 고용안정성과 혁신활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
다”의 가설집합 4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단계
별 다중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 & Kenny의 방식에 따라 단계별로
변수를 투입한 매개분석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식에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
과, <표 5> 모형Ⅰ에서 직위안정성(β=.091, p<.05), 상황통제력(β=.299,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 회귀식은 <표 5>의 모형 Ⅱ에서 매개변수(조직정체
성)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직위안정성, 상황통제력)를 투입한 결과, 직위
안정성(β=.334, p<.001), 상황통제력(β=.160,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
단계 회귀식은 <표 5>의 모형 Ⅲ에서 매개변수인 조직정체성을 통제하고 독립
변수(고용안정성, 상황통제력)를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조직정체성(β=.302,
p〈.001)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독립변수인 직위안정성(β=-.021, p〉.05)로 통
<표 6> Sobel Test에 의한 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 검증
조직정체성

총효과(A)

직위안정성

.302

상황통제력

.302

직접효과(B)

주 : * Sobel Test 결과 유의도.

매개효과(A-B)

매개방식

p-value*

-

-

완전매개

0.000

.251

.51

부분매개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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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통제력은 (β=.251,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의 1단계 회귀계
수와 3단계 회귀계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직위안정성과 혁신활
동 간의 관계에 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상황통
제력과 혁신활동 간의 관계에 조직정체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매개효과에 대해 Sobel Test로 재검증한 결과, 고용안정성의 직위
안정성이 혁신활동에 미치는 조직정체성의 완전매개효과는 (p<.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 고용안정성의 상황통제력이 혁신활동에 미치는 조직정체
성의 부분매개효과는 .51정도(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 고용안정성의 직위안정성과 고용안정성의 상황통제력은 조직정체성
을 통하여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
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고용안정성과 혁신활동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
르면 혁신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용안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고용안정성은 조직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고용안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조직정체성이 형성되어 자발적인 혁신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안정성의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고용안정성의 세부요인인 직위안정성과 상황통제력은 두 가지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고용안정성이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긍정적 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결과 중에서 ‘고용안정성이 강화되면
혁신활동에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고 제시한 고용안정 상승효과
이론(Synergy effect by job security theory)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
대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의 조직의 슬림화를 추구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은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안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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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조직정체성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것은 고용안정성은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
로써 개인이 긍정적으로 조직 활동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안정이라는 문제는 조직의 긍정적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또
한 장기근속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조직정체성의 형성과
정에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인한 조직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 책임감 등 일체감(개인과
조직의 동일시)으로 강하게 연결된다는 Galbraith(1977)의 주장과 일치하고, 직
급이 더 높을수록(장기근속자) 직무에 더 만족한다(Poter & Lawler, 1965)는 논
리와 일맥상통하다.
한편 조직정체성이 높을수록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높을 것이라는
것도 분석결과 정(+)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조직과
의 일체감(개인과 조직이 동일시)이 높을 때, 조직구성원들은 집단의 목표를 자
기 자신의 목표로 보며, 그 집단의 목표는 조직구성원에게 내재화된다(Deci &
Ryan, 2000)는 기존 이론과 부합한다. 긍정적으로 내재화된 집단의 목표는 조
직을 활성화시켜 조직성장의 밑바탕이 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안정성은 조직정체성을 통하여 혁신활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의 세부요인인 직위안정성은
조직정체성을 통해서만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로 나타난 반면, 다
른 고용안정성의 세부요인인 상황통제력은 조직정체성을 통하여 혁신활동에
몰입하는 부분매개가 나타났다. 직위안정성이 조직정체성을 통하여 혁신활동
을 완전매개 하는 것은 직위안정성이 집단자존심, 자기범주화, 집단몰입 등의
조직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모두 내포되어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이다. 상황통제력 역시 부분적으로 조직정체성을 통하여 혁신활동을 매개한다.
즉 고용안정성의 증가는 조직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하며, 긍정적인 조직정체성
을 통하여 조직의 혁신활동에 기여한다. 이런 결과는 조직과의 일체감과 소속
감을 강조(Mael & Ashforth, 1992)하는 기존 주장과 부합된다. 따라서 일체감
(개인과 집단의 동일시)은 강력한 동기부여요인으로서 고용안정성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성의 직위안정성에 대한 완전매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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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성의 상황통제력보다 조직정체성의 집단자존심, 자기범주화, 조직몰입
에 대한 내재화가 더 크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용안정성과 조직정체성을 어떻게 한국 상황에 활용하
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혁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부와 기업이 변화와 혁신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
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유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값싸고 좋은 제품만 만들면 팔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고객의 요구
는 다양해지고 있고, 기업은 그에 맞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택하고 있는 바는 바로 혁신이다.
그간 우리의 노사관계정책에서 혁신을 둘러싸는 노사의 저항을 해소하지 못했
다. 기업은 기업대로 혁신을 경영진이 변하거나 또는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
는 “불온”한 단어로 이해했고, 노조는 노조대로 “착취 및 고용불안”과 동일시
하면서 배척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는 노․사간 힘의 균
형이 무너지고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깨지면서 상호불신이 증폭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노․사간 불신이 팽배한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고용안정을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은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관리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고용안정으로 인해 조직구성원 개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기에 이제는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서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에서 인식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전략과 제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고용안정성이라는 것을 단순
한 하나의 관점이 아닌 직위안정성과 상황통제력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기업의
인사관리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성의 문제를 단순한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조직에서 부여하는 고용안정성인 직위안정성과 본인이 통제할 수 있
는 상황통제력의 관점에서 그 대안을 찾으면 보다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사는 긍정적 조직정체성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
여야 한다. 긍정적 조직정체성은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한다.
긍정적 조직의 일체감 및 동일시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목표를 향해 하나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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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끈으로 묶어주듯이 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 여기에는 최고경영자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종업원과 노동조합은 긍정적 조직정체성이 혁신활동
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고용안정과 더불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를 위한 신규 사업의 창출 능력
을 보유하게 됨과 더불어 고용안정과 고용의 신규 창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경영환경은 매우 다르다. 대기업이 중
소기업에 비해 경영의 안정성이 더 크며 따라서 고용안정성도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더 안정적이다. 대기업보다 기업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
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혁신활동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을 감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고용안정성을 제고
하여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 연구 결과는, 많은 중소기
업이 혁신활동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과 비용에도 불구
하고 고용안정성을 추구하여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혁신활동을 촉
진함으로써 고용안정성 제고에 드는 비용이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
고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동일방법편의 문제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설문지의 구성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백지를 두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방법으로 단일요인검증법을 실시한 결과, 동일방
법편의의 문제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그 가능성은 존재한다. 향
후 결과변수인 혁신활동에 대해 시점과 대상을 달리하거나 장소를 다르게 하는
방법, 혹은 시계열적인 종단면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제조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고용안정성과 관련한 조
사 표본 수의 한계가 존재한다.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제조업
중 경영실태, 근무환경 등 많은 차이로 근로자가 지각하는 고용안정성과 혁신
이라는 변수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중
소기업의 세부적 산업분류에 따른 기업분류, 조직의 규모 등 다양한 형태의 조
직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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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혁신과 고용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단순화하여 보았는데 고용안정성이 모
든 것을 해결한다는 결과보다는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인사제도의 변수와 같
이 고용안정성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문헌
연구를 근거로 한 측정도구를 통해 향후 고용안정성을 파악하였는데 한국적 상
황을 반영하여 고용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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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Job Security Conceived by Employees on
Innovation Activities : Focusing upon the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Identity
Younghee Choi․Sanghoon 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and how innovative activities
are influenced by job security.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at the individual level we collected the
612 survey data from 1,000 employees who worked for small-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According to the research, job security facilitates innovative activities. And this
research finds that positional stability and situational control power lead employees
to activity participate in innovation activities through organizational identity.
This research result is opposite to common sense that job security demotes
innovative activities.
This research presents a practical implication to Korea when it suffers from
high employment instability and stagnant innovation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uggest that companies and employees improve positional stability and
situational control power in order to enhance innovation. This will sustain
their win-win solution.
Moreover, this research may contribute to expand the aspect of advance
academic research on job security while there exist little research on the effects
of job security can contribute to innovation activities. Also, this research
presents that job security is not a notion but the alternative by using of the
positional stability and situational control power.
Finally,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discussed.
Keyword : job security, innovation activity, organizational identity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에 관한 고찰(이호근) 

노
1)

동 정 책 연 구

2012. 제12권 제3호 pp.177~214
한 국 노 동 연 구 원

177

연 구 논 문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에 관한 고찰*
-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독일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시사점 -

이 호 근 **

본 논문은 정리해고 관련 우리나라 고용안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룬다.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등 최근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점에 우리 사회에
서 대량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실정이다. 정리해고와 관련 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그 ‘요
건’의 적절성, 절차적인 차원이 우선적인 쟁점으로 법의 해석, 집행과 지원
정책의 합리성 및 실효성 차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긴박한 경영상
의 필요’에 대한 판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의 정도, 불
가피한 정리해고 시에도 ‘대상자의 선정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적
용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통보절차 준수와 노사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법 규정관련 직접적인 쟁점이다. 이에 비하여 본 논문
은 정리해고 상황이 전개되기 전후 체계적인 고용안정 시스템의 구축 필요
성과 함께 포괄적인 고용안정 시스템으로서 대안적인 ‘조업단축지원금제
도’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정리해고 법제의 존재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제도가 그간의 판례로 확립되어 합법화되고
있는 여건인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시에 우리나라 고용안정
시스템이 기업의 대량 정리해고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논문접수일: 2012년 7월 26일, 심사의뢰일: 2012년 8월 14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1일
* 본고는 2012년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익명의
심사자 심사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lhg618@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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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은 직접적인 법 규정의 정비 외에 기업수준, 산업별 수준
그리고 국가수준 등 다단계에 걸친 고용안정망 제도의 체계화와 그 연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대내외적
으로 불가피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첫째, 노사가 업종/산별차원에서 ‘근로시
간단축(Arbeitszeitverkuerzung, Working Time Reduction)’을 위한 노사협의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회사수준에서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교대제, 교육훈련, 휴가 등 다양한 제도의 운
용과 그 적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근로시간
계좌제(Arbeitszeitkonto, Working Time Account)’ 등을 도입하여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본 논문은, 최근 경제위기 시
의 고용부문에서 성과가 가장 뛰어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실업보험제도에서 ‘조업단축지원금제도(Kurzarbeitergeld,
Short Time Working Fund)’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용
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음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수준에서
의 마지막 고용안전판으로 관련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도입 및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용어 : 경제위기, 정리해고, 근로시간단축(Arbeitszeitverkuerzung, Working
Time Reduction), 근로시간계좌제(Arbeitszeitkonto, Working Time
Account), 조업단축지원금제도(Kurzarbeitergeld, Short Time Working
Fund)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고용조정’보다 ‘일자리 나누기’(필자 강조)
로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
한다. 더욱이 미국에서 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
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영미식 모델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졌다 … 그렇다고 경
제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전망도 크지 않다 … 전 지구적 경쟁 격화, 산업
구조변화, 기술혁신, 인구노령화 등의 환경변화는 계속되고 있고, 이것들은 기
업내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국에
서도 사용자들은 정규직 고용을 더 유연화․효율화하고자 하며 외부시장 노동
력 이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양국의 과거 고용체제가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미래 고용체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유이다”(정이환, 2011: 39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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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최근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점에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등 기업의 대량
구조조정과 관련, 정리해고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쌍용자동차 사태
는 2009년 77일간의 극한적인 노사대립 및 갈등과 함께 그 해 최대의 노동사건
으로 기록되었고, 이어 한진중공업 사태는 2011년 ‘희망버스’ 등 시민사회단체
의 이슈화와 함께 정리해고가 다시 뜨거운 사회적 주목을 끌었다. 특히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2009년 노사가 합의1)를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합
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되어 기업이 정상 가동되었는데도 당시의 무급휴
1) 2009년 2,600여 명의 정리해고로 촉발된 쌍용차사태는 77일간의 장기파업으로 노사는 극
한적인 대립과 갈등을 겪은 후 2009년 8월 6일 쌍용차 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
여 합의하였다. 즉 노사는 8월 2일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 6월 8일
자 정리해고자 중 농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및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며 그 비율은 무급휴직/영업전직 48%, 희망퇴직/분사 52%
기준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세부사항으로는 ▴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
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 ▴ 영업전직을 위해
서는 영업직군을 신설하고 전직 지원금(월 55만 원)을 1년간 지급하되 대리점 영업사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무토록 하였다. 또한 인력조정 과정에서 ▴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인력소요가 발생하면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하며, ▴ 무급 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해 정부 및 지역사회 그리고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취업 알선, 직원훈련, 생계안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에 의한 ▴ 기본급 동결, 상여금 삭감
등 임금 축소 ▴ 학자금을 제외한 복지후생의 중단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회사의 회생
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 평화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민, 형사상 책임에 대
해서는 그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해 ▴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
토록 노력하고, ▴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하는 것으로 합
의하였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 상하이차 지분에 대해 감자를 통해 대주주지분을 변경할
것을 약속하며 ▴ 회사의 조기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투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노사
는 합의하고 이를 대외에 공포하였다. 이서화,「해고자 우선채용 ‘노사합의’ 깬 쌍용차」, 경
향신문, 2012.6.6자 참조. 그러나 쌍용차는 무급휴직자의 복직문제 등이 최근 다시 사회적
쟁점화가 되자 2012년 6월 13일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지 지원’과 재취업지원‘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애초 문제가 되었던 455명의 1년 무급휴직 후
복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사이 절망에 빠진 22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는 등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오늘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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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와 정리해고자의 복직을 두고 현재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며, 우선 본고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 각국이 당시
에 맞은 고용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대처해나갔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이것은 쌍용차 사태의 주요 쟁점으로 직접적인 정리해고 관련 법 규정 개정
논의나, 노사합의 사항의 이행이라는 당면한 과제 해결보다는 유기적인 고용안
정망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가장 핵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부문 등은 가장 직접적으로 고용
의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고용안정 시스템을 다양하게
가동하였다. 우리나라가 경기침체를 가장 먼저 극복한 국가로 내외적으로 주장
되고 있음에도 고용위기 등 노동시장 내 노사간 갈등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오
히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 문
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우리 사회 최대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기능하는 고
용안정 시스템의 구축은 ‘기업이나 회사 수준’의 노사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1차적으로 기업차원에서 노사가 자치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대응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산업이나
업종차원’에서 임금이나 특히 근로시간에 대한 단체협약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
것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포괄적
이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국가차원’에서 고용안정망을 구비하고 이들을 기업이
나 산별차원의 조처와 연계토록 할 때 경제위기 시의 고용위기에 대한 가장 효
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듯이 아쉽게도 우리의 경우 경제위기 시에 효과적으로 기능
하는 고용안정망은 불비하거나,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이다. 그런가 하면, 사업
장 수준의 부담과 비용을 완충적으로 해결해줄 산별이나 업종수준의 단체협약
이나 업종별 정책협의의 틀이 거의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업
의 차원에서는 노사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상호 불신이 뿌리 깊은 상태이며,
따라서 사회적 부담을 기업의 노사가 거의 혼자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효
과적인 고용안정망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근로시간단축’과 ‘근로시간계좌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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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단축지원금제도’와 같은 주요 노동시장 ‘기제’나 이를 논의할 ‘구조’가 노
동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을 요하는 문제이
다. 오히려 노사는 상호 극한 불신상황에서 문제해결의 답을 찾지 못한 채 극한
대립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고 난 후에 경제위기와 같은 경기침체 시에는 단계
적으로 노사간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국이 고용위기 시에 취했던 방안들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예외 없이 대체
로 그러한 방향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아무리 경제위기 시라
하여도 고용에 대한 인적인 구조조정은 쉽게 선택하고 경기회복 시에 쉽게 다
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공통의 고민이라 할 수 있다.
노사합의는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더구나 커다란 사회적비용을 치르고
이루어진 합의라면 그것은 무엇보다 앞서 우선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
지 않는 여건에서 고용안정망의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
소를 빼고 주변만 변죽을 울리는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전제하에 지난 경제위
기를 전후하여 각국이 취한 고용안정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
히 가장 주목되는 고용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에서 취
해진 조처와 관련 법적 근거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경제위기 시의 외국의 고용안정 시스템 사례 :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Kurzarbeitergeld)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시에 각국이 취한 고용안정 조처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각국은 경
기침체나 노동시장 내에서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비한 다양한 고용안정
대책을 구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과하며 각
국의 노동시장 현황은 명암이 엇갈렸다. 즉, 공통적으로 산업생산과 국민총생
산 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서도 일부 국가의 경우 산업생산은 물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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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표도 크게 동반 하락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의 경우 경기침체와
산업생산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나라가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 최근 노동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독일의
현황과 그 대응방안은 주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국의 여러 고용안정 조처
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고용정책상 상당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독일의 주요 고용안정 조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머물던 1990년대에는 5백만이 넘는 실업자에 만성적
인 고용위기의 나라로 평가되던 독일이 오늘날 어느 나라보다도 성공적인 고용
안정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실로 격세지감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른바 오늘날 “German (Labour Market) Miracle”2)이라고 지칭되기조
차 하는 이 나라의 고용안정망의 핵심을 살펴보고, 아울러 경제위기 시 기타
국가에서 취하여진 유사한 여타의 주요 고용안정 장치들을 비교 분석하여 보고
자 한다.
<독일의 고용안정 대책>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독일은 경기침체 시에 고용위기에 직면하여 먼저 ‘산
업별 수준’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단축(Arbeitzeitverkuerzung)’을 시도
하고, ‘기업차원’에서는 ‘근로시간계좌제(Arbeitszeitkonto)’와 휴가기간 연장 등
다양한 유연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며 고용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
로 ‘국가차원’의 임금보전조치로 이른바 ‘조업단축지원금제도(Kurzarbeitergeld)’
가 활용되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도입한 노동시장 제도로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기에 그러한 보조금지급은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
장되었는데, 보조금 지급의 요건으로 기업은 잔업의 폐지와 근로시간계좌제의
적립된 근로시간을 다 소진하였을 경우에 그 적용대상이 되었다. 2008년 10월~
12월 동안 연방노동청(BAA)의 이 지원 기금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수가 5배
이상 증가하였다.3) 이 지원금의 지급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노사
2) Burda, Michael C. and Jeniffer Hunt(2011), “What Explains the German Labour Market Miracle in
the Great Recession?,” i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s Activity, Spring 2011 참조.
3) 연방노동청(BAA)에 따르면 이 조업단축지원금은 2008년 10월 52,000명,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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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협의로 도입하는 등 경기침체기에 이 조업단축지원금은 매우 중요한 노동정
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독일은 최근 유로경제권이 재정위기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안정적인 경제성과와 고용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독
일은 2008/2009년 경제위기 시를 경과하는 과정에 고용안정시스템으로 관련
노동시장 수단을 적극 활용하며 고용안정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4) 이러한 독일의 고용안정시스템을 요약하면, 첫째, 단체협약
을 통한 ‘근로시간단축(Arbeitzeitverkuerzung)’ 모색, 둘째, ‘근로시간계좌제
(Arbeitzeitskonto)’를 활용한 고용안정 노력, 셋째,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고용지원제도인 ‘조업단축지원금제도(Kurzarbeitergeld)’의 적극적이며 포괄적
인 활용, 넷째,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 그리고 다섯째, ‘노사합의에
의한 고용조정’ 등의 단계적인 조처를 들 수 있다.

1. 근로시간단축(Arbeitszeitverkuerzung, Working Time
Reduction): ‘근로자의 (정리)해고’ vs. ‘근로시간단축’
첫째, 독일 고용정책상 해법의 가장 핵심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도 그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전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안정과 근로시간단축을
연결시키려는 제도가 그 핵심이다. 여기서, 우선 산별수준에서의 근로시간단축
137,000명, 12월에는 295,000명으로 불과 3개월 만에 무려 5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10월에 최초로 조업단축지원금을 신청한 BOSCH사는 바덴뷔르템베르크 공장과 밤베르크
공장의 총 3,500명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6개월 동안 50% 축소함에 따라 조업단축지원금
을 신청하게 되었다. 완성차로서는 Daimler사를 비롯하여 BMW의 뮌헨 공장, Ford사의
쾰른 공장, Opel사의 아이제나흐 공장 등에서 조업단축이 실시되었다. 특히 Daimler 공장
들은 2009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체 근로자 28,000명의 2/3가, 그리고 같은
기간에 운터튀르크하임 공장에서는 전체 18,000명 근로자 중 10,000명이 이 조업단축지원
금의 수혜자였다. Eurofound(2009), “Europe in recession : Employment initiatives at company
and Member State level,” Background paper,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Eurofound), p.4 참조.
4) Eurofound(2009), “Europe in recession : Employment initiatives at company and Member
State level,” Background paper,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Eurofound), pp.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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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와 기업과 개인수준에서의 근로시간계좌제의 결합이 고용안정에 상
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삶과 일의 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은 “경기침체기의 유럽: 기업과 국가차원의 고용이니셔티브(Europe in recession:
Employment Initiatives at company and Member State level)” 보고서에서 독일
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실시된 이러한 방식을 잘 요약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노사자치가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유연성이
확립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경기침체기에 독일 자동차산업부문은 먼저, 노사
자치의 전통 아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협약을 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평균 8.5%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였다.
즉 독일은 경기침체 시에 노동시장 내에서 이처럼 고용조정을 위한 제1차 방
어선으로 노사간 단체교섭의 역할이 중요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산
별차원에서 전체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업이나 지역차원에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단체교섭상의 ‘개방조항(Oeffnungsklausel, opening clauses)’5)을 두고 있는데, 이는 원칙을 세우고 기업과 지역차
원에서 그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내 고용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데 유용하였다.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uer Arbeit: BAA)은 이러한 제1차 방어선인 단체
협약의 외곽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회사들을 위하여 국가보조지원 체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Bosch는 독일의 이러한 고용정책을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아닌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고용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다고 평가하고 있다.6) 특히 부문별 단체협약과 회사나 기업차원에서의 협약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시간단축 방안들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다. 주지하
다시피, 독일에서 근로시간단축과 고용안정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노사교섭의
5) 독일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 TVG) 제4조 ‘법규범 효력’조항의 제3항에 따르면 이
‘개방조항’(적용 제외되는 합의)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
니한, 즉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4 Wirkung der Rechtsnormen(법 규범의 효력)
(3) Abweichende Abmachungen sind nur zuläsig, soweit sie durch den Tarifvertrag
gestattet sind oder eine Äderung der Regelungen zugunsten des Arbeitnehmers
enthalten.
6) Bosch(2009), 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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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는 1993/1994년 주 35시간에서 28.5시간 근무(4일 근무) 노사간 합의7)를
통해 3만 명의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는 유명하다. 당시 독일 통일의
특수가 끝나고 불어 닥친 경기침체와 동서독 통일로 인한 노동시장의 극적인
상황이었던 500만 명 실업자 시대에 Volkswagen사의 그러한 노사합의는 큰 반
향을 불러일으켰었다. 이러한 종래의 경험에 근거하여 2008/2009년 다시 독일
의 금속노조(IG Metall)는 근로시간단축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구 서독지역은
주 30시간을, 그리고 구 동독지역은 주 33시간의 근로시간을 노사간 협약으로
체결하고 경기침체 시에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정리해고를 피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2004년 ‘Pforzheim 합의(Pforzheim Agreement)’8)를 통
하여 독일 제조업은 높은 수준의 산별협약을 기업이나 공장차원에서 별도의 합
의를 통하여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합의에서는 그 적용 범위
를 ‘고용수준을 보호’하거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고
용촉진 조처를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근로시간단축의 유연한 적용을 허
용하는 중요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이것은 상기한 독일 단체협상법
(Tarifvertragsgesetz: TVG)상 원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산별차원에서의 단체협약 적용제외 규정, 즉 이른바 ‘개방조항(opening clauses,
Oeffnungsklausel)’9)이 이 합의 이후 제조업부분에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였
다.10)
7) 이후 이른바 ‘고용을 위한 연대(Buendnis fuer Arbeit)’는 금속노조(IG-Metall)의 전략적
구호가 되었다.
8)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독일 금속노조의 이른바 단체협약 유연화와 ‘침식’의 사례로 지적
된다. 즉 금속노조는 구 동독지역에서의 ‘곤경조항(hardship clauses, 1993)’과 구 서독지역
에서의 ‘재자본화 조항(recaptalization clauses, 1995)’에 이어 이 Pforzheim Agreement
(2004)를 통하여 단협규정의 적용을 점차적으로 유연화하여 왔는데, 그 핵심 내용은 회
사의 고용보호나 신규일자리의 창출 등을 위한 혁신능력, 경쟁력, 투자조건의 개선을 위
한 근로시간 등의 유연한 적용에 합의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적록정부의 외부적 압력,
기업차원에서 분권화의 성장 등이 금속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이에 반응하도록 하였다고
본다. Haipeter, Thomas(2008), “Derogation Clauses and the System of Collective
Bargaining - Deviant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in the German Metalworking
Industry 2004-2006,”「International Working Party on Labour Market Segmentation,
Conference Porto 참조.
9) Glassner, Vera and Béla Galgóczi(2009), “Plant-level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in
Europe,” WP 2009.1, ETUI-REHS, p.12 참조.
10) Pforzheim Agreement는 이 결과 독일 단체협약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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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계좌제(Arbeitszeitkonto, Working Time Account)
둘째,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노사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안정 모색에 이어 독일
은 제2의 방어선으로 둘째 단계에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특
히 여기서 활용된 제도는 기업과 개인차원에서 ‘근로시간계좌제(Arbeitszeitkonto)’11)였는데 이는 개인별로 성수기에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하여 두었다
가 비수기나 경기불황기에 적립분을 사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 이 제도는
연장․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지 않고 저축해 두었다가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로 휴가를 사용할 때도 적립해 둔 초과근로시간만큼의 임
금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금의 변동 없이 근로자 1인당 평균 180시간
(약 25일 근로시간에 해당)을 사용하고 경기회복 시에 180시간을 더 일하는 방
식으로 개인의 근로시간계좌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시간계좌제의
특성은 정리해고나 임금의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경제위기
시에 고용안정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한편에서 정리해
고와, 다른 한편에서 임금동결 또는 대졸초임 삭감과 같은 임금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경제위기 시의 고용정책과는 크게 비교되는 접근방식이라 할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1) 이 제도는 휴가, 질병, 또는 초과근로 등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을 개인 계좌별로 감
하거나 저축해 놓고 근로계약상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이것을 실근로시간으로 정산하는 방
안이다. 독일은 이것을 ‘장기근로시간계좌(Langzeitkonto)’와 ‘평생근로시간계좌(Lebensarbeitszeitkonto)’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 취업자의 1/2 이상이 이 제도를 활용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는 2010년 11월 1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0.11.18)를 하였다. 입법(안)은 활용이 저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
간의 확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의 조기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
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특히 동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계
절적 요인에 따라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업무 등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와 3개월에
서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대폭 확대(근기법 제51조)하는 한편,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
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계좌에서 꺼내어 사용하
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근거(안 제57조)를 두는 입법안을 상정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근로시간계좌제’는 쟁점이자 논란이 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문제 등으로 논
의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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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를 들어, Volkswagen사는 근로시간계좌제를 통해 고용안정을 이룬 대표적
인 사례에 속한다. 이 회사의 경우 노사의 단체협약에 ‘경제적인 이유’로 고용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편에서 노사간 대등한 교섭
력에 기반한 단체교섭제도와 다른 한편에서 경영진 역시 해고는 마지막 수단으
로 여기는 이 나라의 노사문화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은 이른바 구조조정기 해고를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영미의 주
주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capitalism)’의 전형인
이른바 ‘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LME)’에 비하여, 노사와 정부 그리고 은행 및
기타 주주 등 이해당사자 모두의 상호이해와 조정을 우선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통해 시장경제 내외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
해나가는 모델로 알려진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일본 등
이른바 ‘조정시장경제 모델(CME)’ 국가 사이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적 차이점이
라 할 수 있다.
독일은 경기침체 시에 먼저 노사간 근로시간단축 협약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와 일자리 순환제(job rotation) 방식을 통해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려고 하면서 구조조정의 압박에 대응해나가는 한편, 이 근로시간계좌
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해나가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Volkswagen사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순환휴직과 같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앞의 ETUI-REHS 보고서에 따르면 Daimler사는 주간 조업시간
을 줄이기 위해 바로 이 근로시간계정에서 200시간을 당겨 사용하였고, 크리스
마스 기간의 휴가를 4주로 연장하여 실시했다. BMW의 뮌헨 공장에서는 근로
시간계좌의 마이너스 축적량을 300시간으로 확대하였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아직 저축해놓지 않은 시간을 먼저 휴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오
스트리아의 슈타이어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계정을 활용하였다. 반
면 라이프치히 공장에서는 근로시간계좌의 근로시간 적립이 고갈된 파견근로
자 400명이 해고되기도 하였다. Opel사는 2009년 10월부터 1월 초까지 보훔,
아이제나흐, 엔트워프, 루턴, 글리비체, 트롤헤탄 공장에 임시 휴업을 단행하고,

188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3호

아이제나흐 공장에서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1개월로 연장해서 실시하기도 하였
다. Porsch사에서도 근로시간계좌제를 활용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
기간에 8일간의 휴업을 단행했다. 상용차 생산업체인 MAN사에서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활용해서 뮌헨, 뉘른베르크, 잘츠기테르, 슈타이어 공장의 생산을 40~
50일 동안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공급업체인 Continental사, Schaeffler
사 그리고 ZF Friedrichshafen 역시 수요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근로시간계
좌제를 활용하였으며, 화학산업부문에서는 BASF사가 근로시간단축과 함께 근
로시간계좌제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12)

3. 조업단축지원금(Kurzarbeitergeld : Short Time Working
Fund)
셋째, 이러한 근로시간단축과 근로시간계좌제에 이어 독일의 고용안정시스
템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업단축지원금(Kurzarbeitergeld)’ 제도이다.

가. 조업단축지원금의 연원
독일의 조업단축기금제도의 연원은 1910년 5월 25일 이른바 Kali-Gesetz까
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에 따라 당시에 Kali산업의 생산감축 등 조업단축이
진행되었을 때 제국법령에 의하여 동 산업부문은 ‘조업단축부조(Kurzarbeiterfuersorge)’를 받았다. 이어 1924년에는 ‘실직자지원 법령(Verordnung ueber die
Erwerbslosenunterstuetzung)’에 의해 여타부문에까지 적용되는 조업단축지원
제도가 창설되었다. 또 1927년 7월 16일에는 직업소개법과 실업보험법에 따라
직업소개 및 실업보험을 관할하는 제국 노동청이 창설되어 제국 노동부의 동의
와 허가 아래 이 노동청에 조업단축지원 권한이 위임되었다. 그 뒤 2차 세계대
전 이후에 조업단축지원금제도는 1957년 1월 1일자로 기존 1956년 12월 23일
직업소개와 실업보험법 개정으로 법 제2조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경과하며 독일에서는 특히 건설업부문에서 과도적으로 물량이 축
12) Glassner, Vera and Béla Galgóczi(2009), “Plant-level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in
Europe,” WP 2009.1, p.13 ETUI-REH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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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는 경우에 이를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대응하는 데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되었다.13)

나. 조업단축지원금의 법적 근거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제도는 먼저,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SGB III권
제6부 제1장 1절) 제95조14) 이하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즉 동법 규정에 따
르면 첫째, ‘일감이 감소된 경우’에, 즉 그것이 ① ‘경제적 이유나’ 기타 ‘피할
수 없는 경우’에 ② ‘과도적으로’, 그리고 ③ 그것이 전반적으로 기업이나 산업
측면에서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 기업조직 차원에서 부분 또는 완전한 휴
가의 보장이나 또는 노동시간 유연화 조처를 통해 그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
다(SGB III권 제96조 1항).15) 둘째 요건으로는 사업장의 1/3에 해당하는 근로
13)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역사와 연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de.wikipedia.org/wiki/
Kurzarbeitergeld
14) 독일 사회법(Sozialgesetzbuch, SGB III권) § 95 Anspruch(청구(권))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haben Anspruch auf Kurzarbeitergeld, wenn
1. ein erheblicher Arbeitsausfall mit Entgeltausfall(소득상실이 있는 현저한 일감의 감
소) vorliegt,
2. die betrieblichen Voraussetzungen(사업장 요건) erfüllt sind,
3. die persönlichen Voraussetzungen(개인적 요건) erfüllt sind und
4. der Arbeitsausfall der Agentur für Arbeit angezeigt(노동청 공지요건) worden ist.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in Betrieben nach § 101 Absatz 1 Nummer 1
haben in der Schlechtwetterzeit Anspruch auf Kurzarbeitergeld in Form des SaisonKurzarbeitergeldes.
15) SGB § 96 Erheblicher Arbeitsausfall(현저한 일감의 감소)
(1) Ein Arbeitsausfall ist erheblich, wenn
1. er auf wirtschaftlichen Gründen(경제적 이유로) oder einem unabwendbaren Ereignis
beruht,
2. er vorübergehend(과도적으로) ist,
3. er nicht vermeidbar(피할 수 없는 경우에) ist und
4. im jeweiligen Kalendermonat (Anspruchszeitraum) mindestens ein Drittel der in
dem Betrieb beschäftigte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von einem
Entgeltausfall von jeweils mehr als 10 Prozent ihres monatlichen Bruttoentgelts
(최소한 사업장 내 고용인력의 1/3 이상이 10% 이상의 월 총소득 상실이 있는 경우에)
betroffen ist; der Entgeltausfall kann auch jeweils 100 Prozent des monatlichen
Bruttoentgelts betragen. Bei den Berechnungen nach Satz 1 Nummer 4 sind
Auszubildende nicht mitzuzählen.
(2) Ein Arbeitsausfall beruht auch auf wirtschaftlichen Gründen, wenn er durch 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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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10% 이상의 총임금의 소득단절이 발생한 경우에 이 조업단축기금이 적
용되며(SGB III권 제96조 1항 4호), 기업에 최소 1인 이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사업장 요건, § 97 Betriebliche Voraussetzungen), 일감 축소에 처
한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계약해지 되지 않아야 하며(개인적 요건, § 98
Persönliche Voraussetzungen), 일감의 축소에 대해 노동청에 사용자 또는 직장
평의회에 의해 서면으로 공지되어야 하며(노동청 공지의 요건, § 99 Anzeige des
Arbeitsausfalls) 사용자에 의한 공지의 경우 사업장 내 직장평의회의 입장이 첨
Veränderung der betrieblichen Strukturen verursacht wird, die durch die
allgemein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bedingt ist.
(3) Ein unabwendbares Ereignis liegt insbesondere vor, wenn ein Arbeitsausfall auf
ungewöhnlichen, von dem üblichen Witterungsverlauf abweichenden Witterungsverhältnissen beruht. Ein unabwendbares Ereignis liegt auch vor, wenn ein
Arbeitsausfall durch behördliche oder behördlich anerkannte Maßnahmen
verursacht ist, die vom Arbeitgeber nicht zu vertreten sind.
(4) Ein Arbeitsausfall ist nicht vermeidbar, wenn in einem Betrieb alle zumutbaren
Vorkehrungen getroffen wurden, um den Eintritt des Arbeitsausfalls zu verhindern.
Als vermeidbar gilt insbesondere ein Arbeitsausfall, der
1. überwiegend branchenüblich, betriebsüblich oder saisonbedingt ist oder ausschließlich
auf betriebsorganisatorischen Gründen beruht,
2. durch die Gewährung von bezahltem Erholungsurlaub ganz oder teilweise verhindert
werden kann, soweit vorrangige Urlaubswünsche der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der Urlaubsgewährung nicht entgegenstehen, oder
3. durch die Nutzung von im Betrieb zulässigen Arbeitszeitschwankungen ganz oder
teilweise vermieden werden kann.
Die Auflösung eines Arbeitszeitguthabens kann von der Arbeitnehmerin oder dem
Arbeitnehmer nicht verlangt werden, soweit es
1. vertraglich ausschließlich zur Überbrückung von Arbeitsausfällen außerhalb der
Schlechtwetterzeit (§ 101 Absatz 1) bestimmt ist und den Umfang von 50
Stunden nicht übersteigt,
2. ausschließlich für die in § 7c Absatz 1 des Vierten Buches genannten Zwecke
bestimmt ist,
3. zur Vermeidung der Inanspruchnahme von Saison-Kurzarbeitergeld angespart worden
ist und den Umfang von 150 Stunden nicht übersteigt,
4. den Umfang von 10 Prozent der ohne Mehrarbeit geschuldeten Jahresarbeitszeit einer
Arbeitnehmerin oder eines Arbeitnehmers übersteigt oder
5. länger als ein Jahr unverändert bestanden hat. In einem Betrieb, in dem eine
Vereinbarung über Arbeitszeitschwankungen gilt, nach der mindestens 10 Prozent
der ohne Mehrarbeit geschuldeten Jahresarbeitszeit je nach Arbeitsanfall eingesetzt
werden, gilt ein Arbeitsausfall, der im Rahmen dieser Arbeitszeitschwankungen
nicht mehr ausgeglichen werden kann, als nicht vermeid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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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어, 노동법적인 측면에서도 관련 규정으로 첫째, ‘조업단축’이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하고 일감 감소의 위험을 져야 한다는 규정(BGB 제
615조, 채권자지체와 기업경영위험시 보상)16)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을 뜻한다.
즉 조업단축이란 사용자가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일방적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내 노사합의(논란이 있음)나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통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직장평의회법에 의하면 ‘근로시간단축이나 연
장’과 관련하여 공동결정권에 따라 사업장 내 직장평의회가 이에 동의하여야만
조업단축이 효력을 갖게 된다(BetrVG 제87조 1항 3호)17). 단, 파견근로자의 경
우 파견법 규정(AUEG 제11조 4항)18)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조
업단축지원금제도는 2009년 3월 6일 예외조항이 도입된 이래 그 예외는 2011
16) 독일 민법(BGB) § 615 Vergütung bei Annahmeverzug und bei Betriebsrisiko(채권자
지체와 기업경영위험시 보상)
Kommt der Dienstberechtigte mit der Annahme der Dienste in Verzug, so kann der
Verpflichtete für die infolge des Verzugs nicht geleisteten Dienste die vereinbarte
Vergütung verlangen, ohne zur Nachleistung verpflichtet zu sein. Er muss sich
jedoch den Wert desjenigen anrechnen lassen, was er infolge des Unterbleibens der
Dienstleistung erspart oder durch anderweitige Verwendung seiner Dienste erwirbt
oder zu erwerben böswillig unterlässt. Die Sätze 1 und 2 gelten entsprechend in
den Fällen, in denen der Arbeitgeber das Risiko des Arbeitsausfalls trägt.
17) 독일 단체협상법(BetrVG) § 87 Mitbestimmungsrechte(공동결정권)
(1) Der Betriebsrat hat, soweit eine gesetzliche oder tarifliche Regelung nicht
besteht, in folgenden Angelegenheiten mitzubestimmen:
3. vorübergehende Verkürzung oder Verlängerung der betriebsüblichen Arbeitszeit;
18) 독일 파견근로법(AUEG) § 11 Sonstige Vorschriften über das Leiharbeitsverhältnis(파
견근로 관계에 관한 기타규정)
(4) § 622 Abs. 5 Nr. 1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ist nicht auf Arbeitsverhältnisse
zwischen Verleihern und Leiharbeitnehmern anzuwenden. Das Recht des
Leiharbeitnehmers auf Vergütung bei Annahmeverzug des Verleihers (§ 615
Satz 1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kann nicht durch Vertrag aufgehoben oder
beschränkt werden; § 615 Satz 2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bleibt unberührt.
Das Recht des Leiharbeitnehmers auf Vergütung kann durch Vereinbarung von
Kurzarbeit für die Zeit aufgehoben werden, für die dem Leiharbeitnehmer
Kurzarbeitergeld nach dem Dritten Buch Sozialgesetzbuch gezahlt wird; eine
solche Vereinbarung kann das Recht des Leiharbeitnehmers auf Vergütung bis
längstens zum 31. Dezember 2011 ausschließ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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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31일 종료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체협약’은 노동사회법적인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근로시간단축, 조업단축 근로자의 보수, 조업단축 근로자의
고용보장이나 선발조처 등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다양한 유형의 단협이 체결되
고 있다.19)

다. 조업단축지원금의 수준 및 지원 기간
조업단축지원금제도는 경기침체 시 바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사업장 내 일정 근로자들이 일정 이상의 소득 손실을 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근로시간계좌제 내 초과근로시간을 모두 해소하여야 그
신청이 가능’해진다. 독일은 지난 경기침체 시에 이 제도에 따라 연방노동청이
기업들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순임금의 60%(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7%)까지를 보전해 주었다(SGB III, 제105조20) 및 제106조).21) 독일연방노동
19)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부문별 합의를 들 수 있다. 즉 2009
년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하여
1주당 구 서독지역의 경우 30시간, 구 동독지역의 경우 33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합
의하였다. Glassner, Vera and Béla Galgóczi(2009), “Plant-level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in Europe,” WP 2009.1, ETUI-REHS, p.12 참조.
20) SGB III권 § 105 Höhe(급여수준)
Das Kurzarbeitergeld beträgt
1. für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die beim Arbeitslosengeld die Voraussetzungen
für den erhöhten Leistungssatz erfüllen würden, 67 Prozent,
2. für die übrige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60 Prozent der Nettoentgeltdifferenz
im Anspruchszeitraum.
21) SGB III권 § 106 Nettoentgeltdifferenz(순급여차이)
(1) Die Nettoentgeltdifferenz entspricht der Differenz zwischen
1. dem pauschalierten Nettoentgelt aus dem Soll-Entgelt und
2. dem pauschalierten Nettoentgelt aus dem Ist-Entgelt. Soll-Entgelt ist das Bruttoarbeitsentgelt,
das die Arbeitnehmerin oder der Arbeitnehmer ohne den Arbeitsausfall in dem
Anspruchszeitraum erzielt hätte, vermindert um Entgelt für Mehrarbeit. Ist-Entgelt
ist das Bruttoarbeitsentgelt, das die Arbeitnehmerin oder der Arbeitnehmer in dem
Anspruchszeitraum tatsächlich erzielt hat, zuzüglich aller zustehenden Entgeltanteile.
Arbeitsentgelt, das einmalig gezahlt wird, bleibt bei der Berechnung von
Soll-Entgelt und Ist-Entgelt außer Betracht. Soll-Entgelt und Ist-Entgelt sind auf
den nächsten durch 20 teilbaren Euro-Betrag zu runden. § 153 über die Berechnung
des Leistungsentgelts beim Arbeitslosengeld gilt mit Ausnahme der Regel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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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Bundesagentur fuer Arbeit)은 관련 ‘조업단축지원금의 계산표(Tabelle zur
Berechnung de Kurzarbeitergekdes)’를 유지하고 있다.22) 한편 통상 이 조업단
축지원금이 지원되는 기간은 법 규정상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SGB III, 제104
조 1항)23). 그러나 노동시장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예를 들어,
über den Zeitpunkt der Zuordnung der Lohnsteuerklassen und den Steuerklassenwechsel für die Berechnung der pauschalierten Nettoentgelte beim
Kurzarbeitergeld entsprechend.
(2) Erzielt die Arbeitnehmerin oder der Arbeitnehmer aus anderen als wirtschaftlichen
Gründen kein Arbeitsentgelt, ist das Ist-Entgelt um den Betrag zu erhöhen, um
den das Arbeitsentgelt aus diesen Gründen gemindert ist. Arbeitsentgelt, das
unter Anrechnung des Kurzarbeitergeldes gezahlt wird, bleibt bei der Berechnung
des Ist-Entgelts außer Betracht. Bei der Berechnung der Nettoentgeltdifferenz
nach Absatz 1 bleiben auf Grund von kollektivrechtlichen Beschäftigungssicherungsvereinbarungen durchgeführte vorübergehende Änderungen der vertraglich
vereinbarten Arbeitszeit außer Betracht; die Sätze 1 und 2 sind insoweit nicht
anzuwenden.
(3) Erzielt die Arbeitnehmerin oder der Arbeitnehmer für Zeiten des Arbeitsausfalls
ein Entgelt aus einer anderen während des Bezugs von Kurzarbeitergeld
aufgenommenen Beschäftigung, selbständigen Tätigkeit oder Tätigkeit als mithelfende
Familienangehörige oder mithelfender Familienangehöriger, ist das Ist-Entgelt um
dieses Entgelt zu erhöhen.
(4) Lässt sich das Soll-Entgelt einer Arbeitnehmerin oder eines Arbeitnehmers in
dem Anspruchszeitraum nicht hinreichend bestimmt feststellen, ist als SollEntgelt das Arbeitsentgelt maßgebend, das die Arbeitnehmerin oder der
Arbeitnehmer in den letzten drei abgerechneten Kalendermonaten vor Beginn des
Arbeitsausfalls in dem Betrieb durchschnittlich erzielt hat, vermindert um Entgelt
für Mehrarbeit. Ist eine Berechnung nach Satz 1 nicht möglich, ist das
durchschnittliche Soll-Entgelt einer vergleichbaren Arbeitnehmerin oder eines
vergleichbaren Arbeitnehmers zugrunde zu legen. Änderungen der Grundlage für
die Berechnung des Arbeitsentgelts sind zu berücksichtigen, wenn und solange
sie auch während des Arbeitsausfalls wirksam sind.
(5) Die Absätze 1 bis 4 gelten für Heimarbeiterinnen und Heimarbeiter mit der
Maßgabe, dass als Soll-Entgelt das durchschnittliche Bruttoarbeitsentgelt der
letzten sechs abgerechneten Kalendermonate vor Beginn des Entgeltausfalls
zugrunde zu legen ist. War die Heimarbeiterin oder der Heimarbeiter noch nicht
sechs Kalendermonate für den Auftraggeber tätig, so ist das in der kürzeren
Zeit erzielte Arbeitsentgelt maßgebend.
22) 조업단축지원금은 이른바 근로자가 일감축소 없이, 초과근로 없이, 통상적인 근로시간 근
로 시 받게 되는 보수총액인 ‘당연보수(Sollentgelt)’와 당연보수에 기타 모든 보수 항목
을 덧붙인 ‘실제보수(Istentgelt)’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나,
휴가수당 및 크리스마스 휴가수당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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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금융위기의 결과 초래된 경기침체의 결과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발
생하면 법적 규정에 의해 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SGB III, 제109조 1항 2
호).24) 하지만 지난 시기에 오히려 이러한 기간의 연장이 통상적인 경우가 되어
23) SGB III권 § 104 Dauer(급여지급기간)
(1) Kurzarbeitergeld wird für den Arbeitsausfall für eine Dauer von längstens sechs
Monaten von der Agentur für Arbeit geleistet. Die Bezugsdauer gilt einheitlich
für alle in einem Betrieb beschäftigte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Sie beginnt mit dem ersten Kalendermonat, für den in einem Betrieb Kurzarbeitergeld vom Arbeitgeber gezahlt wird.
(2) Wird innerhalb der Bezugsdauer für einen zusammenhängenden Zeitraum von
mindestens einem Monat kein Kurzarbeitergeld gezahlt, verlängert sich die
Bezugsdauer um diesen Zeitraum.
(3) Sind seit dem letzten Kalendermonat, für den Kurzarbeitergeld gezahlt worden
ist, drei Monate vergangen und liegen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n Anspruch
auf Kurzarbeitergeld erneut vor, beginnt eine neue Bezugsdauer.
(4) Saison-Kurzarbeitergeld wird abweichend von den Absätzen 1 bis 3 für die
Dauer des Arbeitsausfalls während der Schlechtwetterzeit von der Agentur für
Arbeit geleistet. Zeiten des Bezugs von Saison-Kurzarbeitergeld werden nicht
auf die Bezugsdauer für das Kurzarbeitergeld angerechnet. Sie gelten nicht als
Zeiten der Unterbrechung im Sinne des Absatzes 3.
24) SGB III권 § 109 Verordnungsermächtigung(법규정집행)
(1)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wird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1. jeweils für ein Kalenderjahr die pauschalierten monatlichen Nettoentgelte festzulegen,
die für die Berechnungen des Kurzarbeitergeldes maßgeblich sind,
2. die Bezugsdauer für das Kurzarbeitergeld über die gesetzliche Bezugsdauer hinaus
a) bis zur Dauer von zwölf Monaten zu verlängern, wenn außergewöhnliche Verhältnisse
auf dem Arbeitsmarkt in bestimmten Wirtschaftszweigen oder Bezirken vorliegen
und
b) bis zur Dauer von 24 Monaten zu verlängern, wenn außergewöhnliche Verhältnisse
auf dem gesamten Arbeitsmarkt vorliegen.
(2)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wird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die Wirtschaftszweige nach §
101 Absatz 1 Nummer 1 festzulegen. In der Regel sollen hierbei der fachliche
Geltungsbereich tarifvertraglicher Regelungen berücksichtigt und die Tarifvertragsparteien vorher angehört werden.
(3)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wird ermächtigt, auf Grundlage
von Vereinbarungen der Tarifvertragsparteien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festzulegen, ob, in welcher Höhe und
für welche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die ergänzenden Leistungen
nach § 102 Absatz 2 bis 4 in den Zweigen des Baugewerbes und den
einzelnen Wirtschaftszweigen erbra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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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독일은 2007년 금융위기의 결과 노동시장 내 고용의 위기상황이 전개되자 6
개월 기간 제한이 있는 이 제도를 노사정 협의를 통하여 처음 2007년 1월 1일
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15개월로 연장하였고, 그리고 2008년 12
월 31일까지 12개월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2009년 1월 1일부터는 먼저 18
개월로 기간을 재조정하였고, 2009년 5월에는 2009년 1월 1일과 12월 31일 사
이에 신청된 경우는 소급해서 모두 24개월까지 적용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독
일의 조업단축지원금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8개월
로 유지되었다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11년에는 최대 기간을 12개월로
다시 재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업단축지원금의 기간은 기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만약 조업단축지원금이 1개월간 중단되는 경
우 자동적으로 그 기간은 1개월 연장이 되며 최소 3개월 중단 시에는 그 기간
은 새롭게 시작된다.25)

라.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특별형태
또한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특별형태로 ‘기업구조재편에 의한 기업의 변경’
시 이에 따른 조업단축지원금(Transferkurzarbeitergeld : “Kurzarbeit Null”) (BetrVG
제111조26))이 있다. 이것은 해당 근로자 대량해고의 회피나 전직지원의 개선을
(4) Bei den Festlegungen nach den Absätzen 2 und 3 ist zu berücksichtigen, ob
diese voraussichtlich in besonderem Maße dazu beitragen, die wirtschaftliche
Tätigkeit in der Schlechtwetterzeit zu beleben oder di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der von saisonbedingten Arbeitsausfällen betroffene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zu stabilisieren.
25) 이러한 조업단축지원금은 사실상 평상시와 달리 경기침체나 경제위기 시에 공공재원이나
고용보험법상 재원을 투입하여 노동시장의 고용악화를 예방하는 전형적인 케인즈적인 노동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26) 종업원평의회법(Betriebsverfassungsgesetz, BetrVG § 111 Betriebsänderungen(회사의
변경))
In Unternehmen mit in der Regel mehr als zwanzig wahlberechtigten Arbeitnehmern
hat der Unternehmer den Betriebsrat über geplante Betriebsänderungen, die wesentliche
Nachteile für die Belegschaft oder erhebliche Teile der Belegschaft zur Folge haben
können, rechtzeitig und umfassend zu unterrichten und die geplanten Betriebsänderungen
mit dem Betriebsrat zu beraten. Der Betriebsrat kann in Unternehmen mit mehr als
300 Arbeitnehmern zu seiner Unterstützung einen Berater hinzuziehen; § 80 Abs. 4

196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3호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또 악천후나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감이 감소되는 건설업근로자에 적용되는 ‘계절적’ 조업단축지원금제도(SaisonKursarbeitergeld)(SGB 101조27)와 102조28))가 있다.
gilt entsprechend; im Übrigen bleibt § 80 Abs. 3 unberührt. Als Betriebsänderungen
im Sinne des Satzes 1 gelten
1. Einschränkung und Stillegung des ganzen Betriebs oder von wesentlichen Betriebsteilen,
2. Verlegung des ganzen Betriebs oder von wesentlichen Betriebsteilen,
3. Zusammenschluss mit anderen Betrieben oder die Spaltung von Betrieben,
4. grundlegende Änderungen der Betriebsorganisation, des Betriebszwecks oder der
Betriebsanlagen,
5. Einführung grundlegend neuer Arbeitsmethoden und Fertigungsverfahren.
27) SGB III권 § 101 Saison-Kurzarbeitergeld(계절적 요인에 의한 조업단축지원금)
(1)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haben in der Zeit vom 1. Dezember bis
zum 31. März (Schlechtwetterzeit) Anspruch auf Saison-Kurzarbeitergeld, wenn
1. sie in einem Betrieb beschäftigt sind, der dem Baugewerbe oder einem
Wirtschaftszweig angehört, der von saisonbedingtem Arbeitsausfall betroffen ist,
2. der Arbeitsausfall nach Absatz 5 erheblich ist,
3. die betrieblichen Voraussetzungen des § 97 sowie die persönlichen Voraussetzungen
des § 98 erfüllt sind und
4. der Arbeitsausfall der Agentur für Arbeit nach § 99 angezeigt worden ist.
(2) Ein Betrieb des Baugewerbes ist ein Betrieb, der gewerblich überwiegend
Bauleistungen auf dem Baumarkt erbringt. Bauleistungen sind alle Leistungen,
die der Herstellung, Instandsetzung, Instandhaltung, Änderung oder Beseitigung
von Bauwerken dienen. Ein Betrieb, der überwiegend Bauvorrichtungen,
Baumaschinen, Baugeräte oder sonstige Baubetriebsmittel ohne Personal
Betrieben des Baugewerbes gewerblich zur Verfügung stellt oder überwiegend
Baustoffe oder Bauteile für den Markt herstellt, sowie ein Betrieb, der
Betonentladegeräte gewerblich zur Verfügung stellt, ist kein Betrieb des
Baugewerbes.
(3) Erbringt ein Betrieb Bauleistungen auf dem Baumarkt, wird vermutet, dass er
ein Betrieb des Baugewerbes im Sinne des Absatzes 2 Satz 1 ist. Satz 1 gilt
nicht, wenn gegenüber der Bundesagentur nachgewiesen wird, dass Bauleistungen
arbeitszeitlich nicht überwiegen.
(4) Ein Wirtschaftszweig ist von saisonbedingtem Arbeitsausfall betroffen, wenn der
Arbeitsausfall regelmäßig in der Schlechtwetterzeit auf witterungsbedingten oder
wirtschaftlichen Gründen beruht.
(5) Ein Arbeitsausfall ist erheblich, wenn er auf witterungsbedingten oder wirtschaftlichen
Gründen oder einem unabwendbaren Ereignis beruht, vorübergehend und nicht
vermeidbar ist. Als nicht vermeidbar gilt auch ein Arbeitsausfall, der
überwiegend branchenüblich, betriebsüblich oder saisonbedingt ist. Wurden seit
der letzten Schlechtwetterzeit Arbeitszeitguthaben, die nicht mindestens ein Jahr
bestanden haben, zu anderen Zwecken als zum Ausgleich für einen verstetig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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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9년 이 조업단축지원금에 의해 구제되었던 잠재적인 실업자의 수는
무려 150만 명에 달하였다.29) 구체적으로 경기침체가 도래한 2008년 7.8%던
Monatslohn, bei witterungsbedingtem Arbeitsausfall oder der Freistellung zum
Zwecke der Qualifizierung aufgelöst, gelten im Umfang der aufgelösten
Arbeitszeitguthaben Arbeitsausfälle als vermeidbar.
(6) Ein Arbeitsausfall ist witterungsbedingt, wenn
1. er ausschließlich durch zwingende Witterungsgründe verursacht ist und
2. an einem Arbeitstag mindestens eine Stunde der regelmäßigen betrieblichen Arbeitszeit
ausfällt (Ausfalltag). Zwingende Witterungsgründe liegen nur vor, wenn es auf
Grund von atmosphärischen Einwirkungen (insbesondere Regen, Schnee, Frost)
oder deren Folgewirkungen technisch unmöglich, wirtschaftlich unvertretbar oder
für die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unzumutbar ist, die Arbeiten
fortzuführen. Der Arbeitsausfall ist nicht ausschließlich durch zwingende
Witterungsgründe verursacht, wenn er durch Beachtung der besonderen arbeitsschutzrechtlichen Anforderungen an witterungsabhängige Arbeitsplätze vermieden
werden kann.
(7) Eine Anzeige nach § 99 ist nicht erforderlich, wenn der Arbeitsausfall ausschließlich
auf unmittelbar witterungsbedingten Gründen beruht.
(8) Die weiteren Vorschriften über das Kurzarbeitergeld sind anzuwenden.
28) SGB III권 § 102 Ergänzende Leistungen(보완적 급여)
(1)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haben Anspruch auf Wintergeld als ZuschussWintergeld und Mehraufwands-Wintergeld und Arbeitgeber haben Anspruch auf
Erstattung der von ihnen zu tragenden Beiträge zur Sozialversicherung, soweit für
diese Zwecke Mittel durch eine Umlage aufgebracht werden.
(2) Zuschuss-Wintergeld wird in Höhe von bis zu 2,50 Euro je ausgefallener
Arbeitsstunde gezahlt, wenn zu deren Ausgleich Arbeitszeitguthaben aufgelöst und
die Inanspruchnahme des Saison-Kurzarbeitergeldes vermieden wird.
(3) Mehraufwands-Wintergeld wird in Höhe von 1,00 Euro für jede in der Zeit vom
15. Dezember bis zum letzten Kalendertag des Monats Februar geleistete
berücksichtigungsfähige Arbeitsstunde a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gezahlt, die auf einem witterungsabhängigen Arbeitsplatz beschäftigt sind.
Berücksichtigungsfähig sind im Dezember bis zu 90 Arbeitsstunden, im Januar
und Februar jeweils bis zu 180 Arbeitsstunden.
(4) Die von den Arbeitgebern allein zu tragenden Beiträge zur Sozialversicherung
für Bezieherinnen und Bezieher von Saison-Kurzarbeitergeld werden auf Antrag
erstattet.
(5) Die Absätze 1 bis 4 gelten im Baugewerbe ausschließlich für solche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deren Arbeitsverhältnis in der Schlechtwetterzeit nicht aus
witterungsbedingten Gründen gekündigt werden kann.
29) 2009년 12월에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당월 현재 81만 명의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이유
를 명목으로 조업단축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조업단축지원금의 지출은
2009년 5월이었는데 이때 수급자의 수는 약 150만 명에 이르렀다. 조업단축지원금의 적

198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3호

실업률이 2009년 8.1%로 0.3% 상승한 데 그쳤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성과였다.30) 그러나 사실상 이 조업단축지원금제도
가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위에서 언급한 150만 명 중 자동차․철강산업부문 등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격감한 주요 제조업 등 주요 부문에서 상당수가 추가 실
업자로 등록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 조업단축지원금 프로그램을 적
극 활용하며 핵심 산업 부분은 계속 가동하는 한편, 비핵심 생산라인 또는 단위
는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부분적인 휴업 조치를 단행하였다. 잔업과 야
간교대조의 축소 또는 폐지 등도 단행되었으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간에 연
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강제 휴가도 도입되었고, 의무적 무급휴가와 주당 근
로시간 단축(주 3일 근무, 주 4일 근무)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31) 또 독일은
이 조업단축지원금 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였는데 근로시간을 50% 단
축하면 임금을 최대 30%(축소된 임금의 60%까지 보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
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기존 노동시간의 1/2만 근무하면 임금은
기존의 80%(회사 50% + 조업단축지원금지원 30%)까지 보장받았다. 독일의 세
계적인 대표적 자동차 회사인 Mercedes나 Volkswagen사는 물론 전자 및 원자
력, 의료기기 부문의 세계적인 기업인 Siemens의 경우 1만여 명의 감원대상자
를 이 조업단축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며 정리해고 대신에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

용을 인정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대체로 평소에 비해 약 3분의 1정도 적게 일을 하였다.
30) 2011년 미국 Brookings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의 경제성장과 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다. 즉 이 보고서
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가 좋았던 2007년 4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2분기 사
이에 경제성장률은 4.1% 떨어진 반면, 독일은 경제상황이 좋았던 2008년 1분기에 최저
치를 기록한 이래 2009년 1분기 사이에 경제성장률이 6.6% 하락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은 실업률이 5.5% 상승하고 고용률이 5.6% 떨어진 반면, 독일은 실업률과 고
용률이 모두 0.5%씩 하락한 데 그쳤다. 이러한 두 나라에서의 고용상의 성과차이에 대
해 ‘독일의 고용기적’이라 부르기까지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핵심에 이 조업단축지원금을
이용한 대량해고와 실업률방지 노동정책이 있었던 것이다. 김봉석,「경제위기에도 노동시
장 안정, 실업률 하락하고 고용 늘어」, 매일노동뉴스 기획연재,《독일고용․실업정책과
시사점》, 2012년 6월 21일, pp.10~12 참조.(Brookings연구소 보고서 원문: “Michael C.
Burda, Jennifer Hunt, What Explains the German Labor Market Miracle in the
Great Recession?, The Evolution of Inflation Dynamics and the Great Recess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Spring 2011, p.275 참조).
31) 윤영모(2009),「경제위기하 유럽에서 국가 및 기업수준 일자리문제 대응 - 미국과 유럽의
일자리 대응 문제」,『노동사회』 142, p.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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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
구소(Institut fuer Arbeit- und Berufsforschung : IAB)’에 따르면 이 조업단축지
원금제도의 효과는 이미 2003년 경기침체기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2003년에도 조업단축을 선언했던 기업의 33%가 2003년 전
반기에 감원조처를 하였던 반면, 나머지 67.1%의 회사가 이 제도를 통하여 고
용을 유지하였으며 신규채용을 감행한 회사는 7%에 불과하였다. 특히 동 연구
보고에 따르면 조업단축지원금제도가 숙련근로자를 유지하고 각 기업에 특유
한 인적자본을 보전하게 한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32)
1980~90년대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억제로 고용안정을 모색하는 노사대타협
을 기반으로 하면서 정규 단시간 일자리를 대폭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의 성과
를 보였던 네덜란드의 ‘Dutch Miracle’, 1990~2000년대 유연한 노동시장-관대
한 사회보장제도-잘 정비된 직업훈련제도로 고용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주
목받았던 덴마크의 ‘Golden Triangle Mode’l에 이어 2010년대에는 ‘German
Labour Market Miracle(Burda & Hunt, 2011)’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이 제도를
비롯한 독일의 고용안정제도는 고용성과가 좋았다. 즉 독일은 최근 총 실업률
이 감소하고 청년실업률도 안정적이며, 고용은 늘고 고령자의 일자리도 확대되
<표 1> 경기침체기 미국과 독일의 생산물과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실질 GDP

Peak
2007Q4

미국
Through
2009Q2

Change
-4.1

Peak
2008Q1

독일
Through
2009Q1

Change
-6.6

실업률

2007Q1

2009Q4

5.5

2008Q4

2009Q2

0.5

고용

2008Q1

2009Q4

-5.6

2008Q4

2009Q2

-0.5

개인당 근로시간

2007Q4

2009Q4

-7.6

2008Q2

2009Q2

-3.4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Bureau of Labour Statistics, German
Federal Statistical Office, and Bart Hobjin,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a. data used in the calculations are seasonally adjusted.
b. In percentage points.
Burda, Michael C. and Jeniffer Hunt(2011), “What Explains the German
Labour Market Miracle in the Great Recess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s Activity, Spring 2011, p.275 참조.
32) 앞 보고서, p.4 참조.

200

 노동정책연구․2012년 제12권 제3호

는 등 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3)
아무튼 이러한 조업단축지원금제도는 독일은 물론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
리아 등 주요 국가들의 핵심적인 고용정책의 내용이다.

Ⅲ. 기타 국가의 경제위기 시의 고용안정 대책

<프랑스의 고용안정 대책>
프랑스에서는 부분실업기금과 전직지원지도가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제도
와 유사하게 활용되었다. 즉 프랑스에서는 조업단축지원금제도로 경기침체 시
일감이 줄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저시급의 60%를 지원해 주는 이
른바 ‘부분실업(chomage technique 또는 chomage partiel)’제도를 활용하였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로부터(DDTEFP 또
는 Assedic) 해당 금액을 반환받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2009년 이후 애초 연간
600시간에 한해 임금보전을 해주던 것을 그 지원범위를 전체적으로 800시간까
지, 그리고 기타, 섬유나 의류 그리고 자동차부문 등 경기침체에 대외적으로 고
도로 노출된 산업부문의 경우 1,000시간까지34)로 넓히고, 그 지원기간과 규모
를 확대하였는데,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이 제도의 활용이 높았
으며 지원기간은 최대 4주에서 최대 연속 6주까지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전직계약(Contrats de transition professionelle)’ 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정리해고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1년 동안 총임금의 80%를 지원
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리해

33)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도 단시간-저임금 노동(이른바 Mini-Job 등) 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자의 차별처우 등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역시 중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34) 이것은 프랑스에서 주 35시간제하에 28주에 상응하는 것이다. Eurofound(2009), Europe in
recession : Employment initiatives at company and Member State level,” Background paper,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Eurofound),
p.3 참조.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에 관한 고찰(이호근) 

201

고 사례의 경험에 비추어도 적극 도입 및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제도이
다.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들은 이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데, 노사 및
고용알선 기관에서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노동자들에게 제공
한다. 이것은 덴마크에서 소극적(passive) 실업급여기간(9개월) 그리고 적극적
(active)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기간
(3년 3개월) 등 최대 총 4년까지의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방식과 유사하다.35) 프
랑스에서 원래 이 제도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
되었는데 경기침체 시에 전 산업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프랑스는 이 외에
도 1999년부터 체결된 총괄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임금손실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상여금 제외)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 경우 유연한 교대제도와 휴가기
간의 연장 등을 통해 조업단축을 하게 되며, 이러한 초기업차원의 단체협약 외
에도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독일과 유사한 근로시간계좌제도와 같은 유연근
로시간 협약이 가동되고 있다.36)
<벨기에의 고용안정 대책>
벨기에도 독일이나 프랑스와 유사한 형태의 조업단축지원금제도가 운영되고 있
다. 벨기에에서는 금속, 자동차, 건설 그리고 화학부문에서 대규모 조업단축이 2009
년 10월에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이른바 ‘경제적 실업(economic unemployment)’
에 대한 대응이라는 일시적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대책 프로그램이 확대 가동되
었다. 특히 경제위기 시에 파견근로자 등이 가장 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2009/2010년 위기 시에 벨기에 정부는 GDP의 약 0.6%에 해당하는
약 20억 유로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으며 그 가운데 약 1억 유로(5%)
가 바로 이 경제적 실업조처에 투입되었다.37) 간단히 말해, 이 제도는 기업이
경제적 이유로 조업을 단축했을 때, 해당 부문의 근로자들에게 이를 일시적 실
업으로 인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핵심
35) 이호근․김재원(2000),『덴마크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
성과작업장혁신센터, pp.23~45 참조.
36) 윤영모(2009),「경제위기하 유럽에서 국가 및 기업수준 일자리문제 대응 - 미국과 유럽의
일자리 대응 문제」,『노동사회』 142, p.3 참조.
37) Glassner, Vera and Béla Galgóczi(2009), “Plant-level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in
Europe,” WP 2009.1, ETUI-REHS, p.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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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분실업으로 보
아 기업이 완전 조업단축 시에는 4주간 범위 내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 3일 이
내의 부분 단축조업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
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2009~2010년 사
이에 노사는 중앙협약을 통하여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경제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이 보조금의 지급기간과 수준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즉 이 협약에 따
라 2009년 경제적 실업의 첫 6개월에는 임금의 최대 75%(유일가족소득원이자
소득이 월 2,200유로 이하의 경우)까지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월 보
조임금이 최대 1,921유로까지 지급되도록 보장되었다.
이 외에 글로벌 경기침체의 가장 큰 직격탄을 받은 금속산업의 경우 산업의
연관효과가 크고 고용효과가 큰 부문으로 기업차원에서 단체협약으로 추가적
인 임금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2009년 118,318명이, 2009년에는
176,223명이 바로 경제적 실업에 의한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역시 주목되는
점은 노사가 경제적 실업의 지급률과 관련 ‘새로운 전문부문 단체협약’(new
Interprofessional Agreement, 2009/2010)을 체결하고 일시적인 실업급여 증가
와 함께, 건설과 에너지부문에서는 부가세 감면, 그리고 임금에 대해 2010년
125유로, 2010년에는 250유로 인상 등 재지표화(reindexation)를 시도하고, 노
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한시적인 실업급여제도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건설부문의 경우에는 과도한 한시적 실업의 경우(예를 들어 연간 110
일 이상) 일감이 없는 기간이 연간 100일 이상 초과 시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일 46.31유로를 부담하도록 하는 위 ‘특별프로그램(new Interprofessional
Agreement, 2009/2010)’을 가동하는 등 한시적인 실직자 그리고 직업훈련의 활
성화를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조처를 통한 고용안정 정책 마련에 주
력하였다.38)
<오스트리아의 고용안정 대책>
오스트리아의 고용안정 대책의 핵심은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제도와 유사하
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이른바 ‘조업단축’(Kurzarbeit)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지
38) 앞의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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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으며, 지원기간 역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지원수준은 실업급여수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에 대한 접근은 노사간 중앙
단위에서 노사대표의 합의에 의존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Ⅳ. 조업단축지원금 제도와 우리나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결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독일이나 기타 주요 국가에서 경기
침체 시 고용안정 해법의 핵심은 노사가 우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감의
감소에 대한 조업단축에 공동대응을 하며 그에 따라 근로시간계좌제, 조업단축
지원금 제도와 같은 다양한 소득상실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과도적으로 근로자
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려는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영미국가에서와 달리 이
것은 경기침체나 경제위기 시에 근로자에 대한 우선 고용조정을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고자 하는 경제위기 대처방안과 비교된다. 최소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 제도에서는 이처럼 시장의 비용이나 고용유연성
요구와 근로자의 보호가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이
러한 대전제 속에서 각국이 경기침체에 대응하면서 궁극적으로 경기가 회복되
었을 때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인적자원’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하여야 한다. 더욱이 글로벌 위기 시에 그러한 선택을 한 나라들이 대부분 사회
통합과 노동생산성의 제고에 궁극적으로 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독일의 성공
은 바로 그러한 기업과 개인, 산업과 업종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기
능하는 노동정책적 배합에 성공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이러한 조업단축지원금에서 보이는 독일의 고용안정제도의 가장 주목
되는 특성은, 이 제도가 특정기업이나 부문만의 제도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차
원에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 시에도 우선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수가 아니라
먼저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광범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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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적 차이나 비교를
넘어서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것이다.39)
2000년대 또 다른 성공적인 고용모델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 바 있던 덴
마크의 경우도 비교가 된다. 즉 이 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노동시장관련 법규제가 별로 없어 고도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하여 최대 4년에 이르는 직업훈련기간과 연계된 실업급여
지급 기간 등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경우에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연 8%에 이르는 ‘노동시장세(Labour Market Tax)’
가 부과되고 있어 이 나라 역시 산업과 고용의 구조가 강소국으로서 우리와 비
교되고 있으며, 그리고 높은 사회보장료의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
제되고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고용모델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전수되는 데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40)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단시간 근
로만 40%가 넘는 등 그 비중이 너무 높고 고용이 역시 희소재가 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구조가 다변화되어 가는 압력에 처한 실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
은 고용안정망의 성공적인 사례에는 여러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유지와 확보, 능력개발 그리고
39) 한편 최근 독일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하여 흥미있는 다른 분석도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산하의 경제사회연구소(WSI)의 Thorsten Schulten은 물가
상승을 감안한 독일근로자의 실질임금이 2000년 이래 2008년까지 마이너스로 사실상 0.8%
떨어졌고 2009년에야 0.2% 상승하였는데, 이것이 그동안 근로자들을 해고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독일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으로 유입되는 청년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제위기 시에도 숙련공을 해고하고
다시 채용할 바에야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점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WSI(2012), Hans Boeckler Stiftung, Statisches Taschenbuch, Tarifpolitik 2012 참
조, Schulten, Thorsten(2012), WSI-Mindestlohnbericht 2012 - Schwache Mindestlohnentwicklung unter staatlicher Austeritätspolitik(pdf), WSI Mitteilungen, 2/2012 참조. 또
한 오늘날 유로권의 재정위기가 바로 이러한 경제력에 비하여 독일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
금구조 때문에 엄청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은 역
설이다. 그러한 구조가 독일 고용구조에 상대적 안정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점 역시 아이러
니라 할 수 있다.
40) Madsen, P. K(2005), “The Danish Road to Flexicurity: Where are We. And How
Did We Get There?". T. Bregaard & F. Larsen(eds.), Employment policy from different
Angles, Aalborg: CARMA 및 이호근․김재원(2005),『덴마크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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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시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이라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용안정이 단기적인 비용요인만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생산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이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관련 제도가 이와 비교된다. 먼
저, 2004년 이후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법제화되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소기업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원수준도 낮았다. 본고에서 분석한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제도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고용보험법」상 ‘고용조정의 지원(제21조)’41)
및「고용정책기본법」상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제32조)42)의 규
정이 있다. 이 법규정들에 의한 고용안정 대책은 2008/2009년 경제위기 시에
우리 노동시장에서도 나름의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된다43). 그러나 독일의 경우
41) 고용보험법상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
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른 업
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42)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에는 “① 정부는 국내외 경
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1. 사업주의 고용조
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9조(고용유지지원금)에는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延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
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
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을 앞서 살펴본 독일의 사회법상 ‘조업단축기금제도’
의 규정과 같이 좀 더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여 정리해고 등 경기침체 시 기
업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3) 우리 고용보험법상 평소 300억 내외에 불과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2009년에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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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단축지원금은 우리와 달리 관련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의 수급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며, 고용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정책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 반면, 우리의 경우 관련 규정이 법률에 ‘임의규정’으로 근거를 둔 시행령
상의 지원규정에 불과하며, 주 지원대상이 사업주에 국한되고 있고, 주로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조처로서 그 법제도적 성격이나 기능에 있어 근본적으로 비교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은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에 비
하여 경기침체기의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을 피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포괄적
인 당사자 지원제도로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사업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조
처에 국한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제위기 시 대량 정리해고 조처에 대한
포괄적인 고용안정망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기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고용유지지원제도에서는 그간 유급휴직자에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그 2/3까지(대기업의 경우 1/2) 비용을 지원하여 온 반면,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방안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여
최근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44) 쌍용차의 경우 바로 이러한 기약 없는 무급

최대로 3,000억을 넘어서는 등 경제위기 시에 이 제도가 고용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
로 평가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1만 1
천 개, 수혜받은 근로자는 연인원 64만 8천 명으로 2008년 상반기(37천 명)의 17.5배 수준으
로 상반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2,038억 원 지급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휴업․훈련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3/4을 지원하였다. 노동부 보도자료,「올해 상반기 고용유
지지원금제도 경제․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몫 했다」2009. 7.16 참조. 그럼에도 독일의
경우 규모와 업종을 망라하여 150만 명에 적용되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노사정이 긴밀
한 협의를 통해 그 수급기간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지원규정 역시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적수급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주로 중소‘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식
으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적 ‘시혜조처’로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이 크게 비교되고 있다.
44) 고용노동부는 최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입법예
고를 하였다. 즉 그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여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무급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받으면,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
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고용노동부,「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할 길 열려」, 2012년 5
월 17일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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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비교

관련
법적
근거
규정

고용관련 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독일 사회법전 조업단축지원금 제도
1.「고용보험법」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의 ‘임 1.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SGB) 제
의 규정’에 의거한 ‘시행령’ 제18 조(고용조
III권, 제6 부, 제1 장, 제1 절, 제95 조~109 조
정의 지원 내용 등) 및 제19 조(고용유지지
까지 ‘법률’에 ‘조업단축지원금’을 근로자
원금의 지급 대상)에 사용자에 대한 ‘고용
의 ‘법적 청구권’으로 상세히 규정
유지지원금’을 규정
2. 「고용정책기본법」제32 조(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임의 규정’에 의거
한 ‘시행령’ 제29 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
역 등) 및 제30 조(고용조정 지원 등)

-「고용보험법」제21 조 ①항 : “ 노동부 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
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
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
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내용
-「고용정책기본법」제32 조(업종별․지역별 고
용조정의 지원 등) : “ 정부는 국내외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약
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예방, 3. 실
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법적
임의 규정으로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
성격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정리해고의 해
법적
고회피노력으로 인정(행정해석), 조업단축은
요건
‘휴업’에 해당
규정 권리 주체로는 사업주에게 지원형식을 띠고
방식 있으며 우회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
지원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식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행위
재배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휴업과 휴
요건
직이 개념상 구별이 문제됨
노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합의 이외에 고용유지조
협의 치 대상자 선정관련 노동청에 신고 필요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SGB) 제III권, 제6
부, 제1 장, 제1 절
- 제95 조(청구권) : 현저한 일감의 축소와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요건’, ‘개인적
요건’, ‘노동청에 공지의 요건’ 등이 충족될
경우 청구권을 가짐
- 제96 조(현저한 일감의 축소) : ‘경제적 이유’
나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과도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경우’(사업장에 고용된 인력
의 최소 1/3 이상이 월 총보수의 10% 이상
소득상실이 발생한 경우)
- 제104 조(급여지급기간) : 통상 최대 6 개월간
지급
- 제105 조(급여수준)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순소득의 67% 까지, 통상적인 경우 60% 까
지 보장
- 제109 조(법규정집행) : 예외적인 상황이 특정
경제부문이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12 월까
지 연장가능. 예외적인 상황이 전체 노동시
장에서 발생한 경우 24 개월까지 연장가능.
법률상 권리 - 요건, 내용을 법률로 상세히 규정
조업단축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으로 판단
근로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근로자에 지원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
행위요건이 ‘조업단축’(기간의 길이나 인원
수에 관계없이 일의적인 명칭) 하나로 단순 명
료함
근로계약변경, 변경해약고지, 사업장협정, 노동
청 허가 요구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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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부재하였고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전면 가동되지 못
하는 등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비교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법제
도의 단순한 비교만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 고용조정을 우선시하거나 시장에서
의 노동력 수급관련 고용조정을 당연히 불가피한 것으로 우선 간주하지 않고
이를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어 작동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 기반 위에서 고용조정을 대신하여 근로시간단축-근로시간계좌제
-근로자의 수급권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업단축지원금제도가 ‘제도적’으로
단계적인 고용안정망을 형성하며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고용안정망은 시장의 고용조정을 사전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최소범위에서
‘잔여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점이 비교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사업주가 이 제도를 통해 고용유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사업주편에서는 일시적인 경기침체기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대량해고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다수의 회사의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 결과 다시 경기회복기에 생산이 증가할 때 숙련인
력의 부족으로 생산성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편에서는 경기침체 시 고용안정과 더불어 조업단축기간 중
대략 2/3 수준의 소득보장을 확보할 수 있어 노사가 각기 손실을 최소화하며
서로에게 득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고용보험재정으로
이를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매우 중요한 과제
가 된다. 이와 관련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면 기본 급여 지급기간을 6개월
로 정하고(SGB III권 제104조, 급여지급기간) 경기침체 시 등에는 그 적용기간
을 노사와 정부가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방안을 참고
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가장 근본적이자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토론을 필요로 하는 주제영
역은 한국의 고용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45)이라 할 수 있
45) 한국노동시장 내 고용체제의 ‘분절성’에 대하여 일관되게 장기간 깊은 연구를 해오고 있
는 정이환 교수는 한국의 고용체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이제 기업내
부노동시장 중심의 기존 고용체제로는 통합의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
해지고 있다. ‘기업내부노동시장’은 ‘사회적 고용체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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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이 마지막 주제영역은 본고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도 근본적이고 커다
란 또 다른 긴 토론을 필요로 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V. 결 론

이러한 각국의 사례를 통해 바라본 쌍용차의 경우에도 그 노동․사회보장법
적 차원 외에 고용정책적 차원의 해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먼저,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이 여하한 조건이나 전제 없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용안정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노사합의이며 당사자 간
합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경기
가 회복되고 생산이 정상화되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고용을 하면서 정
작 노사합의를 하였던 무급휴직자의 재취업은 경영이나 회계상의 이유로 유보
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46) 둘째, 이미 다양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일부에
서 2012년에 단협이 이루어져 2013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
바와 같이 현행 1주 근무(1일 11시간 근무)를 단계적으로 2조 2교대 등으로 전
환하여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job sharing)’에
의한 고용증진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우선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타의 고용유지지원, 재고용
촉진지원, 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법상 지원조처47)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동
다. 주변노동자까지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러나 이것은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대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가 불확
실하며, 설령 대안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추진할 세력연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
다”(2011, p.381)고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결국 이 문제가 현재적인 고용안정망 관련
법제도나 정책적 대응 또는 정리해고 등 관련 노동법제를 개정하는 작업 외에 근본적으
로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46) 쌍용차는 쌍용차사태가 사회적으로 재쟁점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2012년 6월 13일 그간
‘쌍용차 무급휴직자’로 분류되어 타 회사로의 취업조차 어려워 생활고에 내몰려 극한적인
선택을 하여야 했던 무급휴직자의 ‘복지지원’과 재취업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방안
을 발표하였으나 이것은 애초 약속된 1년 후 무급휴직자의 복직합의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47) 우리 고용보험법 제22조는 ‘지역고용의 촉진’과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
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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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정부가 밝혔던 고용안정특별지구 대책 등48)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조
속히 쌍용차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제안한 바대로 고용조정이냐 일자리 나누기이냐와 관련하
여 결국 궁극적으로 산별이나 업종별 수준에서 근로시간단축이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별로 근로시간계좌제의 도입과 그 적극적
활용은 큰 틀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방안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궁극적으로 다음 경제위기 시의 유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일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조업단축지원제도의 법
제화와 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벌써 중소 조선산업 분야의 고용문제가 새로운 노동시장 과제로 나타나
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노사와 정책담당자의 책
임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
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역시 관련 사업
주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48) 고용안정특별조처로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 및 실노동시간(기준노동시간) 단축 등을 취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및 직접지원이 가능토록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등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하여 제안된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 고용유지지원
금제도 확대운영(지원기간을 6개월에 한정하지 않고 1년간 지속 지원,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삭감분 이상을 지원), ▴ 적극적 해고회피 노
력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 노사합의에 따라 조성된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기업단위 혹은 초기업단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안정기금이 조성될 경우, 이에 재
원을 투입하여 기금활용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노사자율에 기초한 고용안정에 이
바지), ▴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세(고용세) 징수(상장기업 599개 기업의 사내유보의 10%
- 2007년 말 기준, 약 36조 - 를 4년에 걸쳐 고용세로 징수, 이 재원을 통해 해당법 제
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
른 소득지원 등의 사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재정으로 활용 등이 제안된 바 있
다. 이러한 조처는 지금은 경기침체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나 본문에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위기 시 정부와 노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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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ss Redundancy Dismissal and ‘Short Time Working
Fund’ as an Employment Safety Net in Germany
- Implications to the Conflict on the mass Redundancy Dismissal in
Ssangyong Automotive Company and the Role of Short Time Working
Fund in Germany -

Lee, Ho-Geun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problems of mass redundancy dismissal
and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afety system in the economic crisis.
Due to the conflicts caused by mass redundancy dismissal such as in the
Ssangyong Automotive Company and Hanjin Heavy Industry Co., there are
some hot debates on the alternatives for the amendment of law and institutions
under way. First of all, it is to say, that in applying of law against mass
redundancy dismissal, the rightness of preconditions and the procedural
correctness are the main issues, and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law and the effectiveness of supporting policy are also in debate. In other
words, the followings are also required to be kept; right judgement on the
urgent managerial need, searching for possible methods for avoiding dismissal,
application of rational and just criteria in deciding the redundant workforces,
duty to give a notice 50 days prior to dismissal day to a trade union and
duty to report against mass redundancy dismissal, and credible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ners each other. These kinds of points are the main issues
concerning the amendment of law(Labour Standards Act § 24, Restriction
on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 Beside these kinds of legal regulations,
this article proposes for the building of systematic employment safety net
and the introduction of short time working fund before the mass redundancy
dismissal. While there is some opinion for the abolishment of mass redundancy
dismissal law, it is not so much helpful, because this is already being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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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case law'. In the mean while, there is not any kind of alternative
which is effectively functioning against mass redundancy dismissal in the
plant-level.
In this aspect, this articl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beside the amendment
of law, the systematic building of so-called multi-layered employment safety
net and their coherence in the plant level, in the sectoral level and in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re the most urgent social things. Concretely, in the
economic crisis, it is required first to organize the consultation between the
social partners in order to bargain for reduction of working time, and secondly
to use the individual working time accounts deposited by overtime work,
holidays, paid leave and training leave etc.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is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role of short time working fund to evade mass
redundancy dismissal in the economic crisis, which has shown the best
performances such as in the countries like Germany, France, Belgium, and
Austria. Accordingly, this article is actively for the introduction of short time
working fund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as the employment safety net in Korea.
Keyword : economic crisis, job sharing, mass redundancies, collective bargaining,
working time reduction, working time account, short time working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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