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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향 : 형제·자매·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한 분석*

양 정 승**

본 연구는 구체적인 가구배경 변수들을 사용하여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
배경과 이웃 등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발생하는 생략변수에 의한 편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제․자매․남매의 대학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수
능점수를 계산한 후 이를 가구배경과 이웃효과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그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고 하계값을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는 가구배경과 이웃
효과가 자녀 교육성과의 20.2%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준화
지역만으로 한정할 경우 19.2%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형
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점수를 계산하여 표본선택 문제를 일부 수정할
경우 23% 이상을, 평준화지역의 경우 20.6%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핵심용어: 가구배경, 수능성적, 이웃효과, 학교효과, 교육 기회의 균등

논문접수일: 2012년 11월 29일, 심사의뢰일: 2012년 12월 6일, 심사완료일: 2013년 1월 31일
* 이 글은 양정승(2012a)의 박사학위 논문 제2장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세심한 논문지
도를 해주신 이철희 교수님과 많은 조언을 해주신 김대일 교수님,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철인 교수님, 정진화 교수님, 황수경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jseyang@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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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 제기

교육은 개인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증가시켜 소득증가에 기여하게 되
는데, Mincer(1974)의 임금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교육의 임금 기여도 크기
가 실질적임이 그동안 많은 실증연구들을 통하여 입증되어 왔다. 또한 교육은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결혼에 있어서 자신과 잘 부합
하는 더 나은 배우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건강 유지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교육 자체를
하나의 소비재로 간주할 수 있어 교육의 소비는 개인의 생애효용을 증가시키
고, 또한 교육을 통하여 개인은 인내심을 좀 더 기르고 위험을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등의 비금전적인(nonpecuniary) 효과를 가진다.1)
이러한 효과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높은 소득을 얻고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가치가 높은 삶을 향유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특성들보다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부모들(altruistic parents)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 세대에 이전시키거나 자녀의 생애효용수준을 증가시킬 주요한 수
단으로 자녀의 교육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유인(incentives)을 가지게 된다. 한
편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다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수
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되고, 또한 가구소득 수준과
부모의 학력 수준 등에 따라 시간에 대한 선호율과 교육투자에 대한 선호도,
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등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의 투자 행위가
얼마나 효율적인가의 여부는 그 사회의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높은 교육적 성과를 성취하
는 데 가구의 배경이 중요할수록 그만큼 그 사회는 상대적으로 세대 간 이동성
이 낮은 경직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1) 교육의 비금전적인 효과에 관한 최근 연구들의 리뷰(review)는 Oreopoulous and Salvanes
(2011)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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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배경은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등을 지칭하는데, 넓게 보아
부모의 양육(nurturing) 태도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특성들(genetic inheritance)도
가구배경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능력은 능
력 차이의 원인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가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광의의 가
구배경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IQ가 높은 아버지가 IQ가 높은 자녀를
갖는 경향이 있다면 아버지의 높은 IQ에서 비롯되는 부분은 가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준다면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녀가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가구로부터 비롯되는 비개인
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가구배경으로 간주할 수 있다.
거주지역의 환경 또한 자녀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미 미국 사회
의 오랜 연구 주제였으며(Mayer and Jencks, 1989; Jencks and Mayer, 1990;
Oreopoulous, 200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평준화 교육의 재검토 문제와
맞물려 평준화가 오히려 지역적 교육환경의 격리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대두됨
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오호영, 2006). 그러나 실제로 거주지역
에 의해 발생하는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가구배경과 이웃효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위
‘강남학군’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주지역의 결정에는 가구소득 수준이 영향
을 주고 다시 거주지역의 이웃효과 혹은 네트워크 효과가 가구소득 증가에 추
가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정한 가정하에서 거주지역에 따른 이웃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한 형
태로 시도되어 왔다(Aaronson, 1998; Solon et al., 2000; Katz et al., 2001;
Dietz, 2002; Oreopoulous, 2003; Page and Solon, 2003a, 2003b; Haurin et al.,
2003; Jacob, 2004). 이 외에도 동료효과(peer effect), 학교효과(school effect)
등이 개인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연구되어 왔는데, 가구배경, 거
주지역과 더불어 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닌 비개
인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모두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광의의 가구배경 변수 혹은 비개인적 특성 변수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비개인적 요소들과 교육성과, 세대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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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유전적 요소,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양육
태도, 거주지역 및 이웃의 특성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
록 세대 간 이동성이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쉬운 사회라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순수한 개인적 요소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그만큼 더 낮기 때문이다.
교육적 성취도의 증가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하여 소득력의 상승에 크게 기여
하고 비금전적 측면에서의 부가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개인의 교육적 성과 중
어느 정도가 가구관련 요소와 이웃으로부터 기인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개인의
소득 중 개인적 노력이 아닌 비개인적 특성의 기여도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줘,
재분배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적 판단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개인적
특성의 기여도가 크면 클수록 이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 정책은 정당성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
와 투자가 있어 왔다. 가령『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으로 고등
학생의 79%가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높은 대학교육열의
일부분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그동안 교육수준에 대한 보수(return)가 빠르
게 상승하면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열망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이 위계적으로 서
열화되어 있어,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하였는지의 여부가 생애소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명문대학 입학여부가 중시되면서 이러한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가 사교육비 지출 등의 경쟁적 과잉투자에 반영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행한『2010년 사교육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
재 일반계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26만 5천 원이고 일반계 고등학
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1.1%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
생의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42만 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은 70.6%에 이르고
있는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11만
2) 본 연구에서 비개인적 특성은 개인의 능력 이외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중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타고 태어난 선천적 능력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비개인적 특성으로 간주하였
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신이 타고 태어날 능력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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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은 38.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의 격차가 교육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결국 가족적 배경이 교육
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마찬가지로 커질 것이다. 극단적으
로 부모의 금전적 투자가 자녀의 교육성과에 매우 중요하다면, 이러한 사교육
기회의 격차는 교육적 성과의 차이를 통해 장차 소득격차로 나타나 부의 대물
림 현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가구배경과 이웃효과가 자녀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
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교육성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구체적인 가구배경 변수들의 효
과를 알아보는 데 치중되어 왔다.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부모의 교육연수, 가
구원수, 교육비 지출 등의 구체적인 가구배경 변수들을 통제하여 이들이 자녀
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 연구 주제였다(고제이․이우진,
2011; 안종범․전승훈, 2008; 김미란, 2009; 방하남․김기헌, 2002, 2003 등).
한편 오호영(2006)은 소득계층에 따른 지역적 격리 문제와 학교효과 문제를 다
루었으며, 이주호․홍성창(2001)과 이주호․김선웅(2002)은 평준화정책과 학교
교육의 질, 사교육 지출 등의 연관성 문제를 다루어 가구배경 이외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Kang(2007)과 강창희․채창균(2010)은 학급 내
에서 발생하는 동료효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와 연구 목적이 가장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는 고제이․이우진(2011)은 아버지의 학력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한 불평등은 모두 아들세대의 노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아들세
대의 학력 불평등 중 16〜59% 정도가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환경의 불평등에
의한 부분으로 계산하였다.
교육성과에 대한 가구배경의 영향을 추정하는 선행 연구들은 구체적인 가구
배경변수들의 효과를 설명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용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지
만, 모든 가구배경 변수들이 관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 누락에 의한
편의의 발생이라는 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령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으
나 거주지역을 통제하지 않은 전형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흔히 생각
하듯이 소위 ‘강남학군’이 가구소득 수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가적인 이득
을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강남학군효과를 통제하지 않

6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1호

았을 경우 이 효과의 일부는 가구소득의 효과로 추정되어 과대추정될 것이다.
가구소득 수준과 강남거주 여부 간에는 양(positive)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생략변수의 존재는 자녀들의 교육성과 격차에서 가구
배경의 차이가 기인하는 부분을 과소추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관측할
수 없는 가구배경 변수들은 대부분의 경우 항상 존재하므로 관측되지 않은 가
구배경 변수들이 많을수록 그만큼 가구배경의 설명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녀의 교육성과에 대한 가구배경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서, 구체적인 가구배경 변수들을 사용할 때 피할 수 없는, 생략변수 문제에 의
한 과소추정을 최소화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형제․자매․남매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서양의 선행 연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가정에 기초
하여 가구배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형제․자매․남
매의 대학정보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연구의 대상 표
본으로는「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을 사
용하였으며, 응답자의 형제․자매․남매 정보와 그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정보
를 이용하여 형제․자매․남매의 예상수능점수를 생성한 후, 이를 가구배경 및
이웃효과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형제․자매․남매의 경우 유전적
능력,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background)과 환경(family environment), 이웃
환경의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족배경 관련 변수들을 설
명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하는 것보다는 가족배경에 대한 대리변수로 형
제․자매․남매의 교육성과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많은 가족배경 및 이웃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가족배경과 이웃효과가 자녀의 교육성과 분포(variation)
의 20.2%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준화지역만으로 한정할 경우
19.2%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본선택 문제를 수정할 경우 23%까
지의 하계값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교육성과에 대한 가구배경과 이웃효과의 대리변수로 형제· 자
매 · 남매의 수능점수를 사용한 첫 연구이다.
둘째, 자녀의 수능성적에 가구배경과 이웃효과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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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가구배경 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가
지는 문제점을 줄이고 가능한 한 모든 가구배경과 이웃효과의 크기를 추정하고
자 시도하였으며 그 값의 하계(lower bound)를 제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수능성적의 경우 대학입학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 교육
연수보다 자녀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보다 바람직한 측도(measure)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연수가 아닌 직접적인 교육성취도 측도에 대한 형제․자매․남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형제․자매․남매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이다.
서양의 경우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비롯하여 형제․자매․남매 데
이터를 사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활용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형제․자매․남매 데이터는 선천적인 능력과
환경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는 진화론과 유전학이라는 현대생물학의 주요
성과가 각종 사회과학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학문적 추세를 우리나라 학계에
서도 본격화하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추정모형

본 연구는 형제․자매․남매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이나 이웃효과를 추정하
는 연구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모형을 사용
한다. 교육성과(educational outcome)가 가구배경(family background), 이웃
(neighborhood) 혹은 학교의 특성, 개인 고유의 능력(individual ability)의 세 가
지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지역  에 거주하는 가구  의 특정
자녀  의 교육성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Aaronson, 1998;
Solon et al., 2000; Oreopoulous, 2003; Page and Solon, 2003a, 2003b).
          

(1)

위 식에서    는 지역  에 거주하는 가구  의 자녀  의 교육성과이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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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가구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학업 능력 등의 선천적 요소와 부모의 양육
(nurturing) 태도 등의 후천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는 자녀의 교
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이웃의 특성, 학교의 질, 동료효과(peer effect), 지역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편   는
자녀 개인에게 고유한 능력으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선천적 능력이나 혹은 자
라나는 가족환경, 거주지역 환경, 학교 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순수한 개인적
인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  이지만,         이고
          인 것으로 가정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  에 거주하는 가구  의 또 다른 자녀  의 교육성과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자녀  와  는 동일한  와   를 공유하고,   와   는 개인에게 고유한 능
력을 의미하므로         이다. 물론 동일한 가족의 자녀들이라 하더라
도 일란성 쌍둥이(monozygotic twins)가 아니라면 모든 유전적 특성을 공유하
지는 않는다. 가령 선별적 결혼성향이 없고 완전한 무작위 결합(random mating)
에 의해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이란성 쌍둥이(dizygotic twins) 혹은 자녀들 간
의 유전적 상관관계는 0.5이다(Bowls and Gintis, 2002). 따라서 유전적 특성의
절반만을 자녀들 간에 공유한다. 그러나 자녀들 간 유전적 상관관계는 선별적
결혼성향이 강화될수록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선별적 결혼성향은 존재하므로
분석의 편의상 유전적 특성은 모두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공유
하지 않는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면 가구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의 추
정치보다 클 것이다. 가구배경은 이러한 선천적인 유전적 능력뿐만 아니라 부
모의 사회적 지위, 소득수준, 양육(nurturing)의 질(quality)과 같은 요소들을 모
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형제· 자매 · 남매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내생성(endogeneity)을 발생시키는 효과는 모두 정의상 가구배경
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형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동생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게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형제 간에 서로 공부를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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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끔 이끄는 서로 공유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소(factor)들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위의 모형을 형제 간의 교육성과 구조방정식으로 바라본다면, 일종의
축약식(reduced form)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웃효과(neighborhood)는 거주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의 네트워
크효과(network effect), 학교의 시설, 교사의 질과 같은 학교효과(school effect),
동급생과의 경쟁 혹은 도움이 주는 동료효과(peer effect)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역 연고에 따른 가정환경이나 양육, 주변환경 등의 후천적 요소
도 한 가구 내에서 성별과 출생순서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
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동일한 요소를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네트워크효과와 동료
효과, 교사효과(teacher effect), 학교효과 등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분해(decomposition)가 쉽지 않은 작업일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
적은 단지 교육성과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개인적 요소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요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분해에 그 목적이 있
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자녀들의 교육성과가 담겨 있는 표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분석될 수 있다.
              

(3)

위 식에서           이다.
추가적으로        를 가정하면, 식 (3)의 계수   은 회귀분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4)

식 (4)에서 계수   은 결국 자녀들 교육성과의 전체 분산(variance) 중에서 가
구배경과 이웃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의 비중이 된다.
자녀들의 실제 교육성과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실제 교
육성과 자료를 관측 가능하고, 다른 한쪽은 오직 교육성과의 기대치만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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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대안적으로 회귀식 (3)에서 설명변수를 바꾸어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회귀식이 분석 가능하다.
        
     

(5)

        
               

(6)

식 (5)와 (6)에서 
   는 자녀  의 교육성과 기대치이고   는 가구배경 변수
들의 벡터,   는 거주지역 더미변수들의 벡터이다. 이 식을 회귀분석하게 되
   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가구배경들의 효과 중 일부를 보여주고,
면,   는 
   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모든 이웃효과와 자녀들 간의 이웃효과의 차
 는 

이를 보여주게 되어 식 (5)에서 실제 교육성과가 아닌 기대교육성과를 설명변
수로 사용함에 의해 누락되는 효과들의 일부를 측정하게 된다.

Ⅲ. 자료설명

자녀들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과 이웃이 주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이다. KEEP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인 학생 2,000
명,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0명,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0명
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패널조사이다. KEEP은 학
생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 소비지출, 가구
원들의 대학교명과 전공 등의 가구관련 정보들과 담임교사와 학교행정가로부
터 수집한 학교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KEEP 응답자들 중에서 본 연구의 분
석대상이 되는 표본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0명이다. 중학교 3학년
코호트(cohort)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들이 2005년도에 입학한 고등
학교의 수가 많아 한 학교당 단지 몇 명의 학생들만이 해당되어 본 연구의 분석
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 대학입학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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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의 주제와는 관련이 적고, 실제 고등학생 비율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다하게 표집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
에 의해 학생을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이웃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
효과를 순수한 이웃효과와 동료효과, 교사효과, 그리고 학교효과를 모두 포괄
하는 광의로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효과를 분해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이다.3) 학교효과를 자녀들이 공유한다고 간주하는 이유
는 평준화정책에 의해 거주지역에 따라 분류된 학군 내에서 학교가 배정되므로
자녀들은 비록 동일한 학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비슷
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다닌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성과를 위한 변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표준화 점수의 합계이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
통적으로 응시했기 때문에 비교가 상대적으로 쉬우나 과학/사회/직업탐구 영역
은 응답자들 간에 시험을 친 과목과 과목수가 일치하지 않아 동등한 비교가 어
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표준화 점수는 각 영역이 0점부터 200점까지의 점수
로 되어 있고 연도마다 난이도를 고려하여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되어 있는 점수이므로 형제․자매․남매의 대학과 전공정보를 가지고 수능점
수를 예측하기 위해 2005년 수능점수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수능점수도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대학 입학여부가 차후의
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한 번의 시험으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 다시 시험을 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추가적인 시험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화 점
수의 장점이 있다.
먼저 KEEP 응답자들이 응시한 수능점수와 직후 입학한 대학교명과 학과정
보 데이터를 생성한 후 수능점수를 대학교명과 학과정보에 의한 전공계열 더미
변수들에 회귀분석함으로써 각 학교별․전공계열별 기대수능점수를 예측하였
다.4) 이렇게 계산한 학교별․전공계열별 기대수능점수를 응답자의 형제․자
3) 더욱이 그러한 효과들을 분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해서는 Manski(1993)를
참조하라.
4) 대학별 학과별 수학능력시험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의 관측치 수는 1,805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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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남매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정보와 학과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기대수능
점수와 연결하였다. KEEP은 응답자들의 수학능력점수만을 제공하고 형제․자
매․남매들의 점수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성과를 이용하기 위해
기대수능점수를 이용했다. 기대수능점수를 계산하는 데 이용한 데이터는 2005
부터 2007년까지의 KEEP 일반계 고등학생 코호트의 수능시험점수와 직후 그
들이 다닌 대학과 학과정보이다.5)
가구배경 변수들은 가구월평균소득, 월평균사교육비,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
육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보육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어머니의 전문직 종사여부,
어머니의 비전문직 종사여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이다. 가구소득은 임시소
득에 의해 하향편의(attenuation bias)가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04년부
터 2006년까지의 3개년도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교육수준 변수로는 교육연수
(schooling years)와 학력수준(education level) 더미변수 두 가지를 모두 사용
하였다. 금액변수들은 2005년도 기준의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여 사용하
였다.
표본은 2005년도에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1,752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들이고 그들 중 1,202명은 평준화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 550명은 비평
준화지역의 학생들이었다. 먼저 형제․자매․남매는 손아래인 경우 3차년도 조
사까지도 대학진학의 수능점수는 되지만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지속적
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손위로 한정하
였다. 손위들의 경우 3차년도에는 대부분 최종대학 진학이 종료된 상태로 간주
할 수 있어 대학과 학과정보를 가지고 이들의 수능점수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되도록 응답자와 서열이 가까운 형제․자매․남매를
선택하였고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최종적으로 표본 중 651명이 대학을 다
니고 있는 형제․자매․남매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 중 440명이
평준화지역, 그리고 211명은 비평준화지역의 학생들이었다. 이후에는 편의상
  는 0.626이다.
5) KEEP은 응답자 이외의 가구원의 입학연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연도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교별 전공별 수능점수 분포가 연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만약 이러한 분포를 고려할 수 있다면 추정치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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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본을 ‘전체표본’으로, 형제․자매․남매의 대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은 ‘형제/자매/남매표본’으로 지칭하였다. 이러한
표본들에 의해 확인되는 학교의 수는 65개가 평준화지역으로 분류되었고 35개
가 비평준화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평준화지역에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같은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
하였으며 분석의 초점을 평준화지역에 두었다.6) 본 연구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
와 같이 학교효과와 이웃효과 등을 분해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를 지역으로 간주하여도 평준화지역에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표 1> 평준화지역 형제․자매․남매표본의 기술 통계표(descriptive statistics)
평준화지역

N

평균

표준
편차

비평준화지역

N

평균

표준
편차

전체

N

평균

표준
편차

응답자의 수능성적

440 292.34 59.31 211 267.45 59.88 651 284.27 60.58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

440 291.87 56.24 211 274.41 58.93 651 286.21 57.66

형제/자매/남매의 수 437

2.29

0.56

210

2.45

0.72

647

2.34

0.62

출생서열

437

2.08

0.53

210

2.15

0.59

647

2.10

0.55

로그가구소득

436

5.65

0.52

211

5.40

0.44

647

5.57

0.51

로그월평균사교육비
346
지출

3.63

0.91

138

3.08

0.94

484

3.47

0.95

아버지의 연령

419

48.97

3.08

205

48.71

3.48

624

48.89

3.22

아버지의 교육연수

416

13.03

2.74

205

11.57

3.02

621

12.55

2.91

어머니의 연령

429

45.83

2.84

207

45.36

3.15

636

45.68

2.95

어머니의 교육연수

427

11.81

2.46

207

10.62

2.24

634

11.42

2.45

6) 한 지역 내에서도 여러 학교를 배정받는 경우가 있고 일정 지역이 묶여 학군을 형성하는
문제는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후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학교효
과와 이웃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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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가구배경과 이웃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추정
  로, 이웃효
자녀의 교육성과 중에서 가구배경에서 기인하는 부분은   
  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은 가구배경에서 기
과에서 기인하는 부분은   

인하는 부분 중 관측할 수 있는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고  는 관찰할
 는 이웃효과 중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 없는 부분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는 관찰할 수 없는 이웃효과를 의미한다.

     이고  
    
이때 

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들하에서 형제․자매․남매의 실제 수능점수를 설
명변수로 하고 응답자의 실제 수능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식 (3)을 회귀분석
하였을 때의 계수값을 의미하는 식 (4)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한편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점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동일한 식 (3)을
회귀분석하면 그 추정량(estimator)은 다음과 같이 된다.
 
 


 


     
 

(8)

이때 다음의 부등식(inequality)이 항상 성립하게 된다.
 
 
 
 

 ≥ 
   
          

(9)

부등식 (9)의 우변은 응답자의 실제 수능점수를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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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녀의 수능성적을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점수에 회귀분석한 결과
평준화지역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
상수항
관측치 수

0.2134***

비평준화지역

전체

0.1708***

0.2234***

(0.0494)

(0.0693)

(0.0403)

230.0702***

220.5635***

220.3322***

(14.6699)

(19.4443)

(11.7662)

440

211

651

0.041

0.028

0.045


   

3,518.212

3,585.258

3,670.467

 
 

3,162.485

3,472.466

3,324.632

0.192

0.165

0.202

     

주 : *** p<0.01, ** p<0.05, * p<0.1.

능점수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부터 항상 계산될 수 있는데, 부등식 (9)는
이렇게 계산된 값이 응답자의 실제 수능점수의 분포에서 가구배경과 이웃효과
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의 하계(lower bound)가 됨을 의미한다.
<표 2>는 응답자의 실제 수능점수를 그들의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점
수에 대하여 평준화지역의 응답자들과 비평준화지역,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
로 각각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위에서 도출한 가구배경과 이웃
효과의 하계값을 계산하면 평준화지역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0.192이
고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0.165,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0.202이다. 즉 자
녀의 수능성적 중 평준화지역의 경우 최소 19.2%,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16.5%,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최소 20.2%가 가구배경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다
니고 있는 학교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수능성적의 5분의
1가량은 비개인적인 요소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7)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준화지역보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해당하여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평준화지역과는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다를 뿐
아니라, 거주지역에 따라 학교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스템
이므로 형제․자매․남매가 학교의 질이 다른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평준화지역 가구에
비해 높아 상호 간에 공유하는 자원 또한 적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표 2>의 결과를
평준화 혹은 비평준화의 효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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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배경과 이웃의 대리변수로서의 형제․자매․남매의 기대
수능성적의 적정성 검토
형제․자매․남매의 실제 수능성적이 아닌 기대수능성적을 설명변수로 사용하
였을 경우 실제 수능성적 중 대학교명과 학과정보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의해 항상 가구배경과 이웃효과의 기여도가 과소추정됨을 앞에서 보였다. 이 절
에서는 가구배경과 이웃의 대리변수로서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을 사
용하는 것의 적절성의 정도를 살펴보고 과소추정문제를 보완하고자 구체적인 가
구배경 변수들과 이웃을 나타내는 학교더미들을 통제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은 평준화지역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형제․자매․남매의 기
대수능성적과 더불어 가구소득,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사교육비지출,
어머니의 전문직 종사여부와 비전문직 종사여부,8)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등
의 관측할 수 있는 가구배경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수능표준점수 결정
식을 회귀분석하였을 경우의 결과들이다. 열 (1)부터 (4)는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을 통제하였을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고, 열 (5)부
터 (8)은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의 회귀분
석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열 (1), (2), (5), (6)은 학교 더미들을 포함하지
않고 회귀분석한 결과이고 나머지 열들은 추가로 학교더미들을 포함하여 이웃
효과를 통제하였을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들이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비전문직 종사여부와 연령을
제외한 다른 구체적인 가구배경 변수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9)
주목할 만한 것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경우 그 기여도가 음의 값을 가졌고
유의하지 않아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교육연수 대신 어머
니의 학력더미를 사용하여도 상황을 바꾸지 않았다.10)
8) 전문직여부는 직업분류가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
문가’인 경우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전문직으로 간주하였다.
9) 사교육비 지출의 경우 각 자녀별 지출액 규모를 분리할 수 없어 본 논문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를 자세히 논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0)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때문에 어머니의 학력 역할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통제하면서 회귀분석해 보았지만 일관되게 어머니의 학력은 아
버지의 학력보다 그 크기가 작았으며 신뢰도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표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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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평준화지역 형제/자매/남매표본을 대상으로 한 수능표준점수 결정식 추정결과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 통제
학교 통제 않음
학교 통제
(1)
(2)
(3)
(4)
형제/자매/남매의 0.1538** 0.1622*** 0.1388** 0.1529**
(0.0622) (0.0625) (0.0636) (0.0639)
수능성적
로그가구소득
5.9244
7.6439
12.1067 13.9353
(9.1101) (9.1550) (9.8678) (9.9421)
로그월사교육비
0.6254
0.0699
2.2550
1.3783
(4.1367) (4.1476) (4.4864) (4.4988)
교육연수
1.4213
0.9355
(1.6542)
(1.7312)
고졸
16.3413
13.4323
(13.1709)
(13.0974)
초대졸
20.8998
23.4245
(17.4461)
(17.6870)
20.8467
14.3016
부 대졸
(15.4388)
(16.0156)
교육연수 -0.0983
-1.6967
모
(1.9498)
(2.0483)
고졸
-1.9191
-5.2780
(9.6102)
(10.2245)
초대졸
-46.1701**
-43.7322**
(19.6923)
(20.0534)
대졸
-2.7500
-14.5558
(15.2337)
(16.3116)
어머니의
0.0624
7.4673
-6.7823
-0.6673
전문직종사여부 (12.2686) (12.6484) (12.7407) (12.9707)
어머니의
-13.5214* -12.5087* -7.2871
-6.5758
비전문직종사여부 (7.3936) (7.4554) (7.6249) (7.6996)
아버지의 연령
-1.5311 -1.3766
-0.6836
-0.5716
(1.4771) (1.4748) (1.5165) (1.5323)
어머니의 연령
3.1380* 2.9887*
1.2231 1.2806
(1.6489) (1.6441) (1.6812) (1.7010)
상수항
131.4607* 123.7139 35.7651 3.0894
(75.9498) (79.9510) (89.2054) (93.2521)
관측치수
326
326
326
326
0.076
0.099
0.373
0.388

주 : *** p<0.01, ** p<0.05, * p<0.1.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 통제하지 않음
학교 통제 않음
학교 통제
(5)
(6)
(7)
(8)

9.3482
(9.0767)
-0.1423
(4.1582)
2.0210
(1.6495)

11.2525
(9.1313)
-0.6294
(4.1766)

13.9477 16.1975
(9.9046) (9.9905)
1.5434 0.6781
(4.5077) (4.5317)
1.6098
(1.7160)
20.0128
17.0993
(13.2142)
(13.1303)
23.6166
26.7624
(17.5736)
(17.7984)
26.6486*
20.5770
(15.4155)
(15.9487)
-0.2080
-1.8935
(1.9650)
(2.0615)
-4.6572
-8.4960
(9.6393)
(10.2314)
-45.4585**
-43.1628**
(19.8700)
(20.2414)
-2.8787
-16.2455
(15.3726)
(16.4502)
-0.5762
5.4550
-8.5891 -3.5036
(12.3646) (12.7398) (12.8081) (13.0385)
-15.3990** -14.3274* -9.0518 -8.4378
(7.4137) (7.4901) (7.6382) (7.7325)
-1.2659
-1.0999
-0.2871 -0.0939
(1.4851) (1.4843) (1.5167) (1.5336)
2.9257* 2.7437*
0.9362 0.8993
(1.6599) (1.6564) (1.6885) (1.7095)
150.9831** 149.7957* 48.7544 19.5547
(76.1464) (80.0407) (89.6666) (93.8763)
326
326
326
326
0.058
0.080
0.361
0.374

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
와는 달리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Behrman and Rosenzweig(2002)는 부모의 교육연수와 자녀의 교육연수 간의 관계를 분
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연수의 효과가 어머니의 교육연수 효과
보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도 부모의
동질혼으로 인한 상관관계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변수를 함께 통제하는 것을 피하고 있
는데, 부모의 학력을 동시에 고려한 김현주․이병훈(2005)에서 부의 학력은 모의 학력보
다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석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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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의 경우 0.14〜0.16사이의 값
을 보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2>의 결과값보다 계수값이 낮아진
이유는 추가적인 설명변수의 도입으로 이들의 직접적인 효과가 통제되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하면 <표 2>에서 별다른 추가변수 없이 형제․자매․남매의 기
대수능성적만을 통제하여도 이러한 변수들의 효과의 상당 부분을 통제할 수 있
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기대수능성적이 아닌 실제 수능성적을 사용하였다면 더
욱 효과적인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형제․
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을 포함하였을 때 로그가구소득 등의 구체적인 가
구배경 변수들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형제․자매․남매의 기대
수능성적이 구체적인 가구배경들의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어 좋은 대리변수
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여 모형의 예상과도 일치하였다.11)
한편 학교더미를 통제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상승하고 형제․자
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의 기여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추
어 보아 학교더미에 의해 설명되는 상당부분은 형제․자매․남매 간에 공유하
는 순수한 이웃효과보다는 학교의 질, 교사의 질, 동료효과 등에 의해 설명되는
순수한 학교효과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평준화지역이라 하더
라도 거주지역 내의 학교들이 비슷한 크기의 학교효과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효과가 학교에 고유한 성질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3. 지역적 격리(segregation)에 의한 추가적인 학교효과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끄
는 주장 중 하나는 가구소득과 높은 지가에 의해 지역 간 격리(segregation)가
발생하고 그 결과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소위 강남지역에 양질의 학교와 각종
11) <표 3>의 결과는 기대수능성적의 통제로 다른 가구배경 변수들의 설명력이 크게 감소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표 3>은 지면의 한계로 모든 변수들을 동
시에 통제한 경우들만 보여준 것이고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 3>
보다 설명력이 감소하는 정도가 뚜렷했다. 가령 로그가구소득의 경우 유일한 설명변수로
통제할 경우 계수값은 13.2549이고 P값은 0.016이나 기대수능성적을 추가로 통제할 경
우 계수값은 8.3636로 낮아지고 P값은 0.131이었다. 반면 기대수능성적은 계수값이 0.2067
이고 1% 수준에서도 유의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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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기관의 집중으로 소득수준의 차이를 넘어서는 교육기회의 불균등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학교더미들을 통제하면서 설명변수로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과 로그가구소득만을 통제하여 회귀분석할 경우 총 64개의 학교
더미들 중 42개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13개는 5% 수준
에서, 4개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5개의 학교더미들만이 기각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웃효과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
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
능성적을 통제하였음에도 학교더미들을 포함하였을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크
게 높아지고 또한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은 학교더미의 통제여부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학교효과들이 거주지역의 환경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순수한 학교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가구소득과 높은 지가에 의한 지역 간 격리(segregation)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균등성 심화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학교
의 평균가구소득과 이웃효과의 크기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응답자의
수능성적을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과 학교더미에 대하여 회귀분석
을 하였다. 다음은 각 학교의 가구소득의 평균치를 구하여 그 값이 낮은 지역부
터 높은 지역으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학교의 순
위를 횡축으로 한 후 종축에는 회귀분석 결과의 상수항과 학교더미의 계수값을
합한 값을 나타내어 [그림 1]을 작성하였다.
[그림 1]은 평균가구소득과 이웃효과 혹은 학교효과 간에 아주 약한 선형관
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평균가구소득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교효과 또한 높은
경향을 가지고는 있으나 전체 학교효과 중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
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에 의해
표현되는 개인적인 가구배경들이 통제되면 부유한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
역의 학교를 다님에 의해서 얻게 되는 추가적 이익은 전체 학교효과에 비해 그
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이 통제되고 나면
이것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학교효과는 무작위과정에 가까워서 좋은 교사와 좋
은 학생들이 부유한 지역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지역적 격리현상이 두드러진 것
으로는 볼 수 없었다. 학교효과가 가장 컸던 학교는 과학고등학교였다. 과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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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균가구소득으로 평가한 학교순위와 학교효과

등학교는 비록 평준화지역에 있지만 별도의 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므
로 동료효과가 클 것이고 양질의 선생님들에 의한 교사효과 또한 클 것으로 추
정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부모의 평균소득이 상대
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고등학교는 단 한 개에 불과하
여 신뢰성에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학교효과가 가장 낮았던 학교는 예술
고등학교였다. 그러나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과 다른 가구배경 변수
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가구배경 변수들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러한 누락변수
들의 효과의 일부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웃효과에 포함되어 상향편의를
발생시키고 있을 것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상수항은 개인에 고유한 능력
의 평균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학교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이 학교효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을 종속변
수로 하여, 로그가구소득에 대하여 회귀한 후 상수항과 잔차의 합을 종축으로
하고 평균가구소득으로 평가한 학교순위를 횡축으로 하여 그 관계를 [그림 2]
에 나타내었다.12) 가구소득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생이 다니는 학교의 평균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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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을수록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 또한 상승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의 경우 낮은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0점가량의 수능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 이외의 수능점수 향
상에 기여하는 좋은 양육환경 등의 가구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이웃효과로 인하
여 추가적인 수능성적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크기는 [그림 1]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림
1]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지역적 격리에 의한 추가적인 이득은 학교 고유의 효
과에 비하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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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균가구소득으로 평가한 학교 순위와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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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구배경효과와 이웃효과를 구분하는 작업은 Solon et al.(2000)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효과를 분해(decomposition)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시도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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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본선택문제(Sample Selection Problem)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을 가구배경과 이웃효과의 대리변수로 사
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제․자매․남매가
있는 경우에만 분석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표본선택문제이다.
먼저,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제․자매․남매가 있는 경우에만 표본에 포함되
므로 첫째 자녀인 경우 표본에서 빠지게 되는데, 출생순서가 교육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출생순서가 늦은 자녀가 교육성과가 더
좋지 못함을 발견하였다(조현국, 2008; Behrman and Taubman, 1986; Hanushek,
1992; Black et al., 2005; Kantarevic and Mechoulan, 2006).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사용한 표본은 평균보다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가구의 자녀수도 가구소득이 동일할 경우 그만큼 분배해야 할 자원이
제약될 것이므로 자녀수가 많은 가구의 자녀일수록 교육성과가 좋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형제․자매․남매가 있는 경우에만 표본에 한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회 평균보다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Black et al.(2005)은 가구의 크기가 자녀의 교육성과에 그다지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형제․자매․남매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 표본에
서 누락되는데, 대학입학을 하지 못한 형제․자매․남매를 둔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전적 혹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가구배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가구배경과 자녀수와의 관계이다.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에
있어서의 계획성이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형제․자매․남매 표본의 가구배경
은 사회 평균보다 가난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을
후생증가로 받아들인다는 가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형제/자매/남매표본은 사
회 평균보다 부유할 것이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준화지역의 ‘형제․자매․남매표본’과 ‘전체
표본’ 중에서 이 표본에서 누락된 응답자들 간의 본인 수능성적과 주요 가구들
의 변수들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첫 번째 행은 표본에서 누락된 응답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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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과 가구특성들을, 두 번째 행은 ‘형제․자매․남매표본’에 포함된 응답자
들의 수능점수와 가구특성들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행은 이렇게
구한 수능점수와 각 가구특성들이 두 그룹 간에 평균값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검정(test)하였을 때 귀무가설하에서 <표 4>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
내고 있다. 결과를 보면 수능성적은 표본누락자들에 비해 표본에 포함된 응답
자들의 성적이 약 2.8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과 사교육비지
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연수 들은 오히려 표본누락자들이 약간 좋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고용률은 표본누락자의 경우가 5%포인트 높았다.
두 그룹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는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어머니의 교육연수는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었고, 수능성
적과 아버지의 교육연수는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어머니의
고용률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지만 경계값 근처에 해당되어 두 그룹
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형제․자매․남매 표본’
은 전체평균보다 가구소득과 사교육비지출, 어머니의 교육연수는 약간 낮으며
어머니의 고용률 또한 약간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
서 앞의 결과들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질적인 두 집단 중 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될 편의의
방향을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의 경우에는 <표 2>의 결과들
에 근거하여 추정해보면 하향편의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대상을
확장할 경우 <표 2>에서 보여준 이전의 결과들보다는 더 큰 하계값을 얻을 것
으로 여겨진다. <표 2>에서 평준화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 19.2%보다 비
평준화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을 때 이보다 1%포인
트 높은 20.2%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택문제에 의한 편의발생문제를 수정하고 그 방향을 살
펴보기 위해, 고졸 형제․자매․남매만을 가진 표본을 추가해 보았다. 이를 위
해 고졸의 기대수능성적이 필요한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정하였다. 먼
저 KEEP에서 3차년도까지 대학입학 정보가 없는 응답자들의 2005년도 수능성
적의 평균을 학교별로 평균하였다. 평준화지역의 경우 학교는 거주지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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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준화지역 형제․자매․남매표본과 표본 누락 응답자들 간의 가구특성 비교
수능점수

로그가구 로그월평균
소득
사교육비지출

아버지의
교육연수

어머니의
교육연수

어머니의
고용률

표본누락

289.50

5.70

3.89

13.21

12.14

0.61

형제․자매․
남매표본

292.34

5.64

3.61

13.06

11.81

0.56

전체

290.54

5.68

3.80

13.15

12.02

0.59

0.43

0.04

0.00

0.36

0.02

0.12

P-value

<표 5> 고졸 형제․자매․남매를 포함한 수능표준점수 결정식 추정결과


   

평준화지역
0.2531***
(0.0484)
216.1520***
(14.3022)
500
0.052

비평준화지역
0.2355***
(0.0651)
199.9552***
(18.0163)
252
0.050

전체
0.2768***
(0.0388)
202.3891***
(11.2268)
752
0.064

3,575.966

3,508.997

3,698.536

 
 

2,907.748

3,149.574

3,069.727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
상수항
관측치 수

     

0.206

0.211

0.230

주 : *** p<0.01, ** p<0.05, * p<0.1.

라 배정받으므로, 동일 학군 내의 학교들은 다른 학군의 학교들보다는 서로 공
유하는 부분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효과는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지만 최소한 추정결과를 과대추정하는 결과를 가
져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표본선택문제로 인한 방향을 살펴보는 데는 문제
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한 학교별 고졸자 평균수능점수를 고졸 형제․자
매․남매의 기대수능점수로 결합하였다.13) <표 5>은 이렇게 고졸 형제․자
매․남매까지 표본을 확장하여 <표 2>의 회귀식을 동일하게 추정한 결과이다.
예상한 것처럼 모두 <표 2>의 결과보다는 더 높았다. 평준화지역의 경우 하계

13) 대학을 입학한 형제․자매․남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졸 형제․자매․
남매만이 있는 경우 이를 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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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20.6%로 상승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3%로 상승하여 <표 2>보다 각각
1.4%포인트, 2.8%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형제․자매․남매가 없거
나 첫째인 경우 회귀식에서 빠지게 되는데, <표 2>와 <표 5>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포함은 추정치를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평준화지역
20.6%, 비평준화지역 21.1%, 전체지역 23%는 자녀의 수능성적에 가구배경과
이웃효과 등의 비개인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하계로 간주할 수 있다.14)

V. 맺음말 : 토론과 연구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과 이웃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가구배경 변수들을 사용할 경우 관측 가능한 가구
배경 변수들의 효과만 측정가능하기 때문에 가구배경과 이웃효과의 제한된 효
과만이 측정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구체적인 가구배경 변수들을 사용하는 대신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제․
자매․남매의 대학과 학과정보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학과 학과
별로 서열화되어 있어 이들 정보를 사용하여 기대수능점수를 예측하는 데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이렇게 대학과 학과정보를 이용하여 형제․자매․남매들의
기대수능점수를 예측한 후 이를 가구배경과 이웃효과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가구배경과 이웃효과가 자녀의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배경과 이웃효과는 수능성적으로 평가한 자녀의 교육성과에서 적
어도 20.2%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지역에만 한정하였을 경
우 자녀의 수능성적의 19.2%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
졸 형제․자매․남매들까지 포함할 경우 23%의 하계값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형제․자매․남매의 기대수능성적은 관측 가능한 구체적인 가구배경
14) 형제․자매․남매의 졸업 시점을 감안하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제․자매․남매와의 터울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형을 추정해보았는
데 결과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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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과 관련성이 높고 구체적인 가구배경 변수들보다 그 효과의 크기가 크고
유의해서 가구배경의 대리변수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다.
셋째, 이웃효과의 대부분은 지역적 격리에 의한 기회의 불균등 문제보다는
순수한 학교효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관측치의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
제․자매․남매가 없거나 첫째인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표본선택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nurturing)역할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가구배경과 이웃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양육효과(nurturing effect), 동료효
과(peer effect), 교사효과(teacher effect), 순수한 이웃효과(pure neighborhood
effects), 학교자원(school resources)효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연구 또한 귀
중한 연구가 될 것이다.
한편 Björklund and Salvanes(2011)는 미국과 서부유럽을 대상으로 한 형
제․자매․남매의 상관관계 추정 연구들의 결과들을 정리하여, 통독 이전의 서
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0~65% 사이에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심지어 스
웨덴과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조차 추정치는 0.40~0.50이었다. 이에
따르면 20~25% 정도의 우리나라 추정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
육성과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OECD(2010)에 따르면 학생의 성취도평가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낮은 국가로
나타나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일치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성적에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것도 앞으로 귀중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우리나라 교육정책
이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거 교육
정책의 가장 큰 중심축의 하나가 평준화정책이었음을 고려하면, 평준화정책의
섣부른 수정은 형평성 측면에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에 주목하여
야 할 것이다. 자녀의 성적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는 연구와는 별도로 평준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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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성과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서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대 간의 소득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을 통한 세대 간의 경제적 부의
대물림 가능성은 형평성 측면에서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
다. 양정승(2012b)는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0.3~0.4일 것으로 추정
하여 미국보다는 낮지만 서부유럽국가들보다는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러한 추정치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성과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
는 영향이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우리나
라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미국보다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 자녀의 교육에 대
한 가구배경의 영향력이 작다는 것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가구배경이 영향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서부유럽에 비해 낮음에
도 불구하고 소득이동성은 서부유럽보다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
이전이 교육을 통하지 않은 다른 경로의존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 간
소득이전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
다.
그러나 서구의 연구는 교육성과지표로서 시험점수가 아닌 교육연수를 사용
하고 있어 측정수단이 다르며, 또한 교육연수는 최종적 교육성과지표이기 때문
에 아직 교육을 마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시험점수를 사용한 본 연구와
의 직접비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추정치는 형제․자매․남매의 경우는 실제 교육성과가 아닌 기대치이기 때문
에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하향편의를 가짐에 유의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자녀의 수능성적이 과연 교육적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지표
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가령 명문대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다면 교육성과
를 명문대 입학여부 혹은 학교의 서열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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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Children’s Educational
Outcomes in Korea : Estimation Using Siblings and
School Data
Jung-Seung Yang
In this study, I try to overcome the omitted variable bias that always
happens at the regression of educational outcome on observable specific
family background and neighborhood variables. To deal with this
problem, I estimate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and neighborhood
on child’s educational outcomes with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core of siblings and provide the lower bound of it.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and neighborhood
explains at least 20.2 percent of the variation of educational outcomes in
Korea and 19.2 percent when restricted to the regions under leveling
policy. When the high school graduated siblings are included to reduce
the sample selection problem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ze increase to
at least 23% in whole region and 20.6% in the region ruled by leveling
policy.
Keywords : family background,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core, neighborhood
effect, School effect, educational equal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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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모자가구 중 소득보조와 같은 소득향상 정책을 통해 빈곤경감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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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젊은 세대의 만혼화 현상 그리고
가족해체 등의 가족구조 변화요인이 겹치면서 여성가장 중심의 가족형성이 크
게 늘고 있다. 여기에 과거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수요증가와 임금상승은 여
성의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높였고, 여성의 가족 내 역할변화와 결혼관계 밖에서
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McLanahan and Booth, 1989).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에 여성가구주 비중은 15.7%에서 2010년 현재 22.2%
까지 증가했고 2인 이상 도시가구 중 여성가구주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구
성된 모자가구의 비중도 1990년 1.1%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3.0%까지
증가했으며, 2009년 3.4%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모자)가구에서 경험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
은 이미 많은 연구들(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 1994; Lichter, 1997;
김영란, 1998, 변화순 외, 2001; 윤홍식, 2003; 석재은, 2004; 노혜진․김교성,
2008)에서 실증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임
시․일용직,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고용조정은 해당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
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반정호, 2009; 김혜원, 2010).
결혼과 가족형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모자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 중심의 가구구성은 단순히 인구학적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가구의 고용불안과 소득악화에 따른 경제적 결핍과 빈곤은 물론 해당 자녀의
복지(well-being)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해체와
저소득․빈곤의 문제는 그것의 원인과 결과 간의 선후관계를 떠나 다수의 실증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McLanahan and
Booth(1989)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모자가구 절반은 빈곤상태에 놓여 있고,1)
1) Kerr & Michalski(2005)가 캐나다의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구
주 가구의 저소득위험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편모가구의 빈곤율은 34%로 전
체 가구 7%에 비해 5배, 양부모가구 5.4%에 비해 6배가량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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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동을 가진 부부가구의 10%대 빈곤율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자가구의 총소득 수준은 이혼 전의 67%의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남성은 이혼 전의 90%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
러한 이유로 인해 모자가구의 아동은 평균적으로 아동기의 1/3 이상인 7년 이
상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Garfinkel and McLanahan, 1986).
모자가구의 빈곤가능성은 여성의 소득확보 능력 약화, 국가의 사회보장 급여
불충분성, 비동거 남성배우자로부터의 아동양육지원 비용 지불능력 약화 등의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가중된다(Garfinkel and McLanahan, 1986). 또한 노동시
장내 성분절성이나 임금차별 현상과 같은 차별적 요소와 교육 및 훈련투자에
대한 인적자원 형성의 부정적 결과는 열악한 노동시장 성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요보호 가구원(아동 및 노인 등)에 대한 돌봄자로서의 이중책임이 부여
된 여성가장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Cerise et
al., 2009).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빈곤가구(모자가구 또는 여성가
구주 가구)에 대해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관대한 사회보장급여와 각종 수당을
제공하는 형태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재정악화와 지속가능성
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관대한 복지급여을 제한하는 대신 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정책기조를 띤다(김혜원, 2010).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크게 벗어나는 보다 관대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을 고
려한다면, 모자가구의 복지수요와 대상을 엄밀하게 파악하여 복지급여를 집중
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구(가족)들 내부에서 이질적 속성(heterogeneity)
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앞서 언급한 복지대상과 급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필
요성은 더 강조될 것이다. Schultz(2001)와 Buvinic and Anriquez(2003)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내적이질성을 강조하면서 여성가장의 연령, 사별․이혼 등의 혼
인관계 및 배우자 여부, (요보호)아동의 존재여부, 남성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가구의 소비수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수정
(2007)은 여성가구주를 아내지위가 소멸되었거나 불안정한 가구라고 정의한다
면, 이 가구범주 내에서도 노동지위, 모성지위, 혼인지위에서의 차이로 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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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이한 빈곤위험을 낳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논문은 모자가구의 내부이질성을 고려하여 해당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모자가구의 이질적 속성 중 결혼
관계와 고용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도시 2인 이상)｣ 자료를 활용하여 모자가구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지표(FGT)에 대한 요인분해(decomposition) 및 성장-분
배 탄력성(elasticity) 추정을 통해 모자가구의 이질적 속성이 빈곤에 미치는 기
여도를 분해하고 빈곤에 대한 성장요인과 분배요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소득함수를 분
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으로 추정하고, 모자가구의 혼인지위 및 고용지
위 그리고 모자가구의 특수적 욕구가 반영된 모성지위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이 논문은 여성가구주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관
련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모자가구 이질적 특성이 소득과 빈곤에 어떤 연관
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2) 1990년대부
터 최근까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논쟁이 지속되어 오고 있
고(Chant, 2008),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가 관측되면서 빈곤에의 취약성이 여
성이라는 가구주의 성(性)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

2) 일반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개념은 여성 한부모가구, 모자가구와 혼용되기도 하며, 본
논문의 일부에서도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두 여성가구주 가구와 모자가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를 지칭하는데 크게 배우자
가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와 그렇지 않은 여성가구주 가구로 구분된다. 모자가구는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면서 미혼자녀의 연령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인 가구로
정의되며, 주요한 정책대상자 집단이 된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
는 모자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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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여성빈곤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여성가구주 가구
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 규모, 원인 등을 비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면 최근에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내부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가구주 가구
의 다양한 유형별 분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문화적, 인구학적, 경제적 상황에 따른 여성가구주의 생활능력(혹은
교섭력)이나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는 차치하고라
도 이들은 내부적으로도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nt(2003)
에 따르면 여성가구주의 이질적 속성은 ① 여성의 가구주 지위획득의 자발성,
② 거주지역, ③ 인종, ④ 생애주기별 단계, ⑤ 가족 이외 자원(부모, 친척관계,
국가제도 등)에의 접근성 차이에서 유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모자가구의 내부이질성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초한
이질성과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이질성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모자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인한 이질성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
는 대표자인 가구주의 성(性)이 여성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차이로 이해할 수 있
다. 이는 구체적으로 연령이나 학력 이외에 남성배우자와의 혼인지위 및 보호
대상 가구원에 대해 부여받은 모성지위와 깊이 관련된다.
여성가구주는 법률상(de jure) 가구주와 사실상(de facto) 가구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법이나 관례상 가구주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로, 예컨대 사
별이나 비혼(unmarried), 별거 및 이혼에 의해 여성이 가구주가 되는 경우를 말
한다. 후자는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성배우자가 가구에 부재하
여 여성가구주로 보고한 경우로 이는 대부분 가족생애에서 가구 내 남성가구주
가 부재하는 경우이다(Quisumbing et al., 2001).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3) 빈곤의 여성화는 Pearce(1978)의 연구에서 197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의 문제로 부각되어 나타나는 현상, 즉 빈곤인구 구성의 질적변화 즉 여성 혹은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경향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후 Peterson(1987), Millar(1996)의
연구에서도 빈곤위험이 양성 간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빈곤의 성영역(gender dimension
of poverty)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석재은(2004)에서 재인용).
4) 자발성 여부는 여성이 가구주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경로에 있어서 비혼,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요인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비자발적인 것이냐에 따른 차이로 설
명할 수 있고, 생애주기 단계는 여성이 가구주의 지위를 획득한 시점과 관련된 것으로 이
는 여성가구주 본인의 연령은 물론 해당가구의 자녀가 갖게 되는 의존성의 문제까지를 포
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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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모자가구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여성가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구만을 의미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배우 모
자가구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때 유배우 여성가장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만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이거나 혹은 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
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까지를 의미한다(김혜원, 2010).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성가장의 혼인지위는 남성배우자의 동거 및 생존여부는－그것이
매우 미약한 수준의 것일지라도－남성배우자로부터의 소득지원금액은 물론 남
성배우자의 원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이전 등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모자가구 여성가장이 갖는 결혼관계는 그 표면적 혼인지위뿐 아니라 가구
의 소득원천과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모자가구의 이질
적 속성을 대표하는 요인이 된다.
다음으로 모자가구 여성가장이 갖는 모성지위는 돌봄과 보살핌의 대상이 누
구이며, 어느 연령에 있는 사람인가, 요보호정도는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가구의 소득 및 소비행태를 결정짓게 된다. 기존연구
들에서 한부모가구의 빈곤위험이 아동의 양육부담 여부와 수준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난다고 실증한 바 있다(Bane and Ellwood, 1986; Holden and Smock,
1991; 여지영, 2003; 석재은, 2004; 이은혜․이상은, 2009; 유태균․박효진,
2009; 김진욱, 2010). 결국 여성의 돌봄자로서의 역할은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
게 하는 동시에 실직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 내 낮은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직면하는 경제적 위험은 가족구성과 형태와 긴요한 관계
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성인이나 아동을 막론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고려할 때 거주차원에서의 동거형태를 중요하게 다루었고, 특히 동거형
태는 소득확보를 위한 노동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Beaujot, 2000; Cheal, 1999). 빈곤은 부양의무자 혹은 가구주의 사망, 질병, 노
령은 물론 가구구성원의 질병과 교육수준 등 비자발적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된
다(이승신 외, 1996). 주지할 사실은 이러한 원인들이 해당가구의 빈곤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되어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우일 것이다. 즉 본 연구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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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위험에 대한 차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에 기인한 경우도 많지만 여성가장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고용지위, 노동시장
성과에 의해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연구한 기존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
듯이 여성가구주 전반에 걸친 저학력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고용지위
와 직결되기 때문에 모자가구의 소득획득을 어렵게 하고 빈곤위험에 노출될 가
능성을 높게 한다. 또한 여성가장의 연령이 고령화될수록 인적자본 향상을 위
한 투자감소와 노동시장 경쟁력 약화로 취업에 대한 가능성도 떨어진다(김교
성, 2010). 개발도상국(태국과 베트남) 여성의 빈곤을 연구한 Klasen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을 ① 부동산 등의 생산자산
(productive assets)의 부재, ② 공식적 신용(대출)시장(credit markets)에의 접근
성 결여, ③ 보험시장이나 연금체계 부재, ④ 노동시장 내 차별로 설명하면서
노동시장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Marshall(2003)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전통적인 가족으
로 인식되던 남성중심의 생계부양 가족에서 맞벌이 생계부양 가족으로 변화되
어 왔음을 지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양부모가구 여성이 출산을 경험하는 경
우 2년 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80%를 넘고, 또 이들의 대부분은 모
성보호제도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노동시장 단절은 매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
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가구주나 모자가구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
을 배우자와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일자리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반적으로 편모의 노동시장 참여는
아동의 연령에 비례하여, 공적지원이나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한 양육돌봄자
활용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지적했다(Woolley, 1998; Michalski and Wason,
1999).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적 지위 상승에 기반하여 노
동시장의 성별분절화 현상 및 임금차별이라는 취약구조로부터 벗어나 여성 스
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춘 경우 이들을 흔히 복지의 대상으
로 인식되는 모자(여성가구주)가구로 통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밖에도 모자가구의 소득과 빈곤위험 차이는 노동시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분배되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적이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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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기업이나 자선단체로부터의 민간지원, 국가의 사회보장급여 수준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사회적 네트워크나 국
가의 지원체계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Bibars(2001)와
Chant(2008)는 여성가장이 남성부양자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여성가장 본인의 가족이나 지역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남편의
친척들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가장이 수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영역이나 급여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
지만(Chi et al., 1998; Bisseleua et al., 2008) 이 역시도 복지국가의 발전정도
(포괄성과 충분성),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전술된 것
처럼 부부 혹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모자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여성가장의 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여타 소득원천에 의존적인 가구라면 여성가장의
노동시장 요인이 빈곤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할 수 있다.

Ⅲ. 분석방법

이 논문은 모자가구 여성가장의 혼인지위 및 고용지위의 이질적 속성을 고려
하여 해당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양상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모자가구의 소득수준과 규모, 빈곤실태를 소득점유율 및 분위배율, 빈
곤지표(상대․절대빈곤율, FGT)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때 모자가구의 절
대적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타가구유형(예 : 노인, 맞벌이, 일반가구)과의 비교
도 일부 이루어진다. 상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의 균등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가구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절대빈곤율은 시장소득(비균등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미
만의 가구비중으로 정의되며, 최저생계비 100% 미만 가구를 절대빈곤층, 120%
미만인 경우는 차상위계층, 150% 미만 가구를 차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한다.
둘째, 모자가구의 혼인관계와 고용지위의 이질적 속성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해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은 FGT요인분해와 FGT탄력성을 추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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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활용되었다. FGT지수는 1981년 Foster, Greer, and Thorbecke에 의해 고
안된 빈곤지표로서 빈곤층의 규모(extent)와 빈곤정도(depth)의 유의성을 동시




    

에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지표는        로 정의되
    




며 다른 빈곤지표와는 달리 파라미터  의 값에 따라 다소 상이한 기능을 하는
데 파라미터  는 빈곤에 대한 혐오감(aversion)을 나타내주는 파라미터로서 
값이 커질수록 이 지수는 빈곤에 대해 민감해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은 전
체 인구(또는 가구)수,  는 빈곤선 이하의 개인(또는 가구)수,  는 빈곤선,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  의 소득,  는 빈곤혐오감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  )


    

   
이다(여유진 외, 2005).5) 하위집단별 FGT요인분해는 
 

으로 정의되며 하위집단별 전체 FGT지표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기여도를 분
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G는 하위집단의 수, 
      는 하위집단 g의 FGT
지수, 
  는 집단 g의 비중, 
 
     는 전체 빈곤에 대한 집단 g의 절대
적 기여도를 의미한다. 또한 전체 불평등에 대한 개별집단의 상대적 기여도는


   
      
    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FGT탄력성 추정은 모자
가구의 소득향상(성장)과 소득분포(분배)의 변화에 따른 FGT지수의 변화를 파
악하는 방법이다. 즉 모자가구의 소득향상 효과는 소득분배가 고정시킨 상태에
서 소득수준의 변화로 나타나는 빈곤변화를, 소득수준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소
득분배의 변화로 발생되는 빈곤지수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FGT
탄력성 도출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akwani(1993, 2001), 유경준
(2008), 강성진(2010)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5)  지표는 1981년 이 지표의 개발자인 Foster, Greer, and Thorbecke의 이름 첫 자
를 따서 FGT로 명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수는 빈곤선(z)이 증가하면 이 지수
도 증가하는 z의 증가함수이다. 이 지수는 소득에 대칭적이며,  가 0보다 큰 경우 소득
(y)과 빈곤선(z)에 대하여  는 연속이다.  지수는 파라미터  의 값에 따라 빈
곤의 규모, 심도, 그리고 분배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인 경우
    이므로

경우,

  



빈곤율과 동일하게 되며, 즉 빈곤규모를 나타내게 된다.    인


      

  ×     이므로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곱한 값,

즉 빈곤규모와 심도를 나타낸다. 참고로    인 경우 센지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불평
등지수가 된다(여유진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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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변량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모자가구의 시장소득과 시장소득 기준 빈
곤여부(중위소득 50%)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모자가구 가
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노동시장 특성 등의 차이에 의해서 해당가구의
소득분포가 이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 회귀분석(OLS)을 통한 모자가구의 소득함수 추정은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즉 OLS 추정은 종속변수의 구체적인 분포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에 평균값이 동일하면 추정치가 동일한 값을 가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종
속변수의 분위수에 따라 설명변수의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다를 수 있으며, 종속
변수의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OLS 추정은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이
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정방법으로 고안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실시한다. 이는 종속변수의 분위수별로 설명변수가 미치는 영향
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구분하여 추정하는 기법이다(Koenker, 2005; 김유선,
2009; 이규용 외, 2011).6) 모자가구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추정은
프로빗(probit regression)으로 추정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배우자유무7) 및 요
보호 자녀특성으로 대표되는 혼인지위와 모성지위, 그리고 종사상 지위로 대표
되는 고용지위로 설정되었고 이때 여성가구주 연령, 학력, 주거형태 변인은 통
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1999∼2011년 연간
자료 중 홀수연도에 해당하는 7개년 자료를 결합한 자료(pooled data)이며, 외
환위기(1999년) 및 카드대란(2003년), 글로벌금융위기(2009년) 등의 특수한 시
점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6) 분위회귀모형은   ′        ′      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분위 계수값을  는 종속변수  에 대한 설명변수,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는
설명변수  가 주어진 상태에서  의  번째 조건부 분위(conditional quantile)을 가리키며
이때 모든 에 대해         이 성립된다(김유선, 2009).
7) 혼인지위가 갖는 이질성은 여성의 가구주 지위 형성요인이 이혼이나 별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별에 의한 것인지, 비혼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지불
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가구주 지위 형성요인을
보다 세분하여 변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인 ｢가구동
향조사｣는 결혼상태를 배우자유무와 동거여부로만 측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여성가구주
의 혼인지위 변수를 구체화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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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모자가구의 소득 및 빈곤실태 : 예비적 고찰
<표 1>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유형별8) 소득수준과 변화를 제
시해주고 있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자가구의 시장소득 규모는 1999
년 616천 원 수준에서 2011년 기준 1,635만 원까지 증가해 연평균 7.9%의 증
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노인가구 4.4%의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맞벌
이가구 8.5%와 일반가구 8.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소득규모면에서
2011년 기준 모자가구는 노인가구보다 세 배 이상의 시장소득과 두 배가량의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구보다 소득상
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자가구의 시장소득은 맞벌이가구
(2,535천 원)의 64.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85.3%에
해당되는 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구를 제외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구소득이 70%
정도의 근로소득과 20% 정도의 사업소득, 10% 정도의 재산 및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자가구와 노인가구 등 가구주의 노동시장
취약성이 해당가구의 저소득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모자가구의 소득점유율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점유율이 시장소득
과 경상소득 모두에서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소득하위 20%의 저소득 모자가구의

8)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모자가구는 가구주인 모친과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되며, 노인가구는 가구주와 그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인 노인부부가구를 말하
고, 노인가구주(65세 이상인 노인) 또는 노인부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손자, 손녀 등
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맞벌이가구는 같이 사는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취업
한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취업자수에는 포함하나 맞벌이가구
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는 맞벌이가구에 해당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일반가구는 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은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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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구유형별 소득수준과 변화 : 1999〜2011년
(단위 : 천 원, %)

모자가구

노인가구
맞벌이
가구
일반가구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증가율
616
729
971 1,092 1,212 1,586 1,645
7.9
623
761
995 1,131 1,264 1,638 1,726
8.2
604
730
948 1,074 1,203 1,558 1,625
7.9
308
438
407
549
546
560
536
4.4
368
527
561
728
751
873
915
7.3
355
505
542
703
712
811
859
7.0
875 1,095 1,275 1,520 1,801 2,072 2,535
8.5
880 1,103 1,282 1,538 1,824 2,108 2,590
8.7
828 1,029 1,196 1,427 1,682 1,931 2,350
8.4
689
881 1,067 1,239 1,441 1,581 1,928
8.2
703
904 1,095 1,281 1,504 1,673 2,044
8.6
658
840 1,013 1,180 1,371 1,520 1,837
8.2

주 : 1)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경상조사+연금+보험료 등))
2) 소득금액은 균등화소득이며,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로 조정한 실질금액임.
3) 증가율은 연평균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 점유율은 1999년 기준 각각 6.4%, 6.8% 수준에서 2011
년 4.4%, 5.8%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대로 소득상위 20%의
고소득 가구 점유율은 시장소득의 경우 39.0% → 41.9%, 경상소득 점유율은
40.1% → 41.1%로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기준 소득하위 10%의
극빈층가구 시장소득 점유율은 2.3%에서 2011년 기준 1.2%까지 떨어졌고 경
상소득의 경우도 같은 기간 2.6%에서 2.2%까지 하락한 반면,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시장소득 점유율은 22.8%→25.8%까지 증가, 경상소득 점유율은
22.7% → 24.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모자가구 내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의 하락과 고소득층의 점유율 상승
은 두 소득계층의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1999년 시장소득 기준 5분
위배율(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배율)은 6.12배에서 2003년 5.97배로 소
폭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9년
9.38배까지 증가했고 2011년 기준으로는 9.57배 수준까지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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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자가구의 소득점유율 추이
(단위 : %, 배)

시장
소득

경상
소득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1
분위
2.3
2.3
2.3
1.7
1.7
0.8
1.2
2.6
3.0
2.8
2.7
2.6
1.7
2.2

2
분위
4.1
4.5
4.3
3.9
4.0
3.9
3.2
4.3
4.9
4.8
4.2
4.5
4.0
3.6

3
분위
5.9
5.9
5.7
5.0
5.1
4.9
4.6
5.6
5.5
5.5
5.4
5.5
4.6
5.2

4
분위
6.7
6.5
6.7
6.2
6.5
6.4
6.7
6.8
6.5
7.0
6.4
6.6
6.1
6.5

5
분위
7.4
8.2
8.1
7.6
7.6
7.1
7.5
8.2
7.9
8.0
7.0
7.6
7.9
8.0

6
분위
10.4
9.3
9.3
9.3
9.7
8.4
10.7
9.0
9.9
9.4
10.0
9.4
8.3
9.8

7
분위
11.1
11.5
10.5
11.5
10.8
10.2
10.0
11.1
10.6
10.8
11.6
11.3
10.1
10.3

8
분위
13.1
13.6
13.6
14.1
13.5
14.2
14.2
12.3
14.6
13.4
12.8
12.9
13.4
13.3

9
분위
16.2
15.8
16.0
16.8
14.7
18.3
16.1
17.4
14.5
15.5
16.6
16.1
18.3
16.5

10 10분위 5분위
분위 배율 배율
22.8 9.84 6.12
22.4 9.56 5.59
23.4 10.13 5.97
23.9 13.90 7.31
26.5 15.91 7.22
25.8 32.47 9.38
25.8 21.64 9.57
22.7 8.76 5.85
22.4 7.36 4.65
22.8 8.05 5.05
23.4 8.58 5.81
23.4 8.83 5.50
25.6 14.63 7.65
24.6 11.31 7.10

주 : 소득 10분위배율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배율이며, 5분위배율은 상위 20%
와 하위 20%의 소득배율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있다. 최고 소득계층(상위 10%)과 최하 소득계층(하위 10%)의 소득배율을 나
타내는 소득 10분위배율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999년 9.84배에서
2011년 21.64배까지 확대되었으며 경상소득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8.76배에서
11.31배까지 증가해 모자가구 내부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는 모자가구의 빈곤지표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상대빈곤율과 절
대빈곤율 및 FGT(    )지수 모두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 경
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14.9%에서 2007년 10.4%까지
하락했고 2009년 10.8%로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1년 기준
19.3%로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여준다.9)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999년
15.7%에서 2003년 10.8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증가해 2011년 기
9) 표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던 모자가구의 상대빈곤율과 절대빈곤율
의 증가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10년부터 발견된다. 참고로 2010년 기준 시장
소득 상대빈곤율은 21.1%, 절대빈곤율은 20.7%를 기록하고 있다.

46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1호

준 24.7%까지 증가했다.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의 차이를 살펴
보면 외환위기 시점인 1999년에는 1% 미만의 차이로 나타났고 2001년부터
2005년 시기에는 2% 중반대, 2007년 8.8%까지 늘어나 정부나 사회보장제도로
부터 제공되는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점차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9년과 최근 2011년에는 그 효과가 5%로
미약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9년까지 10% 초반대를
유지해오던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2010년과 2011년 20%에 근접하는 높
은 빈곤율로 나타나고 있다.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에도 1999년 17.1%에서 2011년 기준
22.2%까지 증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도 절대빈곤층은 13.8%
수준으로 외환위기 시점보다 크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010년과 2011년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빈곤층 규모가 늘어났다. 빈곤규모를 차상위(최저생
계비 120%)와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까지 확대하면 분석기간 동안 차상
위계층의 규모는 감소하고 차차상위층은 소폭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즉 모자
가구 내 절대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한 반면, 빈곤선을 약간 넘어가는 차상위층
규모가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빈곤위험이 모자가구에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모자가구의 주요 빈곤지표 변화추이
(단위 : %)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경상소득 시장소득 절대
차상위 차차상위
기준
기준
빈곤층
계층
계층
14.9
15.7
17.1
10.3
7.9
8.1
11.1
11.8
9.4
15.8
13.4
10.3
4.9
9.7
11.0
16.4
15.8
9.5
8.2
13.9
19.2
17.4
8.0
6.0
10.4
16.1
13.8
7.2
9.8
10.8
19.3
24.7
22.2
4.0
9.4

경상
소득
0.040
0.024
0.030
0.033
0.028
0.051
0.063

FGT(a=1)
시장
빈곤갭
소득
비율
0.052
33.1
0.045
40.3
0.048
36.0
0.066
40.1
0.068
35.3
0.085
53.0
0.107
43.2

주 : 빈곤갭비율은 빈곤계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중위소득의 50%)의 차이의 비율로
정의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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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평균소득이 빈곤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빈곤갭비율과
빈곤율의 곱으로 정의되는 빈곤심도(FGT,    ) 지수도 1999년 0.052에서
2011년 0.107 수준까지 증가했다(시장소득 기준). 이러한 빈곤심도의 증가는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의 규모의 증가와 함께 빈곤가구의 평균소득이 빈곤선
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자가구 내부의 저소득화 경향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된다. 1999년 빈곤모자 가구의 평균시장소득은 빈곤선의 33.1%에 지나
지 않았으나 2005년 빈곤선의 40.1%까지 소득향상이 나타났고, 2009년 53.0%
까지 높아졌으나 2011년 기준 43.2%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1년의 빈곤심도(0.107) 증가는 빈곤규모 증가(시장소득 기준 23.7%)와 빈곤
가구의 소득수준 하락(빈곤갭비율 43.2%)으로 설명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외
환위기 이후 시점부터 2009년까지 모자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빈곤심
도는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공사이전소득이 포함된 경상소득 기준 빈곤지표
는 일정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수치로 나타나 정부와 사회보장제도의 빈곤감소
노력이 일정정도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 그 효과가 다소 미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2. 모자가구의 빈곤요인분해 및 탄력성 추정
<표 4>에서는 모자가구의 내부이질성을 유발하는 혼인․모성․고용지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해(FGT Decomposition)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해하
는 빈곤지수는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곱한 빈곤심도(FGT,    )이다. 먼저
모자가구 여성가구주의 혼인×고용지위별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1999년
기준 유배우 - 미취업자의 기여도가 0.524로 가장 높게 분석된다. 즉 유배우 - 미
취업자 가구가 전체 모자가구의 빈곤심도를 52.4%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이는 유배우 - 미취업자 비중이 47.9%로 가장 높고 해당가구 빈곤심도의 절
대적 기여도(0.027) 또한 다른 범주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유배우-미취업자 가구의 기여도는 점차 감소해 2009년 6.4%까지
하락했고 2011년 기준 구성비중의 증가에 기인해 15.7%로 상승하였으나 1999
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태이다. 반면, 무배우 - 미취업자 가구의 빈곤기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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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자가구의 혼인×모성×고용지위별 빈곤요인분해
혼인지위* 고용지위

  

구성비

모성지위* 고용지위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 기여도

유배우-취업
0.007 0.282 0.002
유배우-미취업 0.057 0.479 0.027
1999
무배우-취업
0.061 0.178 0.011
무배우-미취업 0.196 0.061 0.012
전체
0.052 1.000 0.052
유배우-취업
0.009 0.282 0.002
유배우-미취업 0.023 0.430 0.010
2001
무배우-취업
0.018 0.225 0.004
무배우-미취업 0.444 0.064 0.028
전체
0.045 1.000 0.045
유배우-취업
0.011 0.371 0.004
유배우-미취업 0.035 0.302 0.011
2003
무배우-취업
0.056 0.245 0.014
무배우-미취업 0.244 0.083 0.020
전체
0.048 1.000 0.048
유배우-취업
0.014 0.348 0.005
유배우-미취업 0.056 0.335 0.019
2005
무배우-취업
0.063 0.267 0.017
무배우-미취업 0.498 0.051 0.025
전체
0.066 1.000 0.066
유배우-취업
0.011 0.392 0.004
유배우-미취업 0.036 0.200 0.007
2007
무배우-취업
0.050 0.342 0.017
무배우-미취업 0.597 0.065 0.039
전체
0.068 1.000 0.068
유배우-취업
0.020 0.411 0.008
유배우-미취업 0.021 0.265 0.005
2009
무배우-취업
0.054 0.232 0.013
무배우-미취업 0.642 0.092 0.059
전체
0.085 1.000 0.085
유배우-취업
0.016 0.359 0.006
유배우-미취업 0.053 0.318 0.017
2011
무배우-취업
0.155 0.206 0.032
무배우-미취업 0.447 0.117 0.052
전체
0.107 1.000 0.107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0.039
0.524
0.207
0.230
1.000
0.055
0.222
0.093
0.630
1.000
0.081
0.218
0.284
0.417
1.000
0.074
0.288
0.255
0.383
1.000
0.066
0.106
0.252
0.576
1.000
0.098
0.064
0.147
0.691
1.000
0.054
0.157
0.300
0.488
1.000
연도.


  

미취학-취업
미취학-미취업
취학-취업
취학-미취업
전체
미취학-취업
미취학-미취업
취학-취업
취학-미취업
전체
미취학-취업
미취학-미취업
취학-취업
취학-미취업
전체
미취학-취업
미취학-미취업
취학-취업
취학-미취업
전체
미취학-취업
미취학-미취업
취학-취업
취학-미취업
전체
미취학-취업
미취학-미취업
취학-취업
취학-미취업
전체
미취학-취업
미취학-미취업
취학-취업
취학-미취업
전체

0.005
0.017
0.034
0.120
0.052
0.012
0.167
0.013
0.043
0.045
0.021
0.036
0.031
0.104
0.048
0.055
0.096
0.030
0.130
0.066
0.017
0.147
0.032
0.186
0.068
0.044
0.070
0.030
0.224
0.085
0.099
0.139
0.060
0.171
0.107

구성비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 기여도

0.098
0.248
0.362
0.292
1.000
0.096
0.138
0.410
0.356
1.000
0.144
0.136
0.472
0.248
1.000
0.134
0.175
0.480
0.211
1.000
0.112
0.085
0.622
0.181
1.000
0.105
0.101
0.537
0.256
1.000
0.097
0.170
0.469
0.265
1.000

0.000
0.004
0.012
0.035
0.052
0.001
0.023
0.005
0.015
0.045
0.003
0.005
0.015
0.026
0.048
0.007
0.017
0.014
0.027
0.066
0.002
0.012
0.020
0.034
0.068
0.005
0.007
0.016
0.057
0.085
0.010
0.024
0.028
0.045
0.107

0.009
0.082
0.237
0.672
1.000
0.026
0.514
0.122
0.339
1.000
0.061
0.102
0.303
0.534
1.000
0.113
0.254
0.216
0.417
1.000
0.028
0.184
0.290
0.497
1.000
0.054
0.083
0.191
0.672
1.000
0.090
0.221
0.264
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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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3.0%에서 2009년 69.1%까지 크게 확대되었고, 2011년 기준 48.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해당가구의 비중 증가가 분석기간 동
안 6.1%→11.7%로 타범주에 비해 구성변화가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들 가구의 빈곤기여도 증가는 해당가구의 빈곤심도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
된다. 무배우 - 취업자의 빈곤기여도 역시 1999년 20.7%에서 2005년 25.5%,
2011년 기준 30.0%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자가구 여성가장의 취업
이 빈곤정도를 완화시키는 데 그다지 큰 효과로 나타나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다음으로 모자가구의 모성지위와 고용지위에 따른 빈곤기여도를 살펴보면,
미취학- 취업자가구의 빈곤기여도는 1999년 0.9%로 전체 모자가구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5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11.3%까지 높아졌고, 2011년 기준 9.0%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여
도 상승은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여성가장이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증가에 있다기보다 해당가구의 빈곤층 유입이 과거보다 높아져 빈
곤심도를 높인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미취학- 미취업가구는 1999년
8.2%의 빈곤심도를 설명하고 있었으나 2011년 22.1%까지 증가했다. 이는 구성
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해당가구의 빈곤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빈곤기여도가 증
가된 것이다. 취학-취업가구의 빈곤기여도는 1999년 23.7%에서 등락을 거듭하
다가 2011년 기준 26.4%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 가구의 비중은 타범
주에 비해 구성비가 가장 높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심도가 낮아 대체로 일정한
기여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전히 2011년 기준 취학-미취업가구 다음으로 전
체 모자가구의 빈곤심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취학-미취업가구의 경우
1999년 67.2%에서 2001년 33.9%까지 하락하지만 이후 증가되는 추세가 지속
되어 2011년 기준 42.5%의 타범주에 비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표 5>에서는 모자가구의 고용지위를 보다 세분하여 빈곤심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분해하고 있다. 상용직 취업자의 기여도는 1999년 4.6% 수준에 불과하
였으나 2007년 17.6%까지 높아졌고 이후 다시 안정된 추세로 나타난다. 그러
나 2011년 기준 빈곤기여도는 5.5%로 1999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용직의 기
여도가 증가했던 시기는 상용직 비중이 크게 증가한 동시에 상용직의 빈곤심도
가 증가가 동반되었던 특징을 갖고 있다. 1999년과 비교하면 2007년의 경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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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자가구의 고용지위별 빈곤요인분해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미취업
전체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미취업
전체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미취업
전체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미취업
전체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미취업
전체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미취업
전체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미취업
전체

  

구성비

0.010
0.159
0.017
0.073
0.052
0.009
0.031
0.009
0.077
0.045
0.002
0.054
0.009
0.080
0.048
0.024
0.083
0.013
0.114
0.066
0.025
0.079
0.011
0.174
0.068
0.014
0.056
0.000
0.180
0.085
0.026
0.095
0.094
0.159
0.107

0.251
0.049
0.160
0.540
1.000
0.311
0.098
0.097
0.494
1.000
0.174
0.296
0.146
0.385
1.000
0.334
0.145
0.135
0.386
1.000
0.469
0.099
0.167
0.265
1.000
0.180
0.328
0.135
0.357
1.000
0.230
0.241
0.095
0.435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절대적
기여도
0.002
0.008
0.003
0.039
0.052
0.003
0.003
0.001
0.038
0.045
0.000
0.016
0.001
0.031
0.048
0.008
0.012
0.002
0.044
0.066
0.012
0.008
0.002
0.046
0.068
0.003
0.018
0.000
0.064
0.085
0.006
0.023
0.009
0.069
0.107

상대적
기여도
0.046
0.149
0.051
0.754
1.000
0.060
0.068
0.019
0.853
1.000
0.009
0.329
0.027
0.636
1.000
0.120
0.183
0.026
0.671
1.000
0.176
0.115
0.028
0.681
1.000
0.031
0.215
0.000
0.755
1.000
0.055
0.215
0.084
0.6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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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구 여성가장의 상용직 취업자 비중은 25.1%→46.9%까지 증가했지만 이들
의 빈곤심도 또한 0.010→0.026까지 증가해 빈곤기여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모자가구의 여성가장이 노동시장에 참여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구의 빈곤규모와 빈곤갭비율을 축소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 기준 상용직 비중은 23.0%로 1999년 25.1%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반대로 상용직의 빈곤심도는 분석기간을 통틀어 가장 높은
0.026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기요인이 고용은 물
론 노동시장 성과 악화로 이어지면서 전체 모자가구의 빈곤기여도를 오히려 증
가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임시․일용직 가구의 빈곤기여도는 1999년 14.9%에서 2011년 21.5%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임시․일용직 가구의 빈곤기여도 증가 원인은 해당
구성비 증가와 빈곤심도 지수의 동반증가로 설명되고 있다. 즉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가 임시․일용직의 노동시장 성과가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
가되면서 빈곤심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취업가구의 빈곤기여도는 같
은 기간 74.5%에서 64.6%까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
는 가구에 비해 높은 기여도를 보인다. 미취업가구 비중은 1999년 54.0%로 모
자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7년까지 미취업자 비중은 36.5%까지 감소하지만 2011년 기준 그 비중은
43.5%로 다시 높아졌다. 이처럼 노동시장 참여하지 않는 여성가구주 비중 및
해당가구의 빈곤심도가 타범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현상에 기인해 전체 모
자가구의 빈곤심도를 약 65%가량 설명하게 된다.
그렇다면 모자가구의 빈곤지수(빈곤심도)는 소득증가와 분배상태에 따라 어
느 정도 탄력적으로 나타나는가? <표 6>과 <표 7>에서는 FGT탄력성 추정을
통해 모자가구의 빈곤완화 정도에 대한 성장요인과 분배요인의 효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모자가구 여성가구주의 혼인지위와 고용지위를 결합하여 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분석기간 동안 전체 모자가구의 소득증가에 의한
성장탄력성은 1999년 -2.02에서 2011년 -1.31로 감소했다. 1999년이 외환위기
라는 특수한 시기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빈곤심도의 성장탄력성은 미세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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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보인다. 한편 소득불평등 증가에 따른 분배탄력성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4.86에서 3.76으로 역시 미세하게 감소하지만 성장탄력성보다 큰 값을 보여준
다. 이는 전체 모자가구의 빈곤심도 변화에 영향력이 큰 요인이 모자가구의 소
득수준의 변화(소득증가)보다는 모자가구 내부의 소득분배 요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탄력성은 항상 음의 값을 가지며, 그 크기가 보통 1을 넘으
면 성장요인에 의해 빈곤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정부
분 모자가구의 소득향상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크기가 그다지
높지 않다. 반면, 분배탄력성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
모자가구의 빈곤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소득향상보다 불균등한 소
득분배, 즉 소득불평등 수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표 6>의
우측에 제시된 한계대체율로 이해할 수 있다. 성장탄력성은 소득분배가 일정하
다는 가정하에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빈곤지수 감소에 대한 순효과이다. 그
러나 만약 소득수준 향상이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지니계수를 높인다면 소득분
배와 성장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성장과 소득분배의 상충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빈곤의 한계대체율(불평등 - 성장 상충관계지수)이다. 한계대체
율은 빈곤이 변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니계수가 1% 증가하는 경우 평균소
득이 몇 % 증가해야 하는가를 나타낸다(강성진, 2010). <표 6>에서 2011년 기
준 한계대체율은 2.9로 나타났다. 이는 즉 지니계수가 1% 증가했을 때 빈곤의
변화가 없게 만들기 위해 2.86% 정도의 평균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한계대체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노력
이 소득증가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모자가구 혼인×고용지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향상에 의해 빈곤완화
효과가 가장 큰 집단은 무배우 - 취업자와 무배우 - 미취업자 집단인 것으로 분
석된다. 무배우 - 취업자의 성장탄력성은 2011년 기준 -3.01, 무배우 - 미취업자
는 -2.33으로 유배우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아울러 이
두 집단은 분배탄력성 또한 높아 분배완화를 통해 빈곤심도 완화가 가장 효과
를 볼 수 있는 집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일한 모자가구라 할지라도 남성배
우자의 존재여부는 남성배우자나 그 가족으로부터의 소득이전의 가능성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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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자가구의 혼인×고용지위별 빈곤탄력성(poverty elasticity)
성장탄력성
전체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2

유배우 유배우 무배우 무배우
전체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0.35

-1.97

-3.70

-5.20

4.86

분배탄력성
한계
유배우 유배우 무배우 무배우
대체율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1.11

5.30

5.97

13.57

(0.46) (0.17) (0.63) (1.27) (2.04) (0.67) (0.50) (0.84) (1.43) (5.61)
-1.48

-0.85

-1.05

-2.08

-5.08

4.12

1.70

3.39

5.83

14.08

(0.45) (0.61) (0.44) (1.00) (2.53) (0.66) (1.02) (1.19) (2.30) (8.43)
-1.78

-1.34

-1.13

-2.36

-4.40

4.60

2.61

4.54

6.20

9.53

(0.33) (0.56) (0.42) (0.69) (1.50) (0.51) (0.92) (1.09) (1.32) (2.37)
-1.50

-1.09

-0.93

-2.53

-2.61

4.55

2.64

4.52

5.97

22.12

(0.30) (0.57) (0.27) (0.65) (0.82) (0.51) (1.08) (0.88) (1.20) (19.43)
-1.84

-1.48

-0.90

-2.69

-2.43

4.74

3.57

3.34

4.59

12.21

(0.46) (0.77) (0.39) (0.70) (1.13) (0.68) (1.44) (1.05) (0.89) (7.36)
-0.89

-0.57

-0.46

-2.00

-0.72

3.78

2.05

2.09

7.86

7.36

(0.27) (0.22) (0.24) (0.76) (0.40) (0.52) (0.69) (0.83) (2.18) (2.94)
-1.31

-0.45

-0.81

-3.01

-2.33

3.76

1.64

3.00

7.82

4.70

(0.26) (0.24) (0.36) (0.78) (0.85) (0.45) (0.83) (0.92) (2.12) (1.42)

2.41
2.79
2.59
3.04
2.58
4.26
2.86

주 :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천이 풍부할 수 있다. 단기간 내 모자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모자가구 내 소득향상(소득보조) 프로그
램은 무배우자에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고, 동시에 집단 내 소득불평등 수준을
완화하는 수단을 함께 동원하는 것이 전체 모자가구의 빈곤을 완화하는 데 효
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모자가구의 모성지위(미취학자녀 유무)와 고용지위를 결합한 하위
범주별 빈곤탄력성을 살펴보도록 하자(표 7 참조). 성장탄력성의 경우 2011년
기준 취학 - 취업자의 탄력성지수가 -1.64로 가장 높고 취학 - 미취업자(-1.36),
미취학- 미취업자(-1.00)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를 두지 않은, 즉 요보호
자녀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자가구의 소득향상을 도
모하는 정책이 전체 모자가구의 빈곤심도를 감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분배개선에 의해 빈곤심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집단은 미취학-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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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4.36)와 취학 - 미취업자(4.10)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및 미취
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양육보조금 지급 등 정책의 보편성을 확대해감
으로써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득향상이 일어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에서도 실제로 영유아를 둔 모자가구의
빈곤감소 효과는 취업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한편 모자가구 내 재학 중
인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생활 및 교육(사교육 포함)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
에 가구의 필요소득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원체계 내에서는 이
러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은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여성가구주의 취업 질 향상과 함께 요보호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7> 모자가구의 모성×고용지위별 빈곤탄력성(poverty elasticity)
성장탄력성

분배탄력성

한계
미취학 미취학 취학
취학
미취학 미취학 취학
취학 대체
전체
전체
-취업 -미취업 -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율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2

-0.37

-1.37

-1.99

-3.16

4.86

1.12

4.04

3.92

(0.46) (0.29) (0.66) (0.67)

(0.97) (0.67) (0.79) (1.50) (0.98)

-1.48

-1.50

-0.73

-1.73

-1.55

4.12

1.82

7.22

2.80

(0.45) (0.56) (0.82) (0.70)

(0.60) (0.66) (1.29) (1.36) (1.11)

-1.78

-2.28

-1.45

-1.02

-1.83

4.60

3.47

5.08

3.76

(0.33) (0.97) (0.55) (0.50)

(0.65) (0.51) (1.92) (1.89) (0.78)

-1.50

-1.27

-2.24

-1.01

-1.57

4.55

4.78

6.46

3.49

(0.30) (0.90) (0.40) (0.49)

(0.32) (0.51) (1.38) (1.22) (0.82)

-1.84

-1.38

-1.43

-1.04

-2.15

4.74

2.88

5.90

4.32

(0.46) (0.90) (0.59) (0.62)

(0.52) (0.68) (1.44) (1.48) (0.91)

-0.89

-0.26

-0.73

-1.19

-1.16

3.78

2.94

4.46

2.74

(0.27) (0.37) (0.61) (0.39)

(0.13) (0.52) (1.22) (1.53) (0.73)

-1.31

-1.36

-0.18

-1.00

-1.64

(0.26) (0.10) (0.63) (0.41)

3.76

2.32

4.36

3.77

(0.39) (0.45) (1.21) (0.87) (0.69)

주 :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6.50
(1.04)
4.68
(1.41)
6.27
(0.99)
5.85
(0.85)
6.21
(1.11)
5.74
(0.97)
4.10
(0.72)

2.41
2.79
2.59
3.04
2.58
4.26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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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모자가구의 고용지위별 빈곤탄력성(poverty elasticity)

전체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2
(0.46)
-1.48
(0.45)
-1.78
(0.33)
-1.50
(0.30)
-1.84
(0.46)
-0.89
(0.27)
-1.31
(0.26)

성장탄력성
임시
상용직
자영업
일용직
-0.95 -6.35 -1.29
(0.51) (3.12) (0.70)
-1.33 -2.54 -0.44
(0.77) (1.42) (0.44)
-0.81 -2.88 -0.56
(0.51) (0.81) (0.36)
-1.12 -4.13 -0.58
(0.42) (1.34) (0.33)
-2.41 -2.84 -0.52
(0.78) (1.15) (0.29)
-0.47 -1.88 0.00
(0.29) (0.62) (0.00)
-0.90 -2.12 -0.71
(0.46) (0.55) (0.57)

미취업 전체
-2.34
(0.63)
-1.56
(0.53)
-1.83
(0.46)
-1.15
(0.25)
-1.27
(0.43)
-0.53
(0.22)
-1.22
(0.34)

4.86
(0.67)
4.12
(0.66)
4.60
(0.51)
4.55
(0.51)
4.74
(0.68)
3.78
(0.52)
3.76
(0.45)

분배탄력성
임시
상용직
자영업
일용직
2.12 12.86 2.68
(0.97) (5.51) (1.24)
2.10 11.05 1.57
(1.09) (4.60) (1.47)
1.77
7.07
2.31
(1.02) (1.43) (1.34)
2.84
9.04
1.75
(0.87) (1.94) (0.86)
4.42
5.81
1.64
(1.10) (1.68) (0.82)
1.56
4.94
0.00
(0.91) (1.29) (0.00)
2.21
4.65
4.04
(0.85) (0.91) (1.27)

한계
미취업 대체율
5.88
(0.88)
5.70
(0.95)
6.05
(0.86)
5.88
(0.70)
6.12
(1.02)
5.39
(0.86)
4.19
(0.66)

2.41
2.79
2.59
3.04
2.58
4.26
2.86

주 :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모자가구의 고용지위별 빈곤탄력성을 추정하면, 임시․일용직 가구와 미취
업자 가구의 성장요인 효과가 다른 고용상태에서 보다 절대적으로 높았고, 분
배탄력성 또한 이 두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모자가구 내부에서도
특히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고용을 유지하는 계층에 대해 소득향상과 불평
등 완화가 빈곤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미취업 모자가
구 역시 소득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내부의 소득분배를 개
선하는 정책이 빈곤심도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표 8 참조).

3. 모자가구의 소득과 빈곤 결정요인
여기에서는 모자가구의 소득과 빈곤지위 결정하는 데 모자가구 내부의 이질
적 속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모형을 통해 추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모형에 투입된 설명변수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여성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39.1세로 빈곤여부에 따른 연령 차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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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연령
학력

주거형태
혼인지위
(배우자유무)
모성지위
(요보호자녀수)
고용지위
(종사상지위)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학 이상
자기집
무상주택
전세
월세 및 영구임대
있음
없음
6세 이하 자녀수
초교자녀수
중고교자녀수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미취업

전체
39.1(8.7)
13.5
59.6
8.8
18.2
37.8
4.6
31.9
25.7
32.4
67.6
0.3(1.0)
0.9(1.0)
0.6(1.2)
28.2
18.7
13.4
39.7

비빈곤
38.9(8.7)
10.8
58.8
9.8
20.7
40.9
4.7
31.9
22.6
74.2
25.8
0.3(1.0)
0.9(1.4)
0.6(1.2)
30.3
16.7
15.3
37.8

빈곤
39.9(8.4)
26.5
63.3
4.2
6.0
23.0
4.4
31.7
40.9
35.7
64.3
0.3(0.9)
1.0(1.3)
0.5(1.2)
18.1
28.4
4.4
49.2

주 : ( ) 안은 표준편차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99~2011년(홀수연도) 결합자료.

의 존재하지 않는다. 학력별로는 고졸학력층이 전체 59.6%로 가장 높고 대학이
상(18.2%), 중졸 이하(13.5%), 초대졸(8.8%) 순으로 높다. 모자가구의 주거형태
는 자가주택 비중이 37.8%로 가장 높고 전세(31.9%), 월세 및 영구임대(25.7%)
순으로 높다. 빈곤여부에 따라서는 비빈곤가구의 자가비중(40.9%)이 빈곤가구
(23.0%)에 비해 17.9%p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모자가구의 혼인지위를 나타내는 (남성)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유배우자가
32.4%로 나타났으며, 비빈곤가구에서 유배우자 비중이 74.2%로 빈곤가구
(35.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인다. 모성지위를 나타내는 요보호
자녀의 수를 살펴보면, 미취학자녀의 수가 평균 0.3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빈곤
지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초등학생수는 평균 0.9명으로 분
석되고 중고교학생수는 평균 0.6명이다. 고용지위를 나타내는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미취업자 비중이 39.7%로 가장 높고, 상용직(28.2%), 임시․일용직
(18.7%), 자영자(13.4%) 순으로 높다. 빈곤여부에 따라서는 비빈곤층에 상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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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30.3%)이 높은 반면 임시․일용직(16.7%) 및 미취업(37.8%) 비중이 빈곤
층에 비해 낮다.
<표 10>에서는 모자가구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을 통상적 OLS모형과 모자
<표 10> 모자가구의 소득결정요인 : 분위회귀분석
OLS
계수
30세 이하
[36〜40세]
31〜35세
41〜45세
46세 이상
중졸 이하
[대학 이상]
고졸
초대졸
무상주택
[자가]
전세
월세 및 영구
임대
유배우자

10%
계수

25%
계수

50%
계수

75%
계수

-0.046

0.051

-0.006

-0.078

-0.083

0.057
0.030
0.058

0.089
0.088
0.065

0.067
0.062
0.012

0.062
0.034
0.074

0.041
0.016
0.091

90%
계수

0.241

0.244

0.552

0.041
0.613
0.214

0.131
0.878
0.599

0.367
0.297
0.210

-0.800*** -0.827*** -0.828*** -0.671*** -0.669*** -0.606*** 0.239

0.414

0.425

-0.391*** -0.393*** -0.446*** -0.352*** -0.259*** -0.302*** 0.150
-0.125# -0.177
-0.225** -0.136
-0.078
-0.090
0.133

0.603
0.490

0.110
0.327

-0.197*

0.303

0.132

0.989

0.000

0.063

0.019

-0.420*** -0.576*** -0.430*** -0.370*** -0.388*** -0.416*** 0.048

0.001

0.668

0.703*** 0.690*** 0.599*** 0.474*** 0.452*** 0.373*** 0.037

0.011

0.472

-0.446** -0.315** -0.291*** -0.189#

-0.123

계수값 차이 p값
10-90q 10-50q 50-90q

0.027
0.087#
0.163*

-0.118

-0.138** -0.281** -0.246*** -0.155** -0.140** -0.119*

6세 이하 자녀수 -0.146*** -0.081

-0.109*

0.538

0.984

0.253

초교자녀수

-0.158*** -0.168*** -0.196*** -0.146*** 0.573

0.743

0.815

0.007

-0.092#

-0.133** -0.127** -0.099*

0.253

0.486

0.394

-0.120*

-0.180

-0.112

-0.139*

-0.169** -0.192**

0.837

0.524

0.654

0.124*
-0.464***
-0.295***
0.031
0.204***
14.209***
2,180
32.47
31.85
51.91***

0.011
-0.711***
-0.215#
0.139
0.226*
13.614***
2,180
20.580

0.072
-0.404***
-0.281***
0.051
0.241***
14.066***
2,180
21.160

0.140*
-0.168**
-0.386***
-0.049
0.211**
14.386***
2,180
22.99

0.106#
-0.212***
-0.369***
-0.107*
0.173**
14.732***
2,180
23.620

0.325
0.000
0.022
0.000
0.663
0.000

0.108
0.000
0.034
0.039
0.957
0.000

0.901
0.094
0.864
0.193
0.556
0.000

-0.147*** -0.111#

중고교자녀수 -0.052
임시일용
[상용직]
자영업
미취업
1999년
2003년
2009년
상수
N
R-Squar
ADJ R
F

-0.145** -0.148** -0.143**

0.154*
-0.152**
-0.416***
-0.148**
0.147*
15.000***
2,180
23.5

주 : #p<0.1, *p<0.05, **p<0.01, ***p<0.001.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99~2011년(홀수연도) 결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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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이질성을 고려한 분위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
다. 연령변수의 경우 OLS분석에서는 30세 이하의 저연령층의 소득감소가 발견
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분위회귀분석에서 연령의 효과는 소득상위
10%의 최고소득 구간에서만 유의하였다. 학력변수와 주거형태 변수의 경우
OLS모형과 분위회귀모형에서 모두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
로 학력수준 낮을수록, 그리고 주거가 불안정할수록 소득감소효과가 크게 나타
났으며, 그 효과는 특히 저소득 구간에서 두드러졌다.
모자가구의 혼인지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OLS모형에서는 가
구내 남성배우자가 존재할수록 가구소득을 약 70.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성배우자의 소득증가 효과는 소득하위
10분위(극빈층)에서 극대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는 비교적 체계
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가구 내 요보호자녀의 존재와 이들의 생애주기(연령)에 따라 여성가구주의
모성지위는 달라진다. OLS모형에서는 모자가구 내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수
증가는 시장소득을 약 14.6% 감소시키고, 초교생 자녀수 증가는 14.7%의 소득
감소 효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중고교생 자녀수 증가는 소득감소 효과가 미
약하고 통계적 유의성도 확보되지 않는다. 분위회귀모형에서는 미취학 자녀의
수 증가는 소득하위 10%의 극빈층의 소득감소 효과가 미약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반면, 고소득구간으로 갈수록 소득감소 효과가 커진다. 초교생 자
녀수 증가는 극빈층(소득하위 10%)에서 11.1%의 소득감소 효과로 나타나지만
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제한적이다. 중고교생 자녀수 증가는 극빈층에서는 가구
소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소득구간에서는 소득감
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감소 효과는 저연령대 자
녀수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에 비해 크지 않다.
모자가구의 요보호자녀수 증가는 해당가구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분
명하나 요보호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소득하위 10%의
극빈층 모자가구는 현행 보육비 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일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가구의 여성가구주는 국가나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인해
노동공급 유인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공적영역의 지원정책은 여성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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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을 오히려 늘릴 수도 있다. 즉 저소득 모자가구 내에서 요보호자녀의
수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는 지원정책의 여부와 규모,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공급 행태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모자가구의 지원대상 여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현재의 시스템하에서 고소득 모자가구는 각종 지원대상에서 배
제될 가능성 또한 높은데, 이때 해당가구의 요보호자녀수의 증가는 노동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시장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한편 중고교생
자녀수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는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요보
호자녀의 성장에 따른 여성가장의 양육자 역할부담이 경감되는, 즉 모성지위
변화가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 감소폭이 다소 낮아지는 결과
로 이해된다.
여성가구주 고용상태와 소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10%와 25%
구간에서는 미취업 요인이 소득감소 효과가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중위소득이
나 고소득구간으로 갈수록 미취업 요인보다는 종사상지위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소득하위 10%의 극빈층 모자가구의 경우 상용직 대비 일용
직의 소득효과는 -18.0% 정도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반면 미취
업자의 경우 소득감소효과는 무려 71.1%에 이른다. 상위 10%의 고소득구간에
서는 미취업 효과는 -15.2%에 불과하지만 임시일용직의 불안정 고용의 소득감
소 효과는 19.2%로 소득구간에 따른 고용지위의 효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모자가구의 빈곤결정요인을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면, 연령과 학력, 주거형
태, 경제위기 시점이 통제되었을 때 여성가구주의 혼인․모성지위 및 고용지위
의 이질성은 빈곤지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자가구
내 남성배우자가 존재할수록 빈곤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25.2%로 높다. 이는 앞선 분위회귀모형의 결과에서처럼 남성배우자
의 존재유무는 모자가구의 소득원천의 차이는 물론 이전되는 소득의 규모면에
서도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상이한 차별적인 소득효과를 보이는 것과 일맥상
통한다. 요보호자녀의 존재와 구성원의 수, 이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모자가구
의 빈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의 증가는 빈곤
을 약 4.9%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며, 초교생 자녀수 증가는 약 6.1%의 빈
곤을 증가시킨다. 중고교생 자녀수 증가는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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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이는 중고교생 자녀는 저연령대 자녀
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양육부담은 낮은 반면 사교육 등 특수적 욕구증가로 여
성 가장의 노동공급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증가가 동반된 효과로 보인다. 또한
그 효과야 미약하겠지만 중고교생 자녀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얻음으
로써 가구의 소득증가 효과를 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11> 모자가구의 빈곤결정요인 : 프로빗모형
계수

오차

한계효과

30세 이하[36〜40세]

-0.176

0.240

-0.030

31〜35세

-0.224

0.157

-0.039

41〜45세

-0.032

0.122

-0.006

46세 이상

0.164

0.163

0.034

중졸 이하[대학 이상]

0.839 ***

0.182

0.220

고졸

0.479 **

0.145

0.087

초대졸

0.038

0.215

0.007

무상주택[자가]

0.155

0.213

0.032

전세

0.196 #

0.118

0.039

0.409 **
-1.071 ***
0.260 *

0.124
0.109
0.123

0.088
-0.252
0.049

초교자녀수

0.322 **

0.103

0.061

중고교자녀수

0.084

0.128

0.016

임시일용[상용직]

0.447 **

0.163

0.100

-0.490 **

0.176

-0.075

0.136

0.158

월세 및 영구임대
유배우자
6세 이하 자녀수

자영업
미취업

0.754 ***

1999년

-0.025

0.131

-0.005

2003년

-0.321 *

0.137

-0.053

2009년

-0.123

0.138

-0.022

상수

-1.703 *** 0.257

N
log likelihood
LR chi2(20)
Pseudo R2

2216.000
-2272.827
211.560***
22.100

주 : #p<0.1, *p<0.05, **p<0.01, ***p<0.001.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99~2011년(홀수연도) 결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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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가구주의 고용지위와 빈곤과의 관계도 밀접해 보인다. 상용직 취
업자에 비해 임시․일용직 취업한 모자가구의 빈곤확률은 10.0% 높고 미취업
가구의 빈곤확률은 15.8%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분석에서처럼 모자가구
여성가장의 취업여부와 고용안정은 소득수준은 물론 빈곤지위와 긴요한 관계
를 갖는다. 종합해보면, 모자가구의 혼인지위가 갖는 이질성은 남성배우자 본
인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이전되는 소득원천과 규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빈곤
가능성은 상이하게 된다. 또한 모자가구의 가장인 여성이 부여받은 모성지위는
요보호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육책임과 정부정책의 지원수준은 노동공급
행태와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Ⅴ. 결 론

우리 사회는 이미 모자가구를 비롯한 여성가구주 가구가 꾸준히 증가한 경험
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이들 가구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앞서 정책대상을 분류하고 집중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선행작업일 것이다.
이 논문은 모자가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질적 속성을 고려하여 해당가
구의 소득과 빈곤양상이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모자가구
의 여성가구주에게 부여된 혼인지위, 모성지위, 고용지위의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혼인상태와 모성지위, 그리고 고용지위가 갖는 차이는 해당가구의
소득수준과 분포를 이질적으로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요인분해
기법을 통해 모자가구의 이질적 속성이 빈곤수준에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
증하고 이를 통해 정책집단의 식별은 물론 이들 집단에 대한 정책방향(소득향
상 vs 불평등개선)을 탐색해 보았다. 모자가구 내에서도 소득증진 정책이 동원
되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은 무배우 - 미취업자 가구와 미취학자녀를
두지 않은 취학 - 미취업 가구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아울러 모자가구 내부에

62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1호

심화되어 나타나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이들의 빈곤심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증모형을 통한 모자가구의 소
득 및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면, 여성가구주의 혼인지위는 남성배우자의 유무
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졌고, 요보호자녀에 대해 부여받은 모성지위에 따
라서도 소득과 빈곤효과는 상이했다. 특히 여성가구주의 고용지위는 이들의 소
득수준과 빈곤과 긴요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에서는 미취업요인이 그 효과가 두드러졌고, 고소득층일수록 취업의
질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모자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소득지원 및 취업지
원 정책이 필요하다. 분석기간인 1999년부터 10년 동안 모자가구의 취업가구
비중이 18.5% 정도 증가했다. 여성가구주의 취업의 질도 상당부분 개선되어 있
었다. 상용노무직과 사무전문직 가구의 비중은 1999년 각각 5.2%, 20.8%에서
2008년 19.9%, 25.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두 고용형
태의 빈곤규모와 심도(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자가구 가구주의 취업규모와 취업의 질이 향상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이들 집단의 소득불평등의 악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분석결과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자가
구의 빈곤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소득지원 및 불평등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주요급여의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기초수급가구(기초수급 한부모가족 포
함)가 지원받는 주요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를 수급할 수 없을 뿐더러 급
여의 수준이 낮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얻지 못한 모자가구가 현
실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전무한 실정이다.10)
모자가구의 여성가장이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고용의 질적 개선에도 불
10)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별도의
생계급여와 주거, 의료급여 등은 존재하지 않고 자녀(고교생)학비 지원(입학금, 수업료),
아동양육비 지원(만 12세 미만 1인 월 5만 원), 복지자금 대여(2,000만 원 이내 연리
3%),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 자녀양육
비 청구소송 무료 법률지원, 위기가족지원서비스 등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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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모자가구의 소득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모자가구 내에서도
저소득 및 극빈계층의 소득지원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국의
경우 저연령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소득지원급여(Income Support)를 지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족에게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와 아동세금환급공제(Child Tax Credit, CTC)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모
자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김승권, 2010). 현재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의 주요대상에도 모
자가구의 여성이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가 모자가구 여성가구
주의 고용과 소득보장에 어떠한 효과로 나타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
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모자가구 여성가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투자와 일자리 질 개선을 도모
할 수 있는 고용정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저소득 여성 가장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취업성
공패키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프로젝트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이다. 이러한
고용서비스의 취업효과는 차치하더라도 훈련기간 중 생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서비스 지원의 부재는 취업을 훈련의 성과를 낮추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 역시 매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참여를 통한 소득확보
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어 해당가구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
이다(김경희, 2012).
둘째, 모자가구의 특수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모색이 필요
하다. 모자가구는 그 정의상 가구 내 1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모성지위에 따른 소득분위별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요보호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와 더불어 가구주인 여성
의 고용지위 이질성이 가져온 결과로 해석된다. 우선 요보호 아동과 학령기 자
녀를 둔 가구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은 현행보다 크게 확대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녀의 연령과 생애주기에 맞는 차별적인 지원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편적 수당제도를 실시하
고 있으며, 16세부터 19세 이하의 자녀에게 교통비 및 도서구입비 등의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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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자녀수와 연령
별 차등을 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자가구 구성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의료비 지원 포함) 및 자
녀의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건강, 학업성취 등을 도울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
스 체계가 요구된다. 모자가구의 경우 소득요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부터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이와 같
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사업운영 지역별로 서비스대상
자의 규모가 약 300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지역별로 사업지역의 차이가 커 접근
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11) 또한 서비스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 12세로 한정
하고 있어 모자가구의 중고등학교 자녀의 건강 및 교육 등의 급여 및 서비스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얻지 못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제공되는 월 5만 원 교재비 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
정이며, 모자가구의 여성가구주 본인에 대한 지원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에 모자가구에 대한 통합급여체계를 빈곤가구로 한정하는 현재의 복지체계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30% 수준)의 저소득기준으로 높이는 방안이나 전술된
보편적 수당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통합서비스
체계의 구축은 모자가구의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차적인 수
단일 뿐만 아니라 여성가구주의 노동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가구의 소득수준
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의 이질적 속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별 설명
변인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실증했다는 점은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그러나
분석자료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여성가구주가 부여받은 혼인지위(예 : 사별, 이혼
(별거), 비혼 등)에 대한 자발성 정도, 직업지위와 근속기간 등 고용지위의 질적
요소 등을 구체화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와 조손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등의 집단
들과 구체적인 특성비교를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11) 2007년부터 시작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2년 6월 현재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76곳
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수혜대상자는 3만 3,352가구, 5만 86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는 사업대상이 되는 전국 빈곤층 아동 45만 3,000명의 11.2%에 그치는 것이다(국민일
보, 2012.10.15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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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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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cidence in
Single-Mother Households
Ban, Jung-ho․Kim, Kyung-hee
In this study, I use data from the Korea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o analyse the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cidence of single-mother households in Korea, after accounting for
within-group heterogeneity. Analysis shows that, in terms of household market
income, the incidence and depth of poverty experienced by single-mother
households has steadily worsen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Poverty rates
in terms of current income were stable up until the 2008 financial crisis,
reflect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transfers in abating poverty. However,
this effect appears to have weakened recently. Decomposition for the FGT
metric of poverty suggests an increase in the variation attributable to households
who are jobless or find themselves in precarious employment - such as
temporary/daily work. Studying the poverty elasticity of single-mother
households, we find that reducing the within-household income inequality may
sufficiently reduce the household's chances of poverty, with differing results
depending on marital/maternal/employment statuses. We also find that
single-mother households most likely to be made better-off through transfers
and other income-enhancing policies are those who have no male spouse,
or who are in precarious employment arrangements such as temporary/daily
work.
Keywords : single-mother household, poverty rate, depth of poverty, decomposition,
poverty 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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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current legislation
on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recommends a direction for
future legislation aimed at improving the system currently in place in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vidence that will help
guide revisions of relevant provisions of appropriate Acts and stimulate
further discussion on disability and employment. To this end, the
paper begins with an examination of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disability employment in Korea. It then presents the major legal
challenges to improve the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The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five recommendat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Firstly, the impairment grading
should be reevaluated in relation to the quota system. Secondly, the
period of mandatory employment rate evaluation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ing environment. Thirdly, the employment
levy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vel at which employers are
induced to employ disabled people. Fourthly, part-time worker with
disabilities should be factored into the quota system. Fifthly, surveys
should be conducted on employers who are required to pay levies and
employers who qualify for the subsidy, to ensure that the levy and
subsidy are working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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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Aside from the fact that work allows people to earn a living, having a job
or a career gives a sense of self-worth; moreover, it empowers people to make
the economy and community stronger. The desire to work is no differ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y both have the same feelings and outlook on
employment (Barnes, 2000). For people with a disability, obtaining and
maintaining employment are significant in achieving 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about 15%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with some type of disability. In Korea, the number of
registered disabled people was 2.683 million, accounting for 5.61%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growing due to various factors. Even though persons
with disabilities represent a considerable population group in all societies, they
are largely excluded from satisfactory employment opportunities. In Korea, in
order to facilitat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the Promotion etc. of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ct
was enacted in 1990. Since then, it has been amended and renamed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in 2000. An employment quota system was introduced based on the Act. It has
functioned as the core axis of the policy on employment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Meanwhile, in 2007,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was enacted. Accordingly, in the employment
arena, employers are prohibited from discriminating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atters related to employment. However, although a foundation
to secure the right to work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laid dow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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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of exclusion of disabled people from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still exists. In addition to the very low employment rate of disabled
people, the majority of disabled employees are slightly disabled, and severely
disabled people are still more seriously excluded from employment. Despite
legislation intended to root out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nd to contribute to employment promotion, official figures, as
of 2011, showed that about 35.5% of disabled people were employed, compared
with Korea’s total employment rate of 60.3%. The jobless rate for disabled
people stood at 7.8%, twice the 3.3% for people over the age of 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In addition, the employment rate of disabled
people is still below the legally mandated rate in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provid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
a direction for future legislation aimed at improvements to the system currently
in place in Korea. In particular, the main concern of this paper is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on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the problems with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system for
disabled people. To this end, the study was conducted drawing on the primary
provisions of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EVDPA),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WDPA). The EVDPA governs disability employment quota system and the
WDPA has provisions related to disability employment quota system. The
study also utilized a range of sources including legislative texts, government
documents, academic papers and official statistics. Legal precedents relevant to
disability employment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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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ain Contents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Disability Employment in Korea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Korean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legislative framework related to disability and
employment and consider not only the laws but also the enforcement decrees
an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laws. With respect to the main points of
employment-related legislation concern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revised
contents will be explored briefly in chronological order.

1.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EVDPA) is the general law concerning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The employment quota system1)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EVDPA. In Korea, in order to enforce the obligatory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regulatory policies and support policies for employers are
combined.

1) Persons with Disabilities Covered by the Quota System
The quota system covers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EVDPA. Persons with registered or with disability certificates under the
WDPA are effected, and persons falling within the degree of injury as specified
1) The employment quota system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re sometimes considered
as two wheels of the same cart. The EVDPA defines vocational rehabilitation but
that is not discussed in this paper i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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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rticle 14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re covered (Enforcement Decree of the EVDPA Article 3).
In order to ensure substantial hours of employment, the criteria for working
hours are prescribed in the EVDPA. Namely, persons whose monthly fixed
working hours are less than 60 hours (Enforcement Decree of the EVDPA
Article 5) are exclud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quota. Moreover, workers
employed for 16 days or more per month can be included in the quota
(Enforcement Decree of the EVDPA Article 24 (3)).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When employers
in either the private or the public sector employ an individual with severe
disabilities, they can count them as two disabled persons for purposes of
computing the employment rate for disabled persons. This double count system
has been in effect since 2010 (EVDPA Article 28-3). Criteria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are stipulated under Article 4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EVDPA.2) Howeve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hose contractual
working hours are less than 60 hours a month, are excluded from the double
counting system (Enforcement Decree of the EVDPA Article 26-2).

2) Quota System in the Public Secto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employ disabled persons as at least
3% of the total work force.3) The EVDPA also states that at least 6% of newly
2) In details, under the EVDPA, severely disabled people are as follows: disabled
people with grade 2 or higher under the WDPA; the following types of disabled
people with 3 grade or more: cerebral, visual, learning disabilities, autism, mental,
heart, respiratory, epilepsy, people with arm disabilities; People with grade 3 or
more under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3) The required quota rate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over recent years. The quota
for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was previously 2%, was increased to
3% in 2009, while the quota for public agencies was increased from 2% to 3%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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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ed workers must be those with disabilities, in cases where the number of
disabled public employees is less than 3%. In addition, the mandatory
employment ratio in public institutions designated as public corporations or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mong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same Act should be 3% of the number of workers ordinarily employed
(EVDPA Article 28-2).
Although the quota rate does not apply to employment within the public
security sector, governments should also strive to have disabled persons
employed in that sector as well, even if the rate is reduced compared to the
requirements of the general quota system (EVDPA Article 27 (4)). An exemption
from quota application in the government sector was reduced significantly and
was finally abolished in January 1, 2006,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VDPA as of May 31, 2005. However, this did not include the public security
sector, for instance, public prosecutors, police officers and fire fighters.
In June 2010, an amendment to the EVDPA added a provision on the
publication of recruitment planning and poor implementation. The heads of
central agencies in charge of personnel affairs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submit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 plan for the employment of disabled public officials,
outlining detailed steps in the recruitment process in each relevant agency
under her/his command, and a report on the status of its implement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VDPA Article 27 (6)).
In addition to the amendment of the EVDPA in June 2010, if the head of
a central personnel management agency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r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employs a disabled worker not in the capacity
of a public employee, the provisions in regar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by employers (e.g. Article 19-2, Article 21, Article 28,
Article 29 and Articles 33 through 42 of the EVDPA) also apply t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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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In this case,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excluded from the total number of workers and disabled persons: i) a person
who is working as an apprentice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ii) a
person to be appointed as a public official who is on the training (including
on-the-job-training)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iii) and other person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ho are employed as part of welfare
measures or unemployment measures taken by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EVDPA Article 79). Therefore, if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plans to
employ 50 workers who are not to be considered public employees, 2.5% of
them should be disabled persons, as of 2013. The employment levy system and
double counting system also apply. The employment subsidy system, however,
does not apply. Thus, if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employs more than
the quota rate of disabled people, no employment subsidy payment would be
awarded. The quota system in the public sector was changed from a
recommendation to an obligation in 2000, through a complete revision of the
EVDPA.

3) Quota System in the Private Sector
Any business concern that has 50 or more regular workers employed must
employ disabled persons. The legally required employment rate was gradually
increased from 1% in 1991 when first introduced, to 1.6% in 1992, 2% in
1993, 2.3% from November 2010 to December 31, 2011, 2.5% from January
1, 2012 to 31 December 2013, and thereafter 2.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3: 53).
As a special case of mandatory employment, with respect to job types
deemed to be suited to the abilities of specific disabled persons, the relevant
employment ratio may be overruled. In this case, the ratio is not considered
to be the mandatory employment ratio (Enforcement Decree of the EV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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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VDPA (Article 26
and Asterisk 1), for a specific occupation, such as a masseur, the employment
rate is 70% and 30% for severely visually disabled and slightly visually
disabled, respectively. However, in this case, issues were raised about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and the freedom of occupational pursuit for people who are not
visually impaired.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4) decided that the relevant
provisions which exclude the non-visually impaired from massage services by
giving masseur licenses exclusively to the visually impaired do not contradict
the Constitution.5) More importantly, it is considered that visually impaired
persons can be given the opportunity to do a wide range of occupations in
addition to massage services with the potential development (Cheon, et al.,
2010).
Currently, unlik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rivate enterprises do not
have provisions related to being exempted from the obligatory employment
ratio. The ratio of exemption application from the quota by businesses in the
private sector was completely abolished in 2010.
With regard to plans for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by employers,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order employers to prepare and submit
a plan for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nd report on the status of its
implementation. If an employer fails to perform substantially, without
4) See e.g.,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ct. 30, 2008: 2006Hun-Ma1098);
(May 25, 2006: 2003Hun-Ma715); (June 26, 2003: 2002Hun-Ga16).
5) Background of the Case: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vious decision that
held unconstitutional the former Enforcement Regulation excluding the non-visually
impaired from the massaging profession, the National Assembly, on September 27,
2006, revised Article 61 Section 1 of the former Medical Service Act to grant
exclusive license to the visually impaired (Instant Provision), thereby retaining the
restriction upon the non-visually impaired in attaining massager licenses. The
complainants argued that the Instant Provision barred non-visually impaired persons
from obtaining the massager licenses and therefore infringed on their basic rights,
including their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and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Oct. 30, 2008: 2006Hun-Ma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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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iable reasons, his/her obligation to establish a plan for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or to employ disabled persons,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ublish the details of such failure to the general public
(EVDPA Article 29 (1) & (3)).

4) Employment Levy System
The main purpose of the employment levy system is to encourage employers
to meet their quota target. It can also redress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inequality between employers who hire disabled people and those who do not
(July 24, 2003: 2001Hun-Ba96; Son, et al., 2004: 230).
With respect to the levy system, the targeted employers are those who
employ more than 100 full time workers. If employers fail to meet the
obligatory employment ratio, they have to pay a levy for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ach year.
However, employers who have 50 or more regular employed workers, but less
than 100, are excluded from the levy system (EVDPA Article 33 (1)), which
seems to take the financial burden of relatively small businesses into
consideration.
The basic amount of the levy is at least 60% of the minimum wage for the
year in which the basic amount of levy is publicly notified. In 2013, the
employer should pay 626,000 won per person per month for more than 3/4 of
the shortfall, 782,500 won for 1/2-3/4 of the shortfall and 939,000 won for less
than 1/2 of the shortfall. If the employer does not employ any disabled people,
he/she should pay 1,015,740 won per month, the same amount as the monthly
minimum wage.6)
6) The scope of workplaces that must pay the amount of levy equivalent to the
minimum wage if they employ no disabled person will be extended to workplaces
ordinarily employing 100 or more workers (e.g. Public institutions: 300 employees
or more in Jul. 2011→ 200 employees or more in 2012→100 employees or more in
2013) (Ministry of Employment of Labo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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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check-ups on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list disclosures should be made twice a year, onc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once in the second hal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5) Employment Subsidy System
Employment subsidy is a project that offers financial incentives to employers
hiring disabled people in excess of the minimum employment quota rate. It is
designed to further promote the employment and job security of disabled
peopl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determines the payment rate for
employment subsidies and the period of payment within the minimum wage
converted on a monthly basis. Subsequently, preferential payment unit and time
period were set to apply to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disabled women
(EVDPA Article 30 (3)).
Before the enactment of the EVDPA in 2000, there were two payment
systems, allowance and subsidy. If employers employed disabled persons
beyond the standard employment quota rate, they were paid an employment
allowance. The Minister of Labor also initiated a subsidy within the
employment allowance to employers who employed more disabled persons than
required, even if they did not qualify as disabled under the mandatory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The EVDPA saw the unification of allowance
and subsidy into one payment in 2000.7)
Employment subsidy is commensurate with gender and severity of disability
(150,000～500,000 won). Employment subsidy of the recruitment of slightly
disabled people is the same for the first three years and then modified by a
declining schedule. Conversely, employment subsidy of severely disabled
7) For the evolution of employment subsidy system and calculation method of that, see
Choi, Hyun, and Cha (2007).

Legislative Challenges on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Cho) 

81

people maintains the unit cost of subsidy at the same rate (Ministry of Labor,
2010).8)
Employment subsidy continues to be paid to employers in principle, as long
as if they employ disabled people in excess of the obligatory employment rate.
However, for mildly disabled people (belonging to the sixth grade), the
employment subsidy is payable for four years from the date of hiring, coming
into effect in 2011. Also, a subsidy is payable to employers who employ
disabled people for more than the minimum wage or with the excep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2.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WDPA) is said to be the most
fundamental law associated with disability welfare. The WDPA is implement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is
responsible for a par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EVDPA.
In terms of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it is stipulated in Article 21 of
the WDPA th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any necessary
measures such as vocational guidance, evaluation of vocational capabilities, etc.
so that disabled persons can be engaged in vocations suitable for their aptitude
and capabilities. The WDPA also contains provision for promotion of
employmen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mploy
disabled persons with the capabilities and aptitudes fitting the relevant business
under their operational control, and may recommend the business operators
who conduct business(s) fit for disabled persons to employ disabled individuals
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and aptitudes (Article 46).

8) For more details on the unit cost for payment of employment subsidy, see Ministry
of Labor (2010). Notification No.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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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the WDPA has specific provisions about delivery of
fundamental policy (Articles 17～30) and welfare measures (Articles 31～52).
The following section examines legal issue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employment: the legal definition of disability, the registration of disabled
persons.

1) Legal Definition and Scope of Disability
The WDPA is the first legislation to give a legal definition of disabilities
in Korea. Under the WDPA, disabled persons are defined as “those who are
hampered by substantial long-term impairment in daily life or social activity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The disabled persons governed by this
Act are individuals described under paragraph i) and those who fall under the
types and standards of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tipulat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se define ‘physical disabilities’ as disability of
principally external bodily functions and internal organs, etc. and ‘mental
disabilities’ as a disability caused by psychological development disorder or
mental disease.
The definition of disabled persons in the EVDPA is the same as in the
WDPA.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VDPA, the criteria for
disabled persons are specified under the WDPA.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the quota system, those registered as disabled under the WDPA qualify for
certain employment assistance and services offered by the state. Registration is
conducted for 15 types of disabilities by dividing them into grades, ranging
from grade 1 to grade 6 according to the extent of the disability (See
Enforcement Decree of the WDPA Article 2, Table 1).
The scope of legal disability was expanded from 5 types in 1988 and 10
types in 2000 to 15 types in 2003. The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had
significant legal ramifications. It provided welfare benefits to a larg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prior to that were not eligible for such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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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2 under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WDPA), disabled persons should register details of their disability
with the government. If a disabled person applying for registration meets the
set standards, the government issues a disabled person registration certificate
to her/him. Policies affec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enforced on
the basis of the registration system. Detailed procedures on the registration are
established under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WDPA.
The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was started in 1989, in order to foster more
effective welfare measur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n National
Assembly Official Record, 1989). Registration is not mandatory; however,
government services are provided only to those disabled persons who are
registered. It was originally expected that the disabled person’s registration
system would serve to provide basic data on disability by exposing the current
status of disabled people and that this data could be used to establish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disabled people. Also,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registration system is often seen as an administrative convenience
in order to implement the national policy. Since 2011, a disability rating
assessment has been conducted on new registrants and people with a disability
are required to have their rating reviewed (See WDPA Article 32 (6)).

Ⅲ. Shortcomings of Existing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Problems of the Current
Quota System

The success of laws depends on how far they are enforced. Korea’s quota
syste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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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at notwithstanding, the situation of disabled people is still notably
low in the labor market. Disability employment-related laws, particularly the
EVDPA, were revised to tackle the problems arising from implementing the
policy so far. Nevertheless, significant problems still remain.

1. Definition of Disability under the Quota System
Under the WDPA,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s based on the medical model
orientation, i.e. a disabled person is defined as a person who is hampered by
substantial long-term impairment in daily life or social activity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WDPA Article 2). On the other hand, the EVDPA defines
a disabled person as a person who has his/her long-term working life
substantially restricted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nd corresponds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addition, a person
with severe disabilities is defined as a person who has significantly lost his/her
working abilities, and corresponds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EVDPA Article 2). Thus, it is different from the definition
based on the WDPA. However, standards set forth in the EVDPA are in
compliance with the WDPA and essentially are linked to medical standards. In
addition, disabled people under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HTSPDS) are
included in the target group of the quota system. In short,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complies with standards of the WDPA in enforcing the disability
mandatory quota system under the EVDPA, even though the legislative
purposes of the WDPA and the EVDPA are different. Therefore, inconsistency
between the policy objectives and results has occurred. Problems arise when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focuses on impairment, rather than limited work
capacity. Even severely disabled persons under the medical definition may not
be significantly hindered from maintaining a professional life. Conver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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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ly disabled persons from a medical perspective may be defined as
severely disabled from a vocational perspective. Therefore, a new official
definition of disability in the field of employment should be set up to reflect
the concept of vocational disability.

2. Employment Quota Rate
As of 2013, the quota for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was 3% and for private companies 2.5%. The latter will be increased
to 2.7% beyond 2014.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given the growth both
the disabled population and the rising in the registration rate, it is expected that
the prevalence of disability will continue to increase. Lee (2005) pointed out
that the employment quota rat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ratio of
disabled persons to total population. I think that it is reasonable to do that from
a demographic perspective.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of disabled people in Korea is quite low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For example, in Germany, the quota rate is 5% even
though the quota is targeted only at the ‘severely disabled’ while it is 7% in
Italy, and 6% in France and Poland. These countries are the OECD Member
States and have introduced quota systems to promot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quota rate will inevitably
necessitate reevaluation of what the appropriate disability employment quota
rate should be.

3. Employment Levy System
According to the OECD (2003: 107), differences in the extent of enforcement
of employer obligations have a much greater impact than differences in
approach between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or mandatory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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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as. In Korea, there are two issues with respect to the current levy system:
i) how the size of the basic amount of the levy is set; ii) why the levy is not
applicable to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1) Size of the Basic Amount of the Levy
As of 2013, four different levels of the basic amount of the levy shall be
imposed, instead of thre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announced
that it was to make employers more accountable for failing to employ disabled
people and to encourage large companies to increase their ratio of disabled
employees. Nevertheless, it is doubtful that the levy plays the role of a
strengthening mechanism enhanc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rather
low level of the basic amount of the levy can induce employers to pay the levy
rather than directly employ the disabled. There has been a tendency that
enterprises in stable financial position like large conglomerates opt for paying
the levy instead of employing the requisite number of disabled people.
Furthermore, in Korea there is no significant pressure on employers except for
the employment levy. As seen the OECD report (2003: 106), the evaluation of
the extent of employer responsibility in Korea was quite low. It is argued tha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a thorough reevaluation of the basic amount of the
disability employment levy.

2) Application of the Levy System to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urrentl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exempt from the
levy system, even though they are also in a position of employers managing
their workplaces directly like private employers. Therefore, it could be argued
that the government is transferring the responsibility of employment for
disabled people to private companies. Also, it is noted that this does not
comply with Korean Constitution-oriented values (Kim, 20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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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ate, there were reasons for not imposing the levy o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ay the levy through the tax
revenue pool paid by all taxpayers, the purpose of the levy would be
fundamentally changed from ensuring an equal spread of the burden of
employing disabled people among all employers to sharing of the burden
between employers and the general public.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also showed th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public actors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education, publicity campaigns, and employment
promotion drives for disabled persons to enhance understanding by
the employers. […] On the other hand, unlike private business entitie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do not pay the levy and do not
receive the subsidy in the case of exceeding the quota rate. Namel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different from the private
employers in respect to that obligation. Therefore, a differential
treatment based on reasonable grounds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July 24, 2003: 2001Hun-Ba96).
However, in accordance with recent amendment (2010) of the EVDPA, if the
head of a government body employs a worker who is not a public employee,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as in the private sector shall apply to the
worker. If they fail to meet the quota applied to the private sector, they have
to pay the levy. Therefore, the previously described reason for exempting the
governments from the levy system in regard to public sector employment is
undermined. It is strongly argued that from now o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quota system, the levy has to be imposed o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 the same way it is on employers in the private sector. The
legal contradiction can be solved on the grounds of sound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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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ployment Subsidy System
With regard to the employment subsidy, it has been noted that there is a
problem regarding a considerable rate of deadweight loss,9) registering as high
as 36〜48%. The extent of deadweight loss is different depending on
researchers (Kang, 2008: 27).
In recent years, the subsidy for mildly disabled persons has shown a
tendency to continue to increase. On the other hand, the subsidy provided to
employers who employed severely disabled persons was 50% of total subsidy
payment in 2008. This decreased by 12.1% compared with 61.8% in 2004
(Ryu, 2011: 128〜129).
There are cases where employers have found individuals who registered as
a disabled person due to an accident or disease during their employment who
have applied for the subsidy. In such cases, the payment is growing (Kim et
al., 2008: 89); the subsidy, however, does not contribute to the disability
employment growth in real terms. A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 Fund for
enforcing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is being depleted. For the past 5 years,
the proportion of the subsidy out of the total payment of the Fund has gone
beyond half. This state is unsustainable due to the nature of the employment
quota system, and then it may cause the disruption of other businesses (Ryu,
2011: 150). Given that the deadweight loss of subsidy has reached a large
proportion and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s of the Fund is too high, the
subsidy system should be overhauled.

9) In economics, a deadweight loss is a loss of economic efficiency that can occur
when equilibrium for a good or service is not Pareto optimal. The deadweight loss
in terms of the disability employment subsidy is a social loss incurred when
employers hire disabled people even if there is no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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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mployment Exclusion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employment rate of severely disabled people is slightly less than half
the rate of the moderately disabled. However, the unemployment rate of
severely disabled people is more than twice that of moderately disabled people
(KEAD EDI, 2010: 100〜102). The employment rate of mildly disabled people
was 55.6% in 1995, 56.3% in 2000, and 56.3% in 2005. On the other hand,
in the same period, the employment rate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had
been decreasing, 33.5 % in 1995, 30.8% in 2000, and 27.6% in 2005 (Kim,
et al., 2008: 28).
Employers often search for persons with mild disabilities and give them
preferential employment to meet the quota. This is due to the perception that
there is relatively less burden on employment and professional life and higher
work efficiency. Therefore,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are likely to be
marginalized in regard to employment opportunities. Delsen (1996: 529) also
noted on this situation pointing that generally the quota system has been “most
beneficial to the least disabled candidates for employment because companies
tend to cream off, that is hire these in preference.” In an aim to induce
businesses to emplo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a double counting system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as introduced in 2010. In addition, the unit
cost for paying the employment subsidy was revised to give more payment to
employers who hire severely disabled people.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still experience difficulty in finding employment under the quota system.

6. Lack of Effectiveness in Prohibiting Discrimination
by Employers under the EVDPA
The EVDPA Article 5 (2) stipulates that “employers shall not discri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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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any worker in personnel management, such as in hiring, promotion,
transfer, education and training, etc., merely on the ground that the worker is
a disabled person.” However, this provision is only a declarative rule, because
there are no regulations in regard to sanctions or procedures of remedies
against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Kim, 2008). In addition,
it is not clear whether discrimination in areas of non-personnel management
(e.g. salary) is prohibited or not. In the case of a breach of discrimination
prohibited under the EVDPA, it is difficult to see any legal consequences.
Therefore, the obligation of employers in relation to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under the EVDPA can be seen as an obligation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employers. It is not referred to as an
obligation under the laws regulating private affairs (Cho, 2004: 45). In short,
the EVDPA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EVDPA does not provide any specific guidelines on
duties, liabilities, and remedial procedures. Thus, the EVDPA is regarded as
symbolic, rather than practical.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may
provide remedies (Lee, 2008).

Ⅳ. Legislative Challenges for further
Improvement

1. Distinct Group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Quota System
In Korea, the quota system targets all people with disabilities. Whereas,
many countries implement the quota system with a particular focus on severely
disabled people. For example, in Germany, the quota scheme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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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s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his means a person who has a degree
of disability of at least 50% is subject to the quota system (Waldschmidt &
Prassel, 2012). In Spain, a person with 33% work-capacity reduction in a usual
occupation is subject to the quota system (Verdugo, et al., 2009). In Italy, work
invalids with 33% or less remaining capacity qualify for the quota (Micangeli,
et al., 2009). In these countries, the target group is decided on a review of
losing capacity to work as well as medical criteria.
It is therefore argued that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under the quota system
in Korea should be established by focusing on the limited working capacity of
the individual. Eventually, the quota system has to be implemented centering
on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Currentl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6th grade disabled workers and non-disabled workers in terms of vocational
capacity evaluated by entry-level labor market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employment rate), productivity (e.g. wage level), and employment stability.
In this sense, it is reasonable that the 6th grade of disability would be excluded
from the quotasy stem. A previous study (Kim, et al., 2008: 137) show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erms of vocational capacity between this group of
disabled and the able bodied workers.

2. Appropriate Quota Rate
Currently,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level is based on the criteria of
economic activity in the labor market between disabled people and nondisabled people. That is to say that the unemployment rate between the two
is of the same level (Cheon, 2011: 148〜149). Quota percentage should be
based o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ing and
available to work. The quota rate should be raised to the extent of the
disability prevalence rate because it is correlated with the disabled population.
The disability employment quota rate should be increased far more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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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which is expected to be applied after 2014, 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quota rate, enforcement rate, and actual employment rate has been
found in research on the correlation among the OECD countries (Kang, et al.,
2007: 60).
Furthermore, in Article 28 (3) of the EVDPA, it is stipulated that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should be predetermined every five years. It is
suggested that it is revised to every three years instead of every five years,
when rapid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are considered. For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isabled, the survey cycle should be
changed from five-year intervals to three-year interval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WDPA in 2007.

3. Repositioning of the Levy
If employers prefer to pay the levy rather than directly employ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ffectiveness of the quota scheme should be reviewed.
If the levy is set too low and weakly enforced, it causes many employers
to either pay or ignore the levy, instead of employing the requisite number of
disabled people. Ideally, decisions should be based primarily on consideration
of how far the amount is likely to stimulate employers to hire and retain
disabled workers. Moreover, the levy may be set at different levels according
to other criteria such as size of company, in recognition of varying ability to
pay. In fact, the employment rate of large size companies, considered to be in
a good financial position, is lower than that of smaller companies (KEAD EDI,
2012).
The other side of the issue is the exempt status from paying the levy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EVDPA (2010), if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employs 50 workers who are
not in the capacity of public employees, the quota levy system is 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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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government bodies. Therefore, they have to pay the levy when they fail
to meet the quota. There are precedents where the levy is applied to the public
sector. In Germany,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 as well as government
agencies, are subject to the disability employment levy. In France, up to 2005,
only private employers had to pay a levy if they did not meet the quota. From
January 1, 2006, however, public and state functions have had to declare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y employ, the severity of each disability
and to pay a levy if applicable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2007) Likewise,
it is argued that in Korea, the levy has to be applied to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to the private sector.

4. Employment Subsidy System and Deadweight
Loss
In principle, if no financial loss is incurred by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the subsidy should not be paid. However, subsidy is provided to all
employers who hire disabled persons based on the presumption of loss of
productivity. In the case of exceptional situation, the subsidy may be not
provided. As for the subsidy, it should be designed to reduce or prevent the
deadweight loss. The unit cost for payment of employment subsidy has been
improved. At this time, I would recommend conducting surveys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the subsidy is working properly or not.

5. Employment Promotion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Since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is much more difficult
than those with mild or moderate disabilities, special provisions have been set
in place to promote their employment: supportive employment (EVDPA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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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rovisio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EVDPA Article 19-2); support
for standard workplaces for disabled persons (EVDPA Article 22); double
count system (EVDPA Article 28-3), etc.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hose contractual working hours are less
than 60 hours a month are excluded from the double counting system
(Enforcement Decree of the EVDPA Article 26-2). In regard to the above
exclusion, a more flexible arrangement is recommend. For example, a part-time
worker with a disability working for 20 hours or more but less than 30 hours
a week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mandatory employment. A part-time
worker with a disability should be counted as 0.5 persons for calculating the
actual employment rate. Some severely disabled persons who are unable to
carry out jobs during regular working hours and work on a part-time basis
should be allowed under the quota. Japan is a prime example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system, which could be used as a good reference
point.

Ⅴ. Conclusion

This section reiterates the recommendations for further improvements on
legislation of employment promotion for disabled people.
Firstly, with regard to target groups under the quota system, the study asserts
that 6th grade impairmen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quota system.
Secondly, currently the obligatory employment ratio is predetermined every
five years under the EVDPA Article 28 (3). The paper suggests that it is
revised every three years instead of every five years, given the fact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are rapidly changing.
Thirdly, the paper recommends a repositioning of the levy. The employment
levy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vel at which employers are induc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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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 disabled people.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the levy is set at
different levels depending on the size of a company.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legally obligated to pay the levy
as do qualified private companies.
Fourthly, currently an employed person with a severe disability is counted
as two persons in computing the employment rate. In this regard, it is
suggested that a provision that equates the 0.5 persons with a part time worker
with disabilities should be introduced.
Fifthly, it is recommended that surveys are conducted on employers who are
required to pay levies and employers who qualify for the subsidy to ensure that
the levy and subsidy are working proper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suggestions to guide future revisions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s and stimulate further discussion on disability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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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장애인 고용 법제의 현황과 과제
조미경
세계장애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는 2010년 현재 세계 인구의 약
15%를 장애인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등록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장애인들의 고용의 기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
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어 법제
도적인 면에서는 장애인의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이나 국가기관 모두 달
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
면서 문제점과 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제언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의무고용제도하에서의 장애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의무고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을 원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대상 간에 불일치가 나타난다. 또한 직업생활능력이 비장애인과 차별되
지 않는 6급 장애인을 의무고용대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보다 중증장애인 중심
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년마
다’ 정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년마
다'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
는 장애인실태조사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바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
률2배수 산정제도를 확대하여 단시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구자는 0.5카
운트 제도를 제안한다. 셋째, 고용부담금의 경우 장애인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프랑스의 예를 참고하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유인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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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조항(법 제79조)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와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부담금의 법적
성격 및 법 논리상으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섯째, 고용장려금은 사중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선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부담금 및 장려금이 장애인 고용촉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
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의 개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장애인 2
배수 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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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
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대표위원, 사용
자 대표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을 결정한다. 하지만 1988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최저
임금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노․사․공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은 단 7회에
불과할 정도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전국 단일최저임금제도와 위원회 구조로 되
어 있다. 그러나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위원들 간 만장일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어 매년 파행적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와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의 조직
구조 및 위원 선출과정, 위원들 간 이견조율 방식, 최저임금 심의․결정과정,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 조직과 역할 등 최저임금제도의 운용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고, 두 나라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영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용어: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위원회, 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방식, 위원회 사
무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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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일정부분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며, 원래 생계비 미만으로 종사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와 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이들을 고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업체
(sweatshops)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정진호 외, 2011). 따라서 강력한 사
회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정책은 저소득가구의 빈곤과 수입격차 해소를 위한 효
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임금분배와 이로 인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Herr & Kazandziska, 2011). 최근에는 저임금 산업 내 단체교섭의
대체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Stephanie, 2012). 따라서 최저임금은 취약계층
근로자,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등의 사회적 보호수단으로 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Belser, 2011; Schulten, 2012; 김은
기, 201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
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김유선, 2011). 이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어
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에서는 1988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
어졌으나 노․사․공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은 단 7회에 불과할 정도로 원만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상
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저임
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가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권고하면 정부가 최종
수용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우리의 제도와 유사하게 전국 단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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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최저임금제
도는 10년이 약간 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공이 상호 협력하
여 만장일치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1)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최저
임금제도는 기능적 최저임금결정 메커니즘 방식으로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진
다(Herr & Kazandziska, 2011). 또한 영국의 지난 30년간의 정부정책 중에서
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운영은 가장 성공한 정책 중 하나로 평
가받고 있다(Belser, 2011)2).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국의 최저임금제가 잘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를 위해 본 논문은 두 나라의 최저임금제를 다방면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
을 규명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영국
의 최저임금제도 법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와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의 조
직운영과 활동,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 조직과 역할 등 제도의 실질적 운영측면
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했다. 먼
저 한국과 영국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했던 위원회의 노․사․공 위원, 위원
회 사무국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기관의 운영실태 및 결정 과정에서
의 유의미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이 밖에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관한 학술논
문, 보고서, 세미나 자료, 기관의 연례보고서,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객관성
을 유지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최저임
금제도의 도입배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도입배경, 위원회 구조 및 선출방식, 위원회 예산,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조직과 역할에 대해 다뤘다. 제Ⅳ장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심의 및 결정과정, 위원 간 이견조율 방식, 다양한 참고
1) 영국의 경우 저임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는 20세기 초반부터 도입되었으
나, 전국적이고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1999년이다(후술 참고).
2) Herr & Kazandziska(2011)과 Belser(2011)이 영국 최저임금제도를 성공적 제도라고 평
가한 이유는, 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사 이해(interest)를 사회적 협의 형식으로 해결했고
소득 불균형 문제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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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서술하였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우리나라 및 영국의 최저임금제도 논의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및 논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정부는 당시 경제상황이 최저임
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치게 낮은 저임금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법․제도 시행보다는 다양한 행정지도를 통해 저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저
임금노동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도
최저임금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88년 1월부터 실행하였다(최저임
금위원회, 2002a).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26년 동안 법
은 11차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14차례, 8차례 개정되었다(이승렬 외,
2012). 이는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여러 경제․사회적 상황이 발생한 측면도 존
재하지만,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발생한 법적용의 한계점도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한광수, 2010).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도 문제에 대해 학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다양하게 논의해 왔다.
첫째, 노․사․공 위원들 특히 공익위원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도적으
로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주진우
(2002)와 서동혁(2002)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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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공익위원 선임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공익위원의 선임
방식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배수를 추천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
원이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정진호 외(2003)는 현행 우리나
라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어 공익위원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 및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노․사․공
위원 3자 구성방식의 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되 공익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
식과,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한인상(2011)은 우리나라 공익위원은 정권과 정부의 성향에
따라 빈번히 교체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 시 조율해야 할 공익
위원이 중립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위원 선임에 있어서 노사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일정 수의 공익위원들 중에서 노사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둘째, 노․사․공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어수봉(2008)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어 현행제도를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심의기간 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송위섭
(2008)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제도는 노사 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교섭하고 공익
위원이 조정역할을 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지 못할 경우 전체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노․공이나 사․공이 결
합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주체들은 최
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는 의결안을 수
용하거나 재심의 권한만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어떤 대책도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현 제도가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운
영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공익위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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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 축소 논의이다. 이호성(2008)은 공익
위원이나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노․사․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은 비용낭비이며 위원회 구성을 축소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박덕제(2009)는 과거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27명
위원구조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27명은 그 수가 너무 많아 효
율적인 회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 위원들의 대립으로 회의진행이 마
비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근로자위원의 경우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으로 나눠져 의견일치가 쉽지 않고, 노사 대표가 대립할 때 공익위원도 양편으
로 나눠져 어느 한편과 동조하여 집단퇴장을 하는 등 정치적 행동을 한다고 지
적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공 위원을 각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넷째,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법․제도적 처벌의 강화를 위한 연구들이다.
한광수(2010)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처벌이 약하다는 것에 주목한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성이 약하고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
우가 적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
대해 범죄자로 보고 있다. 초범자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하지만 재범자에게는 강
력하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법적 강제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김삼수(2012)는 영국의 2009년 최저임금 집행정책 사례를 통해 최저
임금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한다. 영국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명단공개(naming and
shaming) 정책은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이행에 대한 의식제고와 최저임금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용자들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제재(social sanction)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징역과 벌금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제재를 통한 최저임금 이행 제고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
했다.

한국과 영국의 최저임금기구 운영실태 비교연구(채준호·우상범) 

107

2. 영국의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및 논의
영국에서는 1909년 일부 산업에서 임금위원회(Wages Council)를 설치해 해
당 산업 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른바 산업별 최
저임금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당시 이 같은 임금위원회제도는 실질적으로 노동
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주요한 제
도로 활용되었으며, 적용대상 노동자들이 1953년 35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하
지만 1980년대 들어 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임금수준과 평균임금 수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기존의 임금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결국 1993년 임금
위원회 제도가 폐지되었다(Deakin and Green, 2009; Metcalf, 1999a). 임금위원
회제도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노동당은 대체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전국적이
고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했다. 최저
임금제도의 확대적용은 결국 저임금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79년 이후 보수당 정부 내
에서 공공부문 내 외주화가 가속되면서 저임금노동자의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
슈로 부상했고, 1985년 영국노총(Trades Union Congress : TUC)이, 1986년 노
동당이 전국적인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에 대해 수용의사를 표명했다(Metcalf,
1999a; William Brown 교수 인터뷰, 2012년 8월). 이후 1997년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저임금
위원회(LPC)를 조직하여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
서 영국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1999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영국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소개와 이 제도의 핵심인 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소개 및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Deakin and Green(2009)은 지난
100년간의 영국 내 최저임금제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기까지의 노동운동 진영 내부의 논의과정과 노동당
내부의 수용과정 등을 비교적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1909년 도입된 산업별
최저임금제도에서 출발해 현재의 전국최저임금제도(National Minimum Wage :
NMW)로의 발전과정 중 노․사․공대표 간 삼자합의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주목할 요소로 분석하는 동시에, 향후 국가 간 최저임금제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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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연구를 통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파트너십을 고
취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임금위원회의 초대위
원장을 지낸 Bain(1999)과 저임금위원회 출범 이후 10년간 위원으로 활동한
Brown(2005a, 2005b), Metcalf(1999b, 2007)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소개, 노동
조합 및 노동당의 입장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 등 제도의 도입배경을 언급하면
서 어떤 맥락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지, 최저임금 적용 전 저임금위원
회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를 위해 만들어진 저임금위원회(LPC)의 존립 목적과 역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평가하였다. 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통해 영국의 노동시장에 간섭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비판(public criticism)은 거의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 파트너십
(social partnership)으로서의 영국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Brown(2009)는 1997~2007년 10년간 영국 최저임금제도의 정착과정과 영향을
평가했는데, 비교적 투명한 놀란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저임금위원 선출과정(후
술 참고)과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국의 최저임금제도를 사회적 파트너십의 결정체라고 분석했다. Metcalf
(1999b) 역시 노․사․공으로 구성되어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좋은 사례임을 강
조했다.
둘째, 영국 최저임금제도가 미친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 같은 연구는 주로 저임금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까지 100여 차례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 과반수가 최저임금제도의 다
양한 영향 및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LPC 홈페이지). 관련 연구는 주로 최저임금
이 소득, 고용,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분석(Dickens et al., 2012; Dolton et al.,
2012; Croucher and White, 2011), 생산성 및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분석(Dickerson
and McIntosh, 2011; Rizov and Croucher, 2011; Forth and O'Mahoney, 2003),
임금교섭에 미치는 영향분석(Hatchett et al., 2011), 노동시장 전환에 미치는 영
향분석(Grimshaw and Carroll, 2002), 청년들의 교육과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
향분석(Crawford et al., 2011) 등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Dolton et 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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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하위 50%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간의 임금격
차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역시 일부 우
려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증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2003년 이후
로는 오히려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영국 저임금위원회 내 위원 간 의견일치에 대한 어려움이 증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Brown(2009)는 2006년 이후 경제의 불확
실성, 이민자들의 증가, 사용자들에 의한 최저임금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
로 인해 한때 저임금위원들 간 의견 불일치로 교착상태(deadlock)에 빠지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위원 간 의견 불일치는 결국 정부에게 2007년 최저임금 인상
률을 평균소득 인상률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권고안을 제안하게 하였다.
영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효과분석은 우리나라 몇몇 학자에 의해서도 이
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채준호(2006)는 영국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최
저생활 수준 유지와 노동시장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저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었으며, 저소득 가정의 수입 증가에 도움을 주
었고,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더욱 실효성 있는 정부전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강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숙․김영만(2004)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최저임금제
도는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의 긍정적 효과가
있고, 노동자 스스로 교육 및 훈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고 분석
하였다. 이는 기업이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하세정(2007)은 영국의 최저임금제도가 국가경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 향상에 공헌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영국의 최저임금제도가 정부와 저임금위원회의 성공적인 제도운용의 결
과라기보다는 경제적 부흥으로 인해 최저임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
들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영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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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최저임금제도 논의에 대한 차이는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작동원리, 최저임금이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 치
중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문제점, 위원들의 전문성․독립성
문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구성인원의 축소 등 조직의 운영측
면 등을 주로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영국의 경우 저임금위원
회는 노․사․공 위원이 각각 자신이 속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로부터 제도적
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매년 노․사․공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최저
임금이 결정되고 있어 제도나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보
다는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매년 노․사․공 위원 간 첨예한 대립
으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보니 최저임금
전반에 대한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모두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저임금위원회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최
저임금제도를 비교적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체평가보다는 노동계와 학계에서 개선사항을 중심으
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제도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기구의 조직상황과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두 나라의 최저임
금제도의 비교가 아니라 최저임금 관련 기구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차이점과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Ⅲ. 최저임금위원회

1. 위원회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피폐된 경제를 재건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이미 마련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에서 서술
한 것처럼 1970년대까지 법․제도 시행보다는 단순한 행정지도로 저임금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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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경제는 활성화되었지만 상대적으
로 저임금노동자들이 더욱 증가하였고 생활상태 또한 악화되었다(이원보, 2004).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저임금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이끌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또한 근로
자의 생활 안정과 사기를 증대시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을 가졌다.
이런 정책을 통해 정부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
상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조대표 위원, 사용
자대표 위원, 공익대표 위원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1987년 12
월에 조직되었다.
영국의 경우, 1979년 보수당 정권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노동정책으로 인
해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주요이슈로 대두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
동운동 내 찬반 논의가 있었음에도, 영국노총(TUC)은 사회양극화 해결방안으
로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1997년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는 이 같
은 영국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국최저임금제도(National Minimum Wage)’
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운용을 책임질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이
하 LPC)’의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1997년 7월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단체 대
표,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LPC가 설립되었다. 정부는 LPC와 논의하여 1998
년 7월 전국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을 제정하였고
1999년 4월부터 전국최저임금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당시 노동당 정부는 전국
최저임금제도가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양극화 해결, 작업장 형평성 보장, 남녀 간
의 임금격차 문제, 소수민족의 저임금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근로
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 감소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2. 위원회 구조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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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고용노동부 산하에 두고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공익 대표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최저임금법 제14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를 대
표하는 자는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
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하여 각각 노사대표 위원이 된다. 그리고 노사 위원
외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공익위원을 둔다. 이들 공익위
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 최저임금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연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위원
사정으로 공석이 된 경우 보궐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된다.
<표 1>은 201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27명 전체 위원 중에서 2012년 들어와서 재임명된 위원은 13명으로
48.1%에 불과하다. 이는 새롭게 최저임금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율 또한 절
<표 1>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2012년 12월 현재)
직위

공익위원

성명
․
박준성(위원장)
․
․
김영국(부위원장)
․
․
이지만
․
․
이은희
․
․
이장원
․
․
조준모
․
․
이인재
․
․
김영옥
․
․
양세정
․

위원 경력/임기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2012. 4. 24~2015. 4. 23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012. 1. 28~2015. 1. 27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2012. 4. 24~2015. 4. 23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2. 4. 24~2015. 4. 23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 4. 24~2015. 4. 23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2012. 4. 24~2015. 4. 23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2012. 4. 24~2015. 4.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 4. 24~2015. 4. 23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2012. 4. 24~2015. 4. 23

비고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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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직위

성명
설인숙
한광호
이정식
백영길

근로자위원 정용건
이찬배
이재웅
최만정
조동희
이동응
김동욱
백양현
배상근
사용자위원
김치중
박복규
최금주
한상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 경력/임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012. 4. 24~2015. 4. 2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012. 4. 24~2015. 4. 2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2012. 4. 24~2015. 4. 23
전국식품산업 노동조합 연맹위원장
2011. 4. 7~2013. 5. 25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012. 4. 24~2015. 4. 2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연맹위원장
2012. 4. 24~2015. 4. 2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2012. 4. 24~2015. 4. 2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장
2012. 4. 24~2015. 4. 23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2012. 4. 24~2015. 4. 23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12. 4. 24~2015. 4. 23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2012. 4. 24~2015. 4. 23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2012. 4. 24~2015. 4. 23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2012. 4. 24~2015. 4. 23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2012. 4. 24~2015. 4. 23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2012. 4. 24~2015. 4. 23
(주)화이버텍 대표이사
2012. 4. 24~2015. 4. 23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
2012. 4. 24~2015. 4. 23

비고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업무
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정권 성향에 맞는 위원
들을 임명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고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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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정권 혹은 기타의 이유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수록
노사 대표위원들 간 이견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저임금위원회(LPC)는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BIS) 산하의 독립적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
NDPB)3)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하여 정부에 권고․자문하는 기관이다. 위원회
는 위원장 1명, 보통 학계 출신의 공익 전문가 2명, 노동조합 측 위원 3명, 사용
자 측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조합단체, 사용자단체, 전문
가 대표들은 공개경쟁을 통해 LPC 위원으로 임명되며, 임명 이후 각 분야별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임위원
직은 없으며 그 역할을 사무국장이 담당하지만 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
지는 않는다.
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최초 임명 시의 임기는 3년, 다음 임기는 3년 또는
4년으로 최대 10년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자는 재
임명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정부로서는 해당위원을 재임명할 것
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후 재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설령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재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2년 현재 6명의 위원들은 지난 노동당 정부에
서 임명되었지만, 현 보수당/자유당 연합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 모두 재임용 되
었다. 즉 정부로서는 위원들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교체하지 않
음으로써 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해 주고 직무의 연속성도 보장해 주고
있다(LPC 사무국 Tim Butcher 인터뷰, 2012년 8월).
<표 2>는 2012년 11월 현재 영국 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들 중에서 재임명된 위원은 7명으로 77.7%로 매우 높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 서술한 것처럼 정권에 상관없이 재임명 비율은
높다. 이런 재임명률은 위원들 간 관계를 향상시켜 영국 최저임금제도가 원활
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 NDPB)은 정부부처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영국 내 약 1,000개의 NDPB가 존재하며, 소관부처는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
할을 정하고, 경영진을 임명할 수 있으며, 예산분배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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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국 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2012년 11월 현재)
성명

David
Norgrove

직위
위원장

Stephen
Machin

공익위원
(학계대표)
공익위원
(학계대표)

Susan
Anderson

사용자단체
위원

Peter
Donaldson

사용자단체
위원

Neil
Goulden

사용자단체
위원

Kay
Carberry

노동자단체
위원

John
Hannett

노동자단체
위원

Heather
Wakefield

노동자단체
위원

Bob Elliott

위원 경력/임기
․ 전 재무성 공무원, 수상 비서관, 영국 대형 유
통업체인 Marks&Spencer 이사, 현 대영박물관
부관장, Amnesty International UK 재정위원
․ 2012. 4. 1~2016. 3. 30
․ 현 에버딘 대학 경제학과 교수
․ 2011. 1. 1~2015.12. 31
․ 현 UCL 경제학과 교수
․ 2011. 1. 1~2014. 12. 31
․ 전 영국경총 인사정책국장, 현 영국경총 자문
위원, 노사분쟁 해결기구 ACAS 운영위원
․ 2011. 1. 1~2014. 12. 31
․ 현 화학산업분야 컨설팅회사 이사, 전 소상공
인협회 이사
․ 2010. 5. 1~2013. 4. 31
․ 현 스포츠/레저 산업협회 회장, 컨설팅회사 이
사, 호텔/베팅 회사 사장, NHS 사외이사,
․ 2011. 1. 1~2015. 12. 31
․ 현 영국노총 부위원장(재정/인사 담당), 전 영
국노총 동일권리국장, 다수의 정부 노동권 관
련 위원회 활동
․ 2012. 4. 1~2015. 12. 31
․ 현 상점․유통 노동조합(USDAW - Union of
Shop, Distributive and Allied Workers) 위
원장, 영국노총 운영위원
․ 2011. 1. 1~2015. 12. 31
․ 현 UNISON 지방정부 그룹대표, 지방정부
노사교섭단 노조 교섭대표
․ 2011. 7. 1~2014. 6. 31

비고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재임명

자료 : 저임금위원회(www.lowpay.go.kr).

3. 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뛰어난 학계, 연구
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익위원으로 제청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
는 한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을 위촉하여 임명한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3급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 공

116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1호

무원단에 속했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사회학 등의 전공 분야에
서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자, 10년(노동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
던 자 중에서 위촉하여 임명한다(시행령 제13조).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인력풀
과 인선과정을 통해 장관이 대통령에게 공익위원을 제청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하여 임명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인터뷰, 2012년 12월). 한편 근로자
대표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사용자 대표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전
국적 규모를 가진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해 공석이 된 경우 노사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고 공익위원은 고용
노동부장관을 통해 충원된다.
노․사․공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선출한다. 특히 위원장은 다년간 최저임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노사 대표위
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덕망 있는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된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인터뷰, 2012년 12월). 이는 노사 대표들 간 갈등이 심해 첨예하게 대
립 시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이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와 다르게 2012년에는 근로자 대표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양대 노총과
고용노동부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기존에 양대 노총 중에서 추천한 사람이 임
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2012년에는 제3노총으로 조직된 국민노총 근로
자 중 한 명이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양대 노총은 근로자 위원
위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항의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고, 최저
임금위원회는 양대 노총 위원을 배제한 채 회의를 강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2013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였다(경향신문, 2012. 6. 30; 김은기, 2012). 이
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간 이해가 첨예한 최저임금문제에 대해 위원들 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한 결과이다(Brown, 2009).4)
4) 이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서도 발생한다. 예컨대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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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의 임명권자는 BIS 장관이다. 위원들은 노
동조합 또는 근로자 전반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지식, 경험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 전반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지식, 경험 또
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타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사람 등을 고려
하여 임명한다(최저임금위원회, 2002b). 저임금위원회는 노동조합 출신 3명, 사
용자단체 출신 3명, 학계 출신 2명,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노동조합의 경
우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임원들이 선출되고, 사용자단체의 경우 영국경총(CBI)
과 같은 사용자단체의 임원이나, 큰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자
들이 임명되고 있다. 전문가 학계위원 2명의 경우 이들이 노사관계 전문가인지,
노동경제/통계 전문가인지 등을 고려해 각 1명씩 균형 있게 임명하고 있다(LPC
사무국 Tim Butcher 인터뷰, 2012년 8월). 위원장의 경우 노동조합, 사용자단
체, 학계로부터 신임을 받는 자를 임명하는 것이 보통이며, 리더십이 있는지 여
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인물이나, 특정정당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인사의 임명은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의 추천에 의해 위원들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임명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관련부처의 영
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독립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1998
년 이후, 정부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의 임명은 공직취임에 관한 놀란위원회
(Nolan Committee)의5) 권고를 반영하여, 관련부처 장관의 지명이 아니라 공개
경쟁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OCPA, 2012; 이종수, 2008). 위원 충원이 필
나라 근로자 최저임금과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비율을 계산할 때도 노사간에, 또
는 공익위원 간에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인터
뷰, 2012년 12월).
5) 1995년 수상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구로서 1997년까지 활동했으며, 공직임명의 자격과 원
칙에 관하여 “Standards in Public Life”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양한 권고를 제시하였다.
현재는 ‘공공인사관실(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 : OCPA)’의
행동지침(Code of Practice for Ministerial Appointment to Public Bodies)에 따라 개방
성․투명성․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선절차를 제정하고 LPC만의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들을 임명하고 있다. 공공인사관실(OCPA)은 영국 내 11,261명의 공공부문
관리자들의 임명을 감시하고 공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인사관실의 운영원
칙은 (1) 부처 책임의 원칙, (2) 실적주의, (3) 독립적 감찰, (4) 기회균등의 원칙, (5) 청렴
성, (6) 개방성과 투명성, (7) 대표성의 존중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수(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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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경우, 헤드헌터들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국적
인 신문에 공고문을 낸다.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적절한
지원자를 선별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최종 임명단계에서
심사위원들은 단수의 위원 임명예정자를 BIS 장관에게 권고하고 장관이 이를
수용하면 임명이 결정된다. 특히 심사과정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균형 잡힌
심사위원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2012년 8월 진행된 임용절차에서의 심사위원
구성은 BIS 공무원 1명, 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영국경총(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 CBI) 임원 1명, 영국노총(TUC) 임원 1명, 외부 인사전문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합격자로 추천한
인사를 BIS 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4. 위원회 예산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예산은 독립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
동부 예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예산내역은 고용노동부에 보
고해야 하고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예산은 크게 인건비
와 기본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경비에는 보고서 발간 등의 연구개발비, 운
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 2012년 기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
는 비중은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운영비(23%), 기타 경비
(15%), 연구개발비(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은 2013년 우리나라 최저임
금위원회의 예산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예산(2012년 기준)
예산지출 내역
총인건비

기본경비

연구개발비(보고서 발간비 포함)
교통비 및 운영비(위원 수당 포함)
업무추진비
기타(교육, 출판, 사무용품 등)
총예산

예산 규모(천 원)
398,600
108,973
194,961
14,853
123,104
840,491

자료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예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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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저임금위원회 예산은 BIS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저임금위원회 사무
국장이 예산집행과 BIS에의 예산보고의 책임을 지고 있다. 2012∼2013년 저임
금위원회의 예산은 827,000파운드(한화 약 15억 원 수준)이며 크게 인건비
(58%), 연구용역 비용(33%), 기타 운영경비(예를 들어 방문조사 비용, 5%) 등
으로 나눠진다. 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매달 예산지출 내역을 BIS의 예산지출
지침에 의거하여 보고해야 하고 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직무성과 평가
역시 BIS 평가기준에 따르며, 위원장은 각 위원들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
다. <표 4>는 2012∼2013년 기준 영국 저임금위원회의 예산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최저임금기구 예산지출에 있어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연구개
발의 지출비중이 우리의 경우 13%에 불과한 반면, 영국은 33% 수준에 이른다
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보다는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전문가들
의 연구보고서의 활용정도가 높은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후술 참고).
<표 4> 영국 저임금위원회 예산(2012～2013년 기준)
예산지출 내역

예산 규모 (£)

총인건비

482,000

연구용역 비용

268,900

교통비 및 운영비(위원 수당 포함)

41,200

보고서 발간

15,000

3일간 최종협의회의(Three day Commission session)

7,000

기타(교육, 출판, 사무용품 등)

12,900

총예산

827,000

자료 : Low Pay Commission(2012).

5. 위원회 사무국 조직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1987년 12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
되었다. 처음에는 독립기구였지만 1995년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변경하
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직
원 공석이 발생할 경우 공개채용보다는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적절한 직원
을 인사발령 내어 근무하도록 한다. 따라서 상급단체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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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 현재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경제 및 통계 담당 1명, 정책 및 관리 담당 2명, 관리 및 홍보 담당 4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은 모두 고용노동부 소속이며 2∼3년
씩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에 장기근속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무국 직원은 최근 2년 내에 고용노동부 혹은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온 직원이 대부분이다. 다만 경제 및 통계 관련 담당자는 자신
이 근무를 희망하여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실무자 인
터뷰, 2012년 12월).
<표 5>는 현재 우리나라 사무국 직원 및 그 업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
로 일반 행정업무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저임
금 결정에 중요한 지원업무이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제 및 통계
<표 5>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구성(2012년 12월 현재)
직위
사무국장

이름
업무
전○○ 사무국 총괄업무
- 실태생계비 분석
- 유사근로자 임금실태 분석
경제 및 통계 신○○ -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 분석
- 소득분배율 지표 분석, 주요노동경제지표 분석
- 생계비전문위원회 운영․관리, 최저임금 설계 통계상담 지원
- 전원회의, 운영위원회, 교육․홍보사업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제도발전을 위한 업무
- 최저임금 심의편람 발간, 최저임금 심의·의결 경위집 발간
김○○
- 최저임금법 개정관련 지원 및 위원회규칙 관련 업무
정책 및 관리
- 운영위원, 전문위원, 연구위원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
- 국회업무 총괄
- 연구위원회 운영,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및 책자발간
소○○
- 인사, 감사, 복무관리, 지출관련업무, 국회관련업무, 청사관리
-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운영, 현장방문업무, 교육·홍보사업
하○○ - 직원 교육업무, 최저임금제 발간, 홈페이지관리
- 중기사업계획 업무, 비상(을지훈련) 업무
관리 및 홍보
- 지출(출납공무원), 급여, 물품, 복지포인트, 국유재산 및 채권
여○○
- 예산편성 및 운영업무
전○○ - 운전, 서무업무 보조
김○○ - 비서, 부속실 업무 담당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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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무
국은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위원들이 요청 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
할만 하고 다른 일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만약 사무국이 개입하게 되면 노․
사․공의 독립성을 손상시킬 우려고 있다는 판단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최
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실무자 인터뷰, 2012년 12월).
영국의 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11인 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2012년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무국장 1명,
경제 및 통계 분야 담당 3명, 정책 분석 및 행정 분야 담당 2명, 행정 및 언론
분야 담당 2명 등이다. 직원 충원은 공석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
개채용을 하며 대부분 BIS 출신들이다. 사무국 직원들은 저임금위원회에서 근
무하고 있으나 실질적 소속은 BIS 공무원 신분이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단,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경제 및 통계 등 전문분야의 전문성
을 인정받아야 한다. 사무국 직원들은 BIS 공무원 신분이기는 하나 업무와 관
련하여 BIS에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없으며, 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조력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표 6> 영국 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구성(2012년 11월 현재)
직위

사무국장
경제 및
통계

정책 및
관리

관리 및
홍보

이름
Robin Webb

업무
사무국 총괄업무
연구과제 책임, 노동시장, 거시경제
Chief Economist Tim Butcher
분석 담당
Statistician
James Brennan 청년, 도제, 임금 및 물가
Assistant
Jennifer Oxley 근로자 그룹 및 중소기업 분석 담당
Statistician
소매, 청소, 경비, 선원, 사무직, 파
Senior Policy
견직, 연금, 의류, 요식업, 이민자 분
Gerry Franks
Adviser
야 정책 담당
Senior Policy
미용, 레저, 관광, 스포츠, 사회서비스,
Tony Studd
재택근무, 자원봉사 분야 정책담당
Adviser
Communications
언론, 방문조사, 보고서 작성, 농업
and Admin
Carrie Aitken
분야 근로자 담당
Manager
Office and
재정, 사무국 운영, 인사, 대외협력,
Jay Arjan
교육/개발, 홈페이지 담당
Finance Manager

자료 : Low Pay Commissio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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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영국의 최저임금기구에 관한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 비
교하면 <표 7>과 같다. 두 나라의 최저임금기구의 차이가 명백히 다르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영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의 차이는 우선 위원회 구성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노․사․공 총 27명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영국은 9명
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위원들의 임기가 3년으로 동일하지만 영국의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연임 가능성이 높고 최장 10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둘째, 위원
선출방식을 보면 우리나라는 노사 위원이 조직에 독립적이지 않고 공익위원 또
한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영국은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일정 배수가
선출되면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으로부
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위원회 예산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은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자료 축적을 위해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
<표 7> 한국과 영국의 최저임금위원회 비교
한국
도입연도

- 1986년

영국

- 1998년

- 고용노동부 소속 조직
위원회 구조 - 노․사․공 각 9명씩 총 27명
- 임기 3년(연임 가능)

- 비부처공공기관(NDPB)
- 노․사․공 각 3명씩 총 9명
- 임기 3년(최장 10년 연임 가능)

위원 선출방
식
-

-

근로자위원 : 양대 노총
사용자위원 : 사용자단체
공익위원 : 학계 출신
임명절차 : 고용노동부 제청과
대통령 위촉

근로자위원 : 노조 출신
사용자위원 : 사용자단체 출신
공익위원 : 학계 출신
임명절차 : 공개경쟁방식→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BIS 장관 임명

위원회 예산

- 총 8억 4천만 원
- 82만 파운드(한화 15억 원 수준)
- 인건비〉운영비〉연구개발비 순 - 인건비〉연구개발비〉운영비 순

사무국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업무보고
의무
- 고용노동부 인사시스템 적용
(2～3년 순환근무제)
- 사무국장을 포함 총 8명 근무
(경제․통계 전문가 1명)
- 일반 행정업무 비중 큼

- BIS 소속이나 업무보고 의무
없음
- 희망 시 장기근무 가능
- 사무국장을 포함 총 8명 근무
(경제․통계 전문가 3명)
- 위원회 지원업무 비중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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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인사 시스템을 적용하여 2~3년마다 이동하고 이로 인한 업무연속성과 전
문성이 저하되는 반면, 영국은 원하면 장기근무가 가능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저
임금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제․통계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나라는
영국에 비해 부족하다.

Ⅳ. 최저임금 결정과정

1.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하면서 시작한다.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
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심의일은 4월 1일∼6월 29일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6월
29일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최저임
금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2개 분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첫째,
노․사․공 위원 각 3명씩 생계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계비 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면 전원회의는 이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에 통보한다. 둘째, 노․사․공 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된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는 생계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안 심사․결과보고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여러 차례 논의한 후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
정한다. 이때 노․사․공 위원 간사들은 어떻게 최저임금 회의를 운영할 것인
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앞에서 서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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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위원
은 두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먼저 물가 등의 경제
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액에 대한 이견을 줄이고, 최종 임금수준
에 대한 투표 시에는 위원들 간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처음 단계는 BIS 장관이 국가최저임금
(National Minimum Wage)으로 정해야 할 단일시간급 등을 저임금위원회에게
심의하도록 요구하는 정부 업무요청(government remit)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때 BIS 장관은 저임금위원회에 보고기한을 명시하는데, 필요할 경우 저임금위
원회의 보고 마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저임금위원회가 권고안을 보고한 후,
장관이 권고안을 수용해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의회가 수용하면 최저임금이 결
정된다. 한편 저임금위원회가 허용된 기간 내에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기간 내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위원들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BIS 장관
은 관련법에 의거해 국가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BIS 장관의 권한을 의식해 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장관에게 권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까지 위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관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경우는 없었다.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전 위원들이 호텔에 격리된
상태에서 3일간 끝장 토론식의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들 간 합의를 도출한다.
2월 최종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보통 주말을 이용해 1월 말이나 2월 초에 회의
를 개최한다. 첫째 날은 사무국 담당자가 취합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발
표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의 의견을 먼저 물어봄으로써 노사관계 전문가의
견해와 노동시장 및 통계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본다. 둘째 날은 노동조합과 사
용자단체 위원들이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상률과 그 같은 주장을 하는 이
유를 설명하고 이후 위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속적인 회의를 진
행한다. 이때 위원장은 각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룹별로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공
익위원들이 위원장을 도와 노사 위원 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조력자 역할
을 수행한다. 셋째 날은 통상 금요일 오후에 회의를 시작해 일요일 오후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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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이끌어 내는데, 종종 이 기간을 넘기고 한 달 뒤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에 이른 경우도 있다(William Brown 교수 인터뷰, 2012년 8월). 이렇
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위원 간 이견조율 방식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처음부터 위원들 간 갈등의 원천을 내포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나 연구위원회 등에서 객관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통한 합리적인 최저임금보다는 노사 각 대표들은 자신들의 논리
를 제시할 자료들을 근거로 노동자 위원은 높은 최저임금을, 사용자 위원은 낮
은 최저임금 결정을 유도하려고 노력한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사 위원들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첫째 방법은 전원회의를 통한 방식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간
인 4월∼6월 사이에 노․사․공 위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12∼13회
정도 개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합의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안으로 최저임금을
도출하는 작업이 공익위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만약 전원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은 노사 위원들 각자의 회의를 통해 합의
가능한 최저임금을 도출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노동자대표 위원들의 회의실과 사용자대표 위원들의
회의실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양쪽 위원들을 설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익
위원들이 노사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배경지식과 데이터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 노사 위원들 의견을 비밀로 지켜준다(최저임
금위원회 공익위원 인터뷰, 2012년 12월). 이런 과정을 통해 대체로 합리적인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최종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은
전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는 위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끄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가시킨다. 작성된 회의록은 공식적․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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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의 의견이 공개되기 때문에 위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 출
신조직의 평가를 신경 쓰게 되고 이것이 결국 노․사간 갈등을 일으킨다. 또한
노․사․공 위원 간의 합의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최저임금 인상폭의 결정
을 위한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은 일정한 공식(formular)이나 지표(예 : 물가인
상률)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위원회가 취합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사용자단체나 노동조합 출
신 위원은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
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연구자료 및 다양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속
적인 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있다. 영국 역시 보통의 경우,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위원 간의 큰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익위원들은 객관적으로 취합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두 진영이 의
견일치를 볼 수 있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익
위원의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위원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LPC 사무국 Tim Butcher 인터뷰, 2012년 8월). 예를 들면 초대 위원장을 지낸
George Bain 역시 대학총장, 정부위원회 위원장, 노사분쟁해결기관인 ACAS의
중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위원들 역시 인사전문가 또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임원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섭경험이 많은 인사
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종 협의단계에서 가능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
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초기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10년간 저임금위원회의 위원으로 활
동한 William Brown 교수는,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는 방문조사를 통해 돈독
해지는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위원들 간의 협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주장한다. “1박 2일을 같이 방문조사를 할 경우, 기차 안에서든 숙소에서
든 함께 개인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유대관계
가 위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William Brown 교수 인터뷰, 2012년 8월). 또한 영국의 경우 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 간의 회의는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들 간의 발언내용은 외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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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LPC 위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고 각 진영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위원들 간 이견을
보다 수월하게 조율할 수 있다.

3. 사무국 분석자료 및 연구용역․방문조사 활용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물가상승률과 연동되게 함으로써 물가가 오름에 따라 최저임금도 오르도
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물가
가 또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의하
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38%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
별 근로실태 조사를 보면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삼느
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진다.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최저임금법 제23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임금
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를 노․사․공 위원 중심으로 조직하여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은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에 노․사․공 위원들이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노사 위원은
별도의 각자 자료를 근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최저임금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계비 기준인데 이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원자료에 대한 미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가공․산출 등을 분
석하고 있다. 둘째, 유사근로자의 임금실태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
로자수 및 영향률과 미만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파악한다. 셋째,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은 경제성장률․고용․물가․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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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계층인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에 미
치는 효과 등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현지실태 파악을 위
해 매년 1회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학계, 노사단체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체적
인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관련 연구를 실시하기도 한다. 연구위원에
는 노조의 정책국장과 사용자의 팀장 혹은 실장 등이 위촉된다. 사무국장이 주
도적으로 활동하며 주로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노․사․공 위원들과 함
께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 공유한다(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실무자 인터뷰,
2012년 12월). 또한 외부 용역보고서를 통해 바람직한 최저임금제도를 정착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연구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
부 용역보고서는 매년 2∼3건에 불과한 수준이고, 관련예산 역시 전체 예산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 밖에 사무국은 매년 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조
사를 통해 선진국의 최저임금 변화추이를 파악한다. 한편 우리나라 최저임금위
원회는 매년 10회의 지역방문과 15회의 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방문조사에는 1~2명의 위원과 2명의 사무국 직원이 동행하여
이루어진다.
영국의 경우 저임금위원회는 사무국이 작성한 자체 통계․경제 분석과 연구
과제 발주를 통한 분석 정보, 재무성의 경제전망 분석 자료, 위원들의 방문조사
들을 취합해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권고안 보고서(연례보고서) 작성에 활용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임금위원회는 각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면담,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
다. 각 연령별 최저임금 수준, 도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숙소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명시하고 인상될 최저임금 수준의 적용 범위, 가계
소득에의 영향, 세비 증가폭 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임금위원
회에서는 국가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소득분포의 변화, 고용․실업 등 노동시
장에 대한 영향, 이윤․생산성 등 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999년 이래 총 100회 이상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연구용역 예산도 2012~2013년도 기준 268,90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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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 저임금위원회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3%). 14
년 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
고 있다. 연구과제의 주제는 보통 사무국과 위원들이 협의해 결정한다. 통상 1
년에 약 10개의 연구과제를 발주하는데, 공모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과정에는 다수의 대학교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데, 보통 한 과제당 30개
의 연구자(단)가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심하다.
또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위원들의
방문조사이다. 방문조사를 통해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은 위
원들을 만나 최저임금이나 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직접 피
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위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접하는 기회
를 가진다. 방문조사에는 2~3명의 위원과 2명의 사무국 직원이 동행하며, 연간
한 위원당 최소 2개 이상의 방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최저임금제
도는 대영제국의 4개 국가, 즉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모
두 적용되기 때문에 전 지역에 걸쳐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8>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 위원 간 이견조율
방식 및 자료 활용에 관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매년 1월 1일 적용되는 반면 영국은 10월 1일에 적용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만장일치가 되지 않
을 때는 전원회의를 통해 투표로 결정한다. 반면에 영국은 호텔에 격리되어 3
일간 끝장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를 하고 있다. 대부분 만장일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영국사례는 지난 25년간 만장일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7
번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준다. 그리고 위원 간 이견조율 방식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공 개별 자료를 근거로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최저임금 이해를 대변한 반면, 영국은 사무국 자료를 중심으로 저임금위원회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자신들의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노․
사․공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지만, 영국은 만장일치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는 회의록으로 남김으로써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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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과 영국의 최저임금 심의․결정과정 및 자료 활용 비교

심의 및
결정과정

위원 간
이견조율
방식

자료활용

한국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매년 1월 1일 적용
-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
원회 조사 및 분석→전원회의 통보
→ 만장일치(만장일치 불가능 시 투
표로 결정)
- 노․사․공 개별 분석자료 활용
- 노사 위원은 조직 이해대변적
- 전원회의 및 공익위원의 개별 접촉
→ 최종 노․사․공 투표로 결정
- 회의록 작성

-

영국

- BIS 장관이 심의 요청
- 매년 10월 1일 적용
- 호텔 격리 후 3일간 끝장토론
→ 만장일치 결정

- 저임금위원회 분석자료 활용
- 노사 위원은 조직과 독립적
- 공익위원 및 위원장 리더십 발
휘 → 만장일치로 결정
- 회의록 미작성
- 매년 최저임금 권고안 보고서
매년 근로자 생계비와 임금실태 조사
(연례보고서 발행)
사무국은 위원회에 자료 제공
- 사무국은 위원회에 자료 제공
연구위원 구성으로 자체 세미나 개최 - 연간 10건의 외부연구 의뢰
연간 2～3건 외부연구 의뢰
- 매년 10여 곳 방문조사
매년 10여 곳 방문조사
- 100개 이상의 이해관계 기관과
의 면담, 협의

이해대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반면, 영국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적 의견제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사
용되는 자료 활용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자료를 축척할 수 있는 연
구보고서가 적고 이해당사자들의 면담 및 협의 등을 통한 의견청취가 약하다.

V. 결론 및 시사점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사․공이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
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간제, 파트파임 등 비정규직 같은 노
동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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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와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두 나라의 최저임금기구의 운영실태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해 비교분석하
였다. 특히 제도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영국의 경우 소수정예의 위
원 수, 위원들의 독립성 보장, 위원장의 리더십, 위원 임기의 연속성, 3일간의
끝장토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점, 연구자료의 충실성, 사무국 인력의 전문
성 등 다양한 이유들이 위원들 간 매년 만장일치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
위원 간 만장일치에 도달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영국의 신뢰를 중요시
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함께 만약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BIS 장관이
직접 고시하는 위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영국이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영국의 사
례를 단순 비교해 한국적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겠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다. 첫째, 공익위원의 임명과정과 구성에 관한 문제이다. 영국의 경
우 공익위원의 임명은 언론매체에 모집공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최종 결정은 업
무 전문성, 적합성, 도덕성 등을 평가하고 자체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체적인 인력풀과 인사위원
회를 통해 공익위원을 결정하지만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심사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 간의 합
의가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요구되고 있다. 실
제 2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나 의견수렴
이 어렵다. 종종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 9명의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회의를
거부해 회의진행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27명의 위원 수를 영국과 같이 소수정예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둘째, 노사 위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진영으로부터 일정정도 독립성을 보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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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가 있다.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동수로 참
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집단을 대변하기보다는 개인적 자격으로, 공익적
인 차원을 고려해 최저임금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저임금위원회 내 회의나 토론의 익명성 보장, 9인으로 구성된 소수
정예의 위원회 구성, 추천에 의한 방식이 아닌 공개경쟁방식의 위원 임명절차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 위원들의 연임을 보장하고 있는
점도 업무의 연속성(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위원들
의 임기가 만료되어 정부로서는 위원들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한
번 임명된 위원들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교체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독
립성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장 10년간 최저임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축
적된 경험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
케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한 위원들 간 형성된 돈독한 유
대관계, 이를 통한 신뢰구축은 위원들 간 이견을 조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권이나 기관장 교체에 따른 잦은 위원교체는 최저임금제
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위원회에서 논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 작성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심의․경위에 대해 임금수준전문위
원회와 전원회의 회의록을 사무국 주도로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되진 않지만, 영국의 저임금위원
회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이 소속된 조직으로부터 독립적
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는 경제 및 통계 분석가가 1명에 지나지 않
고 공무원 순환근무제로 인해 2~3년마다 교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제 및 통계 관련 전문가만 8명 중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임금위
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저임금위원회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저임금위원회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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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예산의 30% 이상을 외부 용역사업에 투입하여 활발히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매년 10여 건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2~3건의 외부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전체 예산의
10% 수준만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사무국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동하
고 있는 연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사무
국 직원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보고서 발간을 활성화하여 최저임금 자
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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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and
British Minimum Wage Institutions
Jun-Ho Chae․Sang-Beom Wo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the Korean Minimum Wage
Committee and the British Low Pay Commission are operating. A minimum
wage is the lowest hourly, daily or monthly remuneration that employers may
legally pay to workers in order to increases the standard of living of workers,
reduces poverty and inequality and boosts morale. In Korea, the Minimum
Wage Committee (MWC), which consists of 9 Commissioners each
representing workers, employers and public interest (27 Commissioners in
total), deliberates the most appropriate level of minimum wages. However,
27 Commissioners have only 7 times reached unanimous agreement on the
minimum wage level, although there have been 25 deliberations of the
Committee every year since 1988. It is one of reasons why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amending the operation of the MWC in order to
maximize its efficiency. In Britain, the Low Pay Commission (LPC) wa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body as a result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to advise the Government about the National Minimum Wage. There
are nine members of the Commission drawn from a range of employee,
employer and academic backgrounds. All the Commissioners serve in an
individual capacity and not as representatives of the organizations for which
they work. Notably, 9 commissioners of the LPC have reached unanimous
agreement on the minimum wage level every year. This paper is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which focuses on the structure of the MWC and the
LPC, the appointment process of their commissioners, how to reach a consensus
among commissioners, and the structure and roles of their secretariat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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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provide meaningful insight and lessons for
Korea to reform the crippled operation of the MWC.
keywords : minimum wage system, minimum wage committee, low pay commission,
minimum wage-determi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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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능성적이 대학 졸업 후 초기 노동시장 성과, 특히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수능성적은 초중등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수능성적과 임금의 관계를 분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의 성과가 노동시장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것
이다. 또한 수능성적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비용의 사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는 점에서 사교육의 효과가 노동시장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기
도 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수능점수와 임금의 관계
가 실증적으로 분석된 적이 없었는데,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을 이용하여 비로소 제대로 된 수능성적과 임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방법론에서는 ‘일반화 성향점수’ 분석법을 활용하여 특정 개인의
수능점수가 달라졌을 때 대학졸업 후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사후적으
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능점수가 높아질수록 취업
확률은 낮아지지만, 취업을 한 경우에는 수능점수가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능점수 하위권이 중위권이 되는 경우에는 임
금상승이 미미한데 반해, 중위권이 상위권이 되면 임금이 7.8~15.8% 정도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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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73%에 이른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졸업자에 대한 상대적
으로 높은 임금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학졸업자들은 고등학교 졸
업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대학졸업자 내에서도 임금격차가 관
찰된다.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는 현상에 대한 이론
적 근거는 신호이론(signalling theory)과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들 수 있다. 신호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이 대학졸업자를 채용할 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기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잠재적 생산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측정
지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대학졸업자들이 일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따라서 업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
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일수록 대학 재학기간 중에
더 우수하고 더 많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
이다.
이처럼 대학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작 대학입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다. 최근 들어 입학사정관제 선발이 확대되면서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8년 정도까지만 해
도 대학 결정에서 수능성적이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결국 수능성적과
대학결정, 그리고 대학과 노동시장 성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종합하면 수능성적
이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수능점수가 대학졸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간접경로
는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앞서 언급한 이론적 근거
에 따라 졸업 후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직접경로는 수능점수가 임금결정에
서 ‘관찰되지 않는 요소(unobservable factor)’를 반영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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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은 그 사람의 능력(ability), 동기부여, 성실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
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더 갖춘 사람이 업무적응력도 높고, 따
라서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능성적이 대학 졸업 후 초기 노동시장 성과, 특히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
론상 수능성적이 직간접적인 경로로 임금과 양의 관계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지
만,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추정한다. 또한 양의 관
계가 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수능성적과 임금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수능성적은 초중등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수능성적과 임금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의 성과
가 노동시장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교육투자수익률(returns
to schooling)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수능성적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비용의
사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능성적과 임금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사
교육의 효과가 노동시장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 만큼의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
여 김경식․이현철(2011)은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능성적에
대한 사교육 효과를 분석했는데, 수학 과외와 사교육효과 인식이 학생들의 수
능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에 대한 믿음과 환상이 근거 없
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 그동안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
으로 수능점수와 임금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분석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김진영․최형재(2010)의 경우에는 수능성적을 능력의 대리변수로 사용
했는데, 한국노동패널(KLIPS) 데이터에 수능성적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언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를 파악하여 해당 학과 입학생의 평균 수
능점수를 해당 근로자의 수능점수로 간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년도(2004년)에 조사된 고등학교 3학년(인문계와
실업계) 코호트의 2005학년도 수능 백분위점수(percentile rank), 그리고 이 수
능점수를 가진 대학졸업자 중 7차년도와 8차년도에 월 급여가 관찰된 근로자의
임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로소 제대로 된 수능성적과 임금 데이터를 갖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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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능점수가 대학졸업 후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적
(experimental)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즉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이디어이다. 그
러나 각 개인의 수능점수는 해당 시점에 한 번씩만 관찰되고 그 점수가 대학입
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상의 경우(counterfactual state)’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Hirano and Imbens
(2004)의 일반화 성향점수 매칭법(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을 활용하여 특정 개인의 수능점수가 달라졌을 때 대학졸업 후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사후적으로 가정하여 추정하고자 한다.1)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실증분석 방법론인 일반화 성
향점수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KEEP 1~8차년도 자료, 분석
에 필요한 변수, 그리고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
는 수능성적 결정모형과 추정결과, 그리고 일반화 성향점수 매칭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수능성적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연구의 요약과 결
론은 제Ⅴ장에서 제시한다.

Ⅱ. 일반화 성향점수 접근법

어떤 대학졸업자에 대해 수능점수가 그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1)

여기에서  는 대학졸업자의 월 임금이고,   는 개인과 환경적 특성변수(가
령, 성별, 경력, 나이, 근무지역, 기업규모, 산업종류 등)이다.  가 우리의
1) 본 연구에서 수능점수는 “연속적 처리(continuous treatment)”로 간주한다. 즉 수능점수는
중학교․고등학교 기간 동안 본인의 노력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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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수로서 수능점수를 의미한다. 위 식에서  의 계수인  는 다른 조
건이 일정할 때 수능점수가 임금에 미치는 한계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 수능 백분위점수가 90인 사람과 50인 사람의 수능점수에 따
른 임금차이를 생각해보자.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회귀분석에서는  을 일반적으로 수능점수가 대졸자 임금에 미치는 인과관
계(causation)로 해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능점수가 임금에 미치는 인
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3)

위 식은 수능점수가 90인 사람의 임금과 만약 이 사람의 수능점수가 50이었
다면 받았을 가상 임금의 차이를 의미한다.  과  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4)

따라서                    이어야만  과
 가 같아진다. 그런데 수능점수는 개인의 능력(ability), 동기부여(motivation)

또는 성실성(sincerity)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찰불가능한
요인들이 임금에 양(+)의 효과를 미친다면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존
재할 수 있다. 수능점수가 90인 사람(A)의 점수가 50으로 하락하더라도 A의 임
금은 원래 수능점수가 50인 사람(B)의 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2)
이러한 선택편의로 인해         이         보
다 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  는 서로 달라지게 된다.
식 (3)에서 정의한 인과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A의 가상적 임금인   
     을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사후가정 분석
2) A와 B가 모두 백분위점수가 50이어서 서로 유사한 수준의 대학에 입학하였다고 해도 A
의 능력과 동기부여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점관리 또는 더 많은 취업노력을
통해 임금이 높은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
람’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잘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
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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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factual analysis)을 이용한다. 처리(treatment) 여부에 따라 가상의 값을
구축하는 방법은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실험적 방법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과학에서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 방법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정부정책의 성과를 판단할 때 처리그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또는 처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성과와 동일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얻어질 가상의 성과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
으로는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방법,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
접근법, 매칭(matching)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Rubin
(1974)과 Robenbaum and Rubin(1983)이 제시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 PSM)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처리효과에 대한 성과 추정
치를 구하는 데 있어 선택편의를 수정하는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김진영․최형재(2010)는 대학재학 중 영어능력 또는 영어시험 준비가 졸업
후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PSM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영어시험
응시여부 또는 영어시험 성적보유를 이항적 처리(binary treatment)로 간주하고
매칭기법을 이용하여 영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준실험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그런데 기존 PSM 접근법에서는 처리 여부(즉 이항 변수)에 따른 성과분석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처리에 노출된 정도(degree of exposure)
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처럼 처리에 해당하
는 수능점수가 연속된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항적 PSM이 한계를 갖는
다. 이런 점에서 Hirano and Imbens(2004)에 의해 개발된 일반화 성향점수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 GPS) 접근법은 PSM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GPS를 활용할 경우 이항형 변수가 아닌 연속형 변수를 처리변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처리레벨에 따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투입 - 반응함수(dose-response
function) 추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Fryges and Wagner(2008)는 전체 매출
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속적 처리로 간주하고 수출 - 매출 비율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Kluve et al.
(2007)은 직업훈련 기간을 연속적 처리로 보고 취업확률과의 인과관계를 추정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훈련기간이 100일이 넘어가면 취업확률 상승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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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등 직업훈련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인 처리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Bia and Mattei(2008)은 GPS 분석을 STATA 통계프로그램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복권당첨 금액을 연속적 처리로 두고 6년 후 근
로소득을 성과(outcome)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행하는 예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권당첨 금액이 커질 때 근로소득은 줄어들지만 선형관계로 줄지는 않
고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ano and Imbens(2004)에 따르면 GPS 접근법은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서 실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연속형 처리변수에 대한 조건부 확률분포를 추정
한다. 처리변수  의 조건부 분포를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로 가정한다.
    ∼          

(5)

위 식에서   는 처리를 결정하는 설명변수3)이다.        모수는 최우추정
량 또는 OLS 추정량으로 구할 수 있다.4) 추정된 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GPS를 구할 수 있다.




          
 
 
   
 
  





 







(6)

 는   가 주어졌을 때   에 대한 확률밀도(probability density)로 해석할 수

있다. 처리변수  와 그에 대한 확률밀도 추정치  가 주어지면 성과(outcome)
변수에 대한 조건부 기댓값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형회귀 모형을 설정
한다. 성과변수는 처리 수준  과  가 관찰될 가능성인 성향점수(  )의 비선
형함수로 가정한다.5)
3) 이를 처리전(pre-treatment) 변수라 부른다.
4) 이때 처리에 해당하는 변수가 0과 1 사이의 값(비율)만 가질 수 있다면 Papke and Wooldridge
(1996)가 제안한 비율 로짓(fractional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한 후 GPS를
구한다. 이 경우 GP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5) 식 (7)의 함수 형태는 일반적으로 선형(linear), 2차 모형(quadratic) 그리고 3차 모형
(cubic)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3차 모형도 추정하였지만 2차 모형과 결과에
서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의 모형의 절약성(parsimony)을 위해 2차 모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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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찰된 성과, 관찰된 처리 수준, 그리고 식 (6)에서 추정된  를 이용하여 모
수에 대한 OLS 추정치를 구한다. 성과변수가 취업여부와 같은 이항변수인 경
우에는 프로빗 또는 로짓 모형을 설정하여 모수 추정치를 얻는다.
식 (7)을 추정하면, 임의의 처리수준을  라 할 때, 개인  의 가상 성과
(potential outcome)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6)
    
 
   
    
        
      

   ⋅     

(8)

식 (8)은 특정 개인  에 대한 예측치이기 때문에 표본에 있는 모든 개인들에
대해 평균적 성과를 계산한다. 이 경우 처리수준이  일 때 평균적 가상성과
(average potential outcome)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9)

여기에서  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범위  에 대해 식 (9)를 반복하여 계산하면
투입 - 반응함수를 얻을 수 있다. 투입 - 반응함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부트
스트랩(bootstrapping) 방식으로 계산한다.
PSM이나 GPS처럼 사후가정 분석방법이 유효하기 위해서 성립되어야 할 조
건이 균형성(balancing property)이다.7) PSM에서는 균형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
칭한 후 처리그룹과 대조그룹의   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그러나 처리가 연속적인 GPS에서는 좀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Hirano and Imbens(2004)의 제안대로 연속적 처리변수  와 추
정된 GPS  에 대한 블록화(blocking) 방법을 사용한다. 블록화 방법에 대한
6) 성과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는 Pr   을 계산하면 된다.
7) PSM이나 GPS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비교락성(unconfoundedness) 가정도 만족되어야 한
다. 이는 설명변수들에 의해 충분히 처리수준(본 연구에서는 수능 백분위점수)이 결정된다
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가정에 대한 가설검정은 불가능하다. 이 가정의 만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학업성취도(수능점수)를 결정하는 검증된 교육생산함수
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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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절차는 <부록 1>에 나와 있다.

Ⅲ. 데이터 및 기초 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1차년도(2004년)에 조사된 고등학교 3학년(인문계와 실업계) 코호트의
2005학년도 수능 백분위점수를 사용하였다.8) 교육고용패널 조사는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 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에 시
작되어 현재 8차년도(2011년) 조사결과까지 발표되었다. 기준년도인 2004년에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를 각각
2,000명씩 패널로 선정하여 2004～2011년까지 추적 조사하였다. 또한 1차년도
에는 추가적으로 학생의 보호자(가구),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행정가와 학생의
담임에 대한 조사가 더불어 진행되었다.
노동시장 성과는 두 가지 측정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2005학년도 수능점수
를 가진 대학(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취업(임금근로자+자영업) 확
률이다.9)10) 둘째, 2005학년도 수능점수를 가진 대학졸업자 중 7차년도와 8차
년도에 관찰된 임금근로자의 월 급여이다.11) <표 1>에는 졸업대학 유형별 각
성과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이 나와 있다. 대학졸업자의 취업확률은 2년제 대
학졸업자가 86%이고, 4년제 대학졸업자가 78%로 2년제 대학졸업자의 취업확
률이 더 높다. 임금근로자로 한정했을 때 2년제 대학졸업자 평균임금은 140만
8)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중에서 재수와 반수 등의 이유로 2005학년도 이후 수능시험을
치른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9) 본 연구의 목적이 가상의 수능점수가 주어졌을 때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
문에 수능성적이 매우 낮아지는(혹은 높아지는) 경우 노동시장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추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능점수를 가진 경우라면 2년제와 4년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학졸업자를 표본에 포함시켰다.
10) 취업자 중 자영업 취업의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5%(8차년도)~3.5%(7차년도)로 미미한
비율이다. 따라서 취업여부 변수에서 자영업자를 제외하더라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7차년도와 8차년도에 동시에 임금이 관찰된 표본의 경우 7차년도와 8차년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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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과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취업확률

2년제 대학

663

0.86

0.33

0

1

4년제 대학

493

0.78

0.41

0

1

1,156

0.83

0.37

0

1

전체

월 급여(단위 : 만 원)

2년제 대학

517

140

38.1

30

380

4년제 대학

343

145

41.8

20

300

전체

860

142

39.6

20

380

<표 2> 수능 백분위점수 기초통계량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언어
(LANG_PCT)

499

40

26

1

100

수리
(MATH_PCT)

430

43

25

1

100

외국어(영어)
(ENG_PCT)

494

38

26

1

99

원, 4년제 대학졸업자 평균임금은 145만 원임을 알 수 있다.12)
실증분석에 포함된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무연한은 1.8년이고 전체 표본의
95%가 근무연한이 4.5년 이하이다. 따라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근로자
(young workers)가 분석대상임을 알 수 있다. 수능점수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
역 3개 과목의 백분위점수를 선택하였다. 세 과목 수능점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이 <표 2>에 나와 있다.
성과변수와 임금의 상관계수는 <표 3>에서 보여준다. 직관대로 수능성적과
12) 임금근로자의 월 급여에서는 순수한 임금만 포함하였으며, 초과근무 수당과 특별급여는
제외하였다.

수능성적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일반화 성향점수 접근법(최필선·민인식) 

149

<표 3> 수능성적과 성과변수의 상관계수
언어

수리

외국어

월 급여

0.15***

0.15***

0.19***

취업확률

-0.049

0.016

-0.037

주 : ***는 상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1% 수준에서 기각함을 의미.

<표 4> 수능성적 분위별 평균임금
(단위 : 만 원)

언어

수리

외국어

1분위

138

140

138

2분위

142

144

144

3분위

139

143

139

4분위

149

143

142

5분위

155

162

166

임금은 양의 상관관계이고 취업확률과는 음의 상관관계이다. 또한 이러한 상관
관계는 월 급여 변수에 대해서는 0과 유의하게 다르지만 취업확률 변수와는 상
관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
<표 4>는 수능성적 분위별 평균임금을 보여준다. 모든 과목에서 수능성적 분
위별 임금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리와 외국어 성적 5분위
에 따른 평균임금은 4분위까지는 차이가 크지 않다가 마지막 5분위에서 평균임
금이 크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단 언어의 경우에는 3분위까지는 차이가 없고
4분위와 5분위에서 평균임금이 크게 높아진다.
GP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처리변수인 수능점수를 결정하는 처리전(pretreatment) 변수들이 필요하다.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교육생산함수의 설명변
수를 크게 개별 학생특성과 관련된 변수, 그리고 학교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나
눌 수 있다(최필선․민인식 2010). 본 연구에서는 개별 학생특성 변수로서 성
별, 공부시간,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사교육비 지출수준 등을 고려하였고,
학교특성 변수로는 거주지역과 교급(인문계 또는 실업계), 그리고 사립학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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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처리전(pre-treatment) 변수 정의와 기초통계량
변수이름

정의

평균

표준편차

GENDER

남자 1 여자 0

0.31

0.46

CLASS

인문계 1 실업계 0

0.50

0.50

LANG_TIME

언어 일주일 과외시간

0.77

2.24

MATH_TIME

수리 일주일 과외시간

1.32

2.82

ENG_TIME

외국어 일주일 과외시간

0.99

2.05

SELF_TIME

일주일 혼자 공부하는 시간

2.39

1.95

FA_EDU1

아버지 교육수준 : 고졸 미만

0.30

0.46

FA_EDU2

아버지 교육수준 : 고졸

0.52

0.49

FA_EDU3

아버지 교육수준 : 대학재학 이상

0.16

0.37

MA_EDU1

어머니 교육수준 : 고졸 미만

0.40

0.49

MA_EDU2

어머니 교육수준 : 고졸

0.51

0.49

MA_EDU3

어머니 교육수준 : 대학재학 이상

0.07

0.26

INCOME

월평균 가구소득 로그값

5.35

0.75

PRI_EXP

월 과외비용 로그값

2.29

1.67

METRO

서울 및 7대 광역시 1
그 외 지역 0

0.40

0.49

PRIVATE

사립학교 1 그 외 0

0.53

0.49

부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한 정의와 기초통계량이 <표 5>에 나와
있다.

Ⅳ. 실증분석 결과

이번 장에서는 일반화 성향점수 접근법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수능점수와 노
동시장 성과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각 개인의 GPS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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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 위해 다음 선형회귀모형에서 최우추정치를 구한다(  첨자 생략).
                   
                 
                 

(10)
위 식에서  는 수능 백분위점수이고 언어, 수리, 외국어 과목의 수능점
수를 각각 사용하였다. 처리전 변수 중에서  변수는 해당과목의 일
주일 과외시간을 선택하였다. 성과변수를 취업확률과 임금 중 어느 것을 사용
하느냐에 따라 추정에 사용되는 표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 선형회귀모형 결과
는 조금씩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표 6>에서는 성과변수가 임금
인 경우에 대해서만 각 과목별로 교육생산함수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표 6> 교육생산함수 추정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

GENDER

-4.66**

-2.80

-6.75***

CLASS

27.3***

17.80***

24.86***

PRI_TIME

0.49

-0.13

0.42

SELF_TIME

3.08***

2.92***

3.23***

FA_EDU2

1.55

4.39

5.19**

FA_EDU3

7.14**

6.56*

12.33***

MA_EDU2

0.65

0.71

MA_EDU3

8.55*

7.63**

INCOME

-0.70

-0.26

-0.74

PRI_EXP

-0.18

1.03

-0.02

2.33

2.99

1.41

-0.39

-0.36

1.32

11.40

12.50

7.56

21.75***

22.10***

20.50

537

616

-2424.5

-2734.7

METRO
PRIVATE
상수항





6.59*

0.51

obs

624

logL

-2807.2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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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추정치와 식 (6)을 이용하여 각 개인에 대해 GPS를 계산할 수 있
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GPS 접근법에서 수능점수와 노동시장 성과의 인과관계
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균형성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먼
저 수능점수를 4개의 처리그룹으로 나누었다. 특정 처리그룹 내에서 GPS 값이
주어졌을 때 처리전 변수들의 조건부 평균을 계산했다. 이 조건부 평균은 다른
처리그룹 내 조건부 평균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12개 처리전 변수
에 대해 평균 차이에 대한 t 검정을 실시했다. <표 7>은 성과변수가 임금이고
수능성적이 언어인 경우에 대해 4개 처리그룹 별로 t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13)
총 48번의 평균 차이 t 검정에서 5번만 처리전 변수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균형성 조건을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7> 처리전 변수의 조건부 평균차이
처리구간 1
[1,16]

처리구간 2
[17,39]

처리구간 3
[41,64]

처리구간 4
[67,100]

GENDER

-0.004

0.005

0.001

0.011

CLASS

0.004

-0.011

-0.050***

-0.066***

PRI_TIME

0.054

-0.026

0.003

-0.032

SELF_TIME

0.247***

0.012

-0.142**

0.019

FA_EDU2

-0.026

0.008

-0.005

-0.006

FA_EDU3

0.023

0.003

-0.008

0.003

MA_EDU2

-0.034**

0.003

-0.005

-0.12

MA_EDU3

0.025**

0.000

-0.005

-0.001

INCOME

0.027

-0.023

0.020

-0.004

PRI_EXP

0.098

-0.080*

0.057

-0.007

METRO

0.010

-0.004

-0.018

0.010

-0.008

0.013

0.001

-0.012

PRIVATE

13) 성과변수와 수능점수를 달리한 여타 조합에 대해 실행한 균형성 검정결과에서도 균형성
이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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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 투입 - 반응함수 모형 추정 :   =언어과목 수능성적
성과변수 : 임금
(선형회귀모형)

성과변수 : 취업확률
(프로빗 모형)



-0.750*

 

0.009**

-0.000014

128.9

-24.7

-11155.6

-688.8

 (GPS)


(GPS 제곱)

  × 

16.06

표본크기

444

-0.006

0.409
624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다음으로 실증분석 단계는 식 (7)의 투입 - 반응 함수에서 제시한 대로 성과변
수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수능점수와 GPS 변수를 설명변수로 둔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성과변수가 임금인 경우에는 선형회귀 모형을 추정하고 취업확률인
경우에는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8>에서는 처리변수가 언어과목 수능
성적인 경우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14)
마지막 실증분석 단계는 식 (7)의 투입 - 반응함수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수
능 백분위점수를 20~100까지 변화시켰을 때 노동시장의 평균적 성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나타냈다. 먼저 [그림 1]에서는 성과변수가 취업여부(이항
변수)인 경우 투입 - 반응 함수를 보여준다. 어떤 과목이든지 공통적으로 상위
권으로 갈수록 취업확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15) 특히
수능 백분위점수가 80 이상이 되면 취업확률의 하락이 뚜렷해져 최종적으로는
74% 수준까지 떨어진다. 수리와 영어점수를 처리변수로 간주한 경우에도 취업
확률 변화 패턴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수능점수가 높아질수록 취업
확률이 떨어지는 패턴은 언어과목일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어떤 과목

14) 수리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수능점수를 처리변수로 사용한 경우의 추정결과는 <부록 2>
에 주어져있다.
15) 분석대상 코호트가 수능시험을 치룬 후 7〜8년 이후의 대학졸업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0~1년 후 시점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 후 2〜3
년 후 시점에서의 취업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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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투입 - 반응 함수 그래프 : 취업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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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백분위점수가 40~70 사이에 있으면 취업확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능성적이 좋을수록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
은 상위권 대학졸업자들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이들은 취업보다는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특히 수능 백분위점수 80 이
상의 대졸자들은 좋은 직장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보인
다.16)
대학졸업자를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여 수능점수와 임금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 2]에 나와 있다. 그림을 보면 수능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패턴은 분명해 보인다. 언어, 수리, 영어 어떤 과목의 수능성적을 처
리변수로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상승하는 패턴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16) 이는 다른 분석으로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1~8차 KEEP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언어영
역 수능 백분위점수가 80 이하인 그룹이 첫 직장을 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졸업 후 6.8개월인 반면, 수능점수가 80 이상인 그룹의 경우에는 7.0개월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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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투입 - 반응 함수 그래프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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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과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능 백분위점수 60까지는 임금 증
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백분위점수가 20이면 평균 임금은 138만 원이
고 백분위점수가 60이면 평균임금은 145만 원으로 약 5%의 임금상승이 관찰
된다. 하위권의 수능점수가 중위권으로 높아지더라도 노동시장 성과는 그리 높
아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능점수가 하위권인 경우 2년 과정인 전문
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4년제 대학졸업자보다 더 빨리 노동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직업에 종사하더
라도 취업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임금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수능성적이 중위권(60% 위치)에서 상위권(90% 위치)으로 높아지면 사정이 달
라진다. 이 경우에는 임금이 156만 원(수리)~168만 원(영어)으로 7.5~15.8%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수능점수가 높아질 때 임금이 크게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17) 결국 이 내용을 앞의 분석 결과와 종합하면 수능성적이
17) 김진영․최형재(2010)는 매칭방법과 대리변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영어(토익) 성적이 임금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매칭방법으로 분석하면 영어점수가 임금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대리변수 접근법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기간 동안 영어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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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이 될수록 취업확률은 낮아지지만, 취업에 대한 보상(임금)은 높아진다
고 요약할 수 있다. 공부를 잘 할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직관과 일치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높은 수능성적에 대한 보상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다.
<표 9>는 두 가지 임금상승률 시나리오하에서 임의의 임금근로자  의 가상
수능점수에 따라 임금소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계산한 것이다. 만약 어떤
근로자의 수능 백분위점수가 20, 60, 90인 경우 노동시장 진입 시 연간 임금소
득은 각각 1,656만 원, 1,740만 원, 1,932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황
에서 임금상승률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이 근로자의 5년 후와 10
년 후 임금소득을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임금상승률
이 수능성적과 상관없이 항상 연 5.1%라고 가정했다. 이 경우 수능 백분위점수
가 90이었을 때와 20이었을 때의 5년 후 임금격차는 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수능성적별 연간 임금소득 변화 시뮬레이션
(단위 : 만 원)

노동시장
진입 시
임금소득
5년 후
시점
임금소득
10년 후
시점
임금소득

시나리오 1하에서
수능 백분위점수별 임금소득

시나리오 2하에서
수능 백분위점수별 임금소득

20점

60점

90점

20점

60점

90점

1,656

1,740

1,932

1,656

1,740

1,932

2,123

2,231

2,477

2,014

2,220

2,585

2,723

2,861

3,177

2,451

2,834

3,459

주 : 1) 시나리오 1은 수능성적에 상관없이 연 5.1%의 동일한 임금상승률을 적용한 경
우이고, 시나리오 2는 수능성적에 따라 임금상승률을 달리하여 수능 백분위점
수가 90인 경우에는 연 6%, 60은 5%, 20은 4%를 적용함
2)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0~2011년 전체 사업체 평균 임금상승률이 연
5.1%임.
에 대한 투자는 추후 노동시장에서 유의한 임금증가를 유도하는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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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분위점수가 90이었을 때와 60이었을 때의 임금격차는 11.0%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수능성적 상위권의 대학졸업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상승률
이 높은 기업(가령,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가정하에서 수능점수에 따라 임금상
승률을 달리 설정하였다. 즉, 수능 백분위점수가 90인 경우에는 연 6%, 60은
5%, 20은 4%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수능 백분위점수가 90이었을 때와 20이었
을 때의 5년 후 임금격차는 28.3%이고, 10년 후 임금격차는 41.1%로 크게 벌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능 백분위점수가 90이었을 때와 60이었을 때
의 임금격차는 5년 후 16.4%, 그리고 10년 후에는 22.0%가 된다.
금액으로 계산된 처리효과의 크기에 대해서는 주관적 견해에 따라 해석이 달
라질 수 있다. 위에서 계산된 임금격차를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에 대한 노
동생산성 차이로 해석한다면 수능성적 향상을 위해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과 사
회적 편익(노동생산성 증가)이 서로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최근 청년실업의 주요한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거론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대졸자는 구직난을 겪는 현상이다. 대졸
구직자들은 한번 중소기업을 돌기 시작하면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할지도 모른
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 취업을 위해 수많은 입사지원서를 작성하
는 것은 고3 수험생이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3 수험생들의 명문대 진학을 위한 노력은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임금과 직업 안정성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3 수험생의 명문대 진학노력의 정도를 수능점수로 대신하
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노동시장 진입시점 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
하였다. Hirano and Imbens(2004)가 제시한 일반화 성향점수 접근법을 이용하
여 특정 대학졸업자가 가상의 수능점수를 받았을 때 임금성과를 계산하였다.
가상의 수능점수를 백분위점수 20～100까지 연속적 처리(continuous treatment)
로 주었을 때 각 처리수준에서의 임금을 모든 대학졸업자에 대해 계산한 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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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임금을 계산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수리, 외국어 과목을 수능점수로 사용했을 때 어떤 과목을 처리
변수로 사용하더라도 수능성적이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
하였다. 특히 수능 백분위점수가 80 이상이 되면 취업확률이 뚜렷이 하락하여
최종적으로 74%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수능점수가 높아질수록 명
문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대학졸업자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수능점수가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직관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해 확인된다. 어떤 과목의 수
능점수를 처리변수로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상승하는 패턴은 유사하다. 구체적
으로 수능 백분위점수가 60에서 90으로 높아지면 임금상승률은 7.8~15.8%로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수능 백분위점수가 60 이하인 경우에는 임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역시 발견되었다. 즉 수능점수 하위권이 중위권으로 높
아지더라도 노동시장 성과는 그리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수능점수
가 높아짐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정도는 영어 과목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고등학교 기간 동안 영어에 대한 투자는 추후 노동시장에서 유의
한 임금증가를 유도하는 인과관계가 다른 과목에 비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GPS 접근법에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초기 노동시장 진
입 후 5년 후와 10년 후 임금을 계산해 본 결과, 수능성적에 따라 임금상승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능 백분위점수 90과 20의 임금격차는 28.3%(5년 후)
와 41.1%(10년 후)이다. 수능 백분위점수 90과 60의 임금격차는 16.4%(5년 후)
와 22.0%(10년 후)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는 수능점수라는 연속적 처리변수가 향후 노동시장 진입시점의 임금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즉 수능성적 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
(임금상승)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계산된 임금상승 정도는
수능성적 향상을 위해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과 비교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대학진학을 위한 투자 또는 수능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
투자 정도를 결정하는 데 본 연구의 실증분석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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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균형성(balancing property) 가정을 검정하기 위한 블록화 방법
단계

내

용

  의 분포에 따라 4개 구간(25percentile 이하, 25percentile~50percentile,
1

50percentile~75percentile, 75percentile 이상)을 정한 후 각 구간에서
처리변수의 중앙값에서 먼저 계산한다. 이 값을 각각            로
표시하자.

2

  이 처리수준 별로 주어져 있고 각 개인   값을 대입하여  를 계
산한다. 계산된  의 분포를 근거하여 5개 블록으로 표본을 나눈다. 각
블록을               으로 표시한다.

3
4

각   에 포함된   의 평균을 계산한다. 이러한 평균 계산을   ∼  
에 대해서 반복한다.
2단계와 3단계를   ∼   에 대해서도 반복실행한다.

3단계에서 계산한 평균을 이용하여 평균차이를         계산
5

6

7

한다. 여기서   는         에 속한   의 가중평균이다. 유사하게



 
 ,   ,   ,   를 계산한 후 5개 평균 차이에 대한
가중평균을 구한다.
5 단계에서 제시한 평균차이 계산방법을   ,   ,   에 대해서도 반복
적으로 계산한다.
각 treatment level 그룹(   ∼   )에서 pre-treatment 변수의 평균차이에
대한 t 검정을 실시하여 평균차이가 0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면 balancing property를 만족하게 된다.

<부표 2> 투입 - 반응함수 추정결과 : 수리 영역과 외국어 영역
성과변수 : 임금
(선형회귀 모형)

성과변수 : 취업확률
(프로빗 모형)

수리

외국어

수리

외국어



-1.680***

-0.588

0.015

0.008

 

0.017***

0.010***

-0.000118

-0.000079

2576.8

3105.6

57.4

2.7

-121724.5

-111499.4

-1806.5

473.6

  × 

29.46

14.79

-0.36

-0.17

표본크기

382

438

537

616

 (GPS)
 (GPS 제곱)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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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ing the Treatment Effect of CSAT Score on Labor
Market Performance at Entry Level :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Approach
Pilsun Choi · Insik Min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CSAT) score on college graduates’ labor market performance. CSAT
score is a representative measure of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performance. In this sense, the association of CSAT score and wage implies
how high-school performance is connected with labor market outcomes. In
Korea,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re excessively invested to boost CSAT
score and thus our results indicate the impact of private education on labor
market performance after college graduation in the long run. Because 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survey is a longitudinal study
including Korean youth’s educational experience and their occupational world,
we can analyze the linkage between CSAT score and wage. With regard to
an empirical methodology, we employ the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GPS)
method as a counterfactual approach which i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regression approach. Using GPS method, we measure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f CSAT score on a college graduate’s wage when the treatment is
continuously varying. According to our empirical results, higher CSAT score
causes lower employment probability for college graduates. Regarding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wage, an increase in CSAT score from low rank
to middle rank does not seem to add an additional treatment effect. It is,
however, found that an increase in CSAT score from middle rank to high
rank appears to be relatively effective to cause higher wage level.
Keywords :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CSAT) score,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GPS), labor market performance at ent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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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을 시작하며

우리나라는 2006년 말 노조법 개정 전까지 직권중재제도를 두어 필수공익사
업에서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왔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들로
인해 2006년 12월 30일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조건하에서 필수공익
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었다.
2001년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제도 논의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고한 국가들
은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아일랜드 등이었고, 그 중에서도 주로 프랑
스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 시행 중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마련
하였다.1) 당시 이탈리아는 1990년 ‘필수공익서비스에서의 파업규제법’을 제정
하여 시행 중이었고, 10년간의 시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 법을 제정하여 1990년 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던 상태였
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탈리아 제도에 대한 연구 없이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의 필수
유지업무제도가 고안되었다.
이탈리아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서 별도의 규제법을 두고 있고, ILO가 제시
하는 필수서비스(essentiali service)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필수공익서비스(i servizi pubblici essenziali)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필수공익서비스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필수공익사업 관련 제도 시행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한국노동연구원,『파업기간 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비스 유지방안 : 파업시 최소
업무 유지의 필요성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사업, 2003, pp.8〜17;
노사정위원회,『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제도 논의자료』, 2003, pp.30〜32; 노사관계제도선
진화연구위원회,『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2003,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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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탈리아에서 일반적인 파업의 원칙

이탈리아 헌법 제40조는 “파업권은 규정된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필수공익서비스에서의 파업을 규제하기 위해
1990년 6월 12일 제146호 법률이 제정되었다. 본 논문의 주제인 필수공익서비
스의 파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파업 일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업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로 분
류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2) 범죄로서의 파업(sciopero-delitto), 자유로서의 파
업(sciopero-libertà), 권리로서의 파업(sciopero-diritto)이 그것이다. 범죄로서의
파업은 국가가 민법 및 형법으로 파업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유로서의
파업은 형사면책의 보장을 의미하고, 권리로서의 파업은 형사면책뿐만 아니라
민사면책의 보장도 포함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59년 사르데냐(Sardegna) 형법에서 파업은 형벌에 의해
금지되었고, 1861년 통일 후에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전국적으로 확대․적용되
었다. 그 후 1889년 자나르델리(Zanardelli) 형법은 파업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
제하였다. 그러나 파시즘 시기에 들어서면서, 파업은 다시 금지된다. 1926년 4
월 3일 제563호 법률에 의해 쟁의행위는 파업도 직장폐쇄도 모두 금지되었다.
또 1930년에 제정된 형법(Codice penale)은 파업과 직장폐쇄에 대한 형벌을 보
다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전후 제정된 헌법 제40조는 파업권을 보장하였지만, 형법상의 형벌규정은 그
대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파업에 대한 형벌 관련 사건은 주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되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형벌 규정의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경제적 파업에 대해서는 형벌 적용이
2) Antonio Vallebona, Istituzioni di Diritto del Lavoro - I. Il Diritto sindacale, settima
edizione, Cedam, 2010, pp.247~248.
3) Corte cost. 4 maggio 1960 n. 29, MGL, 1960, 108; 헌재는 이 사건에서 계약 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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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형법 제502조의 폐지), 또 정치파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형벌 적용
이 금지된다(형법 제503조의 합헌적 해석).4)
1970년 제300호 법률의 제정 후에는, 파업권을 침해하는 불이익 조치는 제28
조의 ‘반조합행위(condotta antisindacale)’5)로서 금지되었고, 파업권에 대한 보
호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파업권은 노동력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이다.6) 헌법
체계 안에서 파업의 기능은 개인의 기본권 방어를 위한 권리행사이다. 그렇게
헌법 제40조는 헌법 제3조 제2항7)과 연결된다.8) 그러나 파업권도 여타의 기본

4)

5)

6)

7)

8)

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및 직장폐쇄를 금지한 형법 제502조를 위헌이라고 판시하
였다. 또 공공부문에서의 작업정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제330
조는 1990년 법률 제146호 제11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탈리아 형법은 정치파업(sciopero politico)과 연대파업(sciopero di solidarietà), 항의파
업(sciopero di protesta)을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제503조～제505조). 그런데 정치파업을
금지하는 형법 제503조에 대해서 이탈리아 헌재는 헌법질서의 파괴나, 주권이 표명되어
있는 합법적 권력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파업까지 금지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Corte cost 27 dicembre 1974 n. 290, MGL, 1975, 1).
따라서 헌법질서의 파괴나 합법적인 권력의 자유로운 행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
치파업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Corte cost. 13 giugno 1983 n. 165, FI, 1983,
I, 1797).
‘반조합행위(condotta antisindacale)’란 조합의 자유 및 조합활동 또는 파업의 실행을 방
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처럼 금지 대상이 되는 행
위를 유형화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반조합행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다. 보통 노동조합권 침해행위, 다른 노조와의 차
별행위, 단체교섭 거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탈리아는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 민법의 정의 조항을 기초로 해석하고
있다. 민법은 종속 노동의 제공자(prestatore di lavoro subordinato)란 보수(retribuzione)
의 대가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기업주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하에서 제공
하면서 기업 내에서 협동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094조). 일반적으로 학
설은 민법 제2094조를 참고하여, 종속 노동자(lavoratore subordinato)란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임금의 지불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탈리아 민법
에는 종속노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독립노동(lavoro autonomo)이라는 개념과 여기에서
비롯된 독립 노동자의 개념도 있다(제2222조).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러한 독립 노동자에
게도 노동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 개념과의 구별을 위
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조법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탈리아의 경우에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제3조 제2항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며,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직에 모든 노동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질서에 대
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Antonio Vallebona, p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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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 제한을 받는다.
파업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 제40조가 예정한 일반적인 파업규제법이 존
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에서 외재적 제한(limiti esterni)과 내재적 제
한(limiti interni)이라는 분류를 통해서 논의되었다.9) 외재적 제한은 헌법상 보
호되고 있는 우월적인, 또는 동등한 이익과의 조정10)이라는 관점에서의 제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생명, 건강, 개인의 안전과 사회의 필수적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11) 노동자의 경제적 파업 제한과 정치파업 등의 제한 가능성은 이러
한 관점에서 검토된다. 내재적 제한은 파업의 개념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의 제약이다.12) 이것은 노동자의 집단적 노무거부도 그 방식에 따라서
는 파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이유로 권리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점에서의 제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은 정당성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법률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의 범위
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에 비하여, 이탈리아에서는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획
정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9) Giannini, Diritto amministrativo, tomo Ⅱ, Giuffrè, Milano, 1993, p.23.
10) Corte cost. 2 luglio 1958 n. 46, MGL, 1958, 123; Corte cost. 28 dicembre 1962 n.
123, MGL, 1962, 416; Corte cost. 17 marzo 1969 n. 31, MGL 1969,1; Corte cost. 3
agosto 1976 n. 222, MGL, 1976, 297.
11) Cass. 7 giugno 1952 n. 1628, MGL, 1952, 124; Cass. 17 ottobre 1961 n 2183, MGL,
1961, 404; Cass. pen. 26 marzo 1971 n. 1961 (Reineri), MGL, 1972, 322; Cass. pen.
19 aprile 1972 n. 573 (Gravina), MGL, 1973, suppl., 141; Cass. pen. 15 giugno 1977
n. 2647 (Fava), MGL, 1978, 652; Cass. 17 dicembre 2004 n. 23552, FI, 2005, I, 2774.
12) 大內 伸哉,『イタリアの勞働と法』, 日本勞働硏究機構, 2003,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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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탈리아의 필수공익서비스제도

1. 필수공익서비스의 의의
가. 필수공익서비스의 정의
1990년 제146호 법률은 제1조 제1항에서 필수공익서비스를 “생명, 건강 및
자유, 안전, 이동의 자유, 사회보장, 교육, 통신의 자유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개
인의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이 법
의 목적이 “파업 시 이 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개인의 권리의 향유와
파업권의 실행을 조화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1조 제2항 a부터 e에서 필수공익서비스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생명, 건강, 개인의 자유와 안전, 환경과 역사적 유적과 관련된 서비스들의
보호; 보건; 공중위생; 도시 치안 유지; 도시 쓰레기 및 유해 쓰레기의 수
거와 처리(폐기); 동물과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한 세관 서비스; 에너지
공급, 에너지 생산, 자연자원, 기본적인 필수품들과 그 서비스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법의 집행, 특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보호 방법, 그리고 형사 피고인을 구속하는 절차; 환경
보호 서비스와 문화재 감독 서비스;
b. 이동의 자유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버스, 지하철, 전차, 기차, 비행
기, 공항 등 도시 및 교외의 공공 운송 서비스, 그리고 낙도의 유일한 연결
수단인 해상교통;
c. 사회보장과 공적부조, 그리고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해
서 생활에 필수적인 재정의 공급과 관련된 서비스; 은행의 업무를 통해 창
출된 금액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d.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공교육, 특히 탁아소, 유치원, 초․중학교, 대학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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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공교육(시험까지 포함)
e. 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서비스; 우편, 통신, 그리고 공영 방송(라디오/TV)의
뉴스

나. 필수공익서비스의 내용
이탈리아의 필수공익서비스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13)
“생명, 건강, 개인의 자유와 안전, 환경과 역사적 유적과 관련된 서비스들의
보호”를 위해 1990년 법은 제1조 제2항 a에서 그 내용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 및 법의 집행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다양한 그룹으로 규정되어 있
는데, 각각 분리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보건” 서비스를 위해, 1990년 법은 공중보건과 민영보건시설의 의사,
수의사, 의사가 아닌 직원과 사용자들, 연구원들, 행정가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응급실 의사들14)과 기본 패널 의사들, 민영 약국, 시립 약국, 약국의 중간 공급
자들에게 적용된다.
둘째, “공중위생, 도시 쓰레기 및 유해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폐기), 환경 보
호 서비스”의 보호를 위해, 1990년 법은 환경위생을 위한 협정을 적용시킨다.
이 협정은 개간조합, 장례 서비스, Enea(Agenzia nazionale per le nuove
tecnologie, l'energia e lo sviluppo economico sostenibile: 국립신기술자원환경
공사), 그리고 장관들과 지자체들에 적용된다.
셋째, “도시 치안 유지, 문화재 감독15), 동물과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한
검역” 서비스를 위해 장관들, 소방관, 지자체, 세관, 그리고 공항에 1990년 법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넷째, “에너지 공급, 에너지 생산, 자연자원, 기본적인 필수품들과 그 서비스
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해 1990년 법의 규
13) Antonio Vallebona, Le regole dello sciopero nei servizi pubblici essenziali, G.
Giappichelli editore - Torino, 2007, pp.55〜57.
14) 앰뷸런스 등 응급실 외의 응급영역의 의사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verb. 21 dicembre
2005 n. 637 pos. 22944).
15) 오직 문화재 감독 업무만이 필수업무이다. 문화재에 대한 공적인 검증 업무는 해당되지
않는다(verb. 20 febbraio 2003 n. 491 pos. 14335). 또한 연극 공연은 필수업무가 아
니다(verb. 11 maggio 205 n. 592 pos. 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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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은 가스, 수도, 전기, 산업기반시설, 화물 운송, 연료공급 사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의 공급과 필수공익서비스에서
생산 활동의 지속성(제3조)”을 위한 섬으로의 운항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
되지 않고 남겨져 있다. 필수업무보장위원회는 가장 필수적인 재화와 에너지의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에서, 가장 필수적인 대체재의 분배를 위한 어떠
한 규정이나 조치도 없이 재화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
례 지적하는 결정을 내렸다.16)
다섯째, “법의 집행, 특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보호 방
법, 그리고 형사 피고인을 구속하는 절차”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법관들에게
7개의 자주규제준칙이,17) 변호사들에게는 필수업무보장위원회가 정한 임시규
칙이,18) 법원과 행정부의 직원들에게는 중앙관청의 협정이, 국무회의(Consiglio
di Stato)와 TAR(Tribunale Amministrativo Regionale : 지방행정법원)의 직원들
에게는 임시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선변호사에게는 그러한 규칙이 적용되
지 않는다.
1990년 법 제1조 제2항 b는 “이동의 자유” 보호를 위해 “버스, 지하철, 전차,

16) 필수업무보장위원회는 항구의 견인선 서비스(del. 2 marzo 1995 n. 8.49, 5 ottobre 1995
n. 10.9, 17 giugno 1999 n. 99/407-9.1, 11 novembre 1999 n. 99/611, 25 luglio
2002 n. 02/159, 16 aprile 2003 n. 03/72), 석유 추출 서비스(del. 27 febbraio 1997
n. 97/174-9.4; 2 novembre 2005 nn. 589〜590), 재화운송 서비스(verb. 16-17 dicembre
2004 n. 573 pos. 20374)는 필수공익서비스라고 결정하였다. 반면에, 큰 과수시장에서 행
해지는 서비스는 필수공익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del. 18 marzo 1999 n. 99/199
〜12.4).
17) 1983년 법은 제11조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의 내용 및 자주규제준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공무원과 공기업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안에 예견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항을 요
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단체협약의 요소들을 정해서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자주규제준칙은 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항 “정부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2조의 단체협약 절차를 개시하는 상황
에서,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와 제12조, 제14조의 노동조합에게 파업권의
자주규제준칙이 적용됨을 확인한다.” 제6항 “자주규제준칙은 제6조부터 제10조와 제12
조의 단협에 첨부되어야 한다.”
18) 변호사는 2000년 법 개정으로 인해 파업규제법이 적용되는 전문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사 조합이 자주규제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준칙은 필수업무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당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필수업무보장위원회에서 자주규제준칙에 정당성
이 없다고 판단하면 임시규칙을 적용하고 적합한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수업무보
장위원회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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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비행기, 공항 등 도시 및 교외의 공공 운송 서비스, 그리고 낙도의 유일한
연결 수단인 해상교통”을 필수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해당하
는 것은 지역 공공 운수, 국철(ferroviario), 항공, 공항 서비스, 해상교통 등으로
각기 다양한 협정을 맺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필수업무보장위원회는 이동권을
필수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19) 그래서 이동의 자유 관련 규정에 택시, 운전기
사를 포함하는 임대버스(전세차량), 도로 안전 및 구조대, 연료 공급자를 추가
했다.
1990년 법은 제2조 제1항 c에서 “사회보장과 공적부조, 생활에 필수적인 재
정의 공급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의 보호를 위해 “은행의 업무를 통해 창출된
금액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사회보험과 공공
부조를 담당하는 비영리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그리고 관련 기업의 경영자들,
정부, 신용회사, ABI(Associazione Bancaria Italiana : 이탈리아 은행연합회)와
Fedrecasse(Federazione Italiana delle Banche di Credito Cooperativo- Casse : 이탈
리아 신용협동조합 연합), 이탈리아 국책 은행, Cambi(외환거래소) 이탈리아
사무소에 적용된다.
“교육”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1990년 법은 “공교육, 특히 탁아소, 유치원,
초․중학교, 대학까지의 공교육(시험까지 포함)(제1조 제2항 d)”을 필수공익서
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지방 공공기관의 각 과목 연구원, 대학교
의 강사, 교직원, 경영자(총장)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교직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20)
“통신의 자유” 보호를 위해 1990년 법은 “우편, 통신, 그리고 공영 방송(라디
오/TV)의 뉴스(제1조 제2항 e)”를 필수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
은 우편 서비스, 민간 택배 회사, 통신 서비스, RAI(이탈리아 공영 TV)의 기자,
기술․행정직 직원들 등에 대해서 각각의 조정된 협정을 통해 확실하게 확립되
었다. 그러나 뉴스가 아닌 RAI의 방송들21)과 다른 뉴스 제공 매체들(신문, 민
영 라디오와 텔레비전)22)은 필수공익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del. 4 ottobre 2001 n. 01/100.
20) 1990년 법의 적용을 받는 필수공익서비스에서 연구기관은 제외되었다(verb. 16 marzo
2005 n. 584 pos. 21013).
21) del. 23 novembre 2000 n. 00/235, “La squadra”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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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공익서비스에서의 파업
가. 정 의
1990년 법에서 사용되는 파업권이라는 표현은 헌법 제40조 “파업권은 규정
된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다”에서 말하는 파업권과 동일한 표현이다. 그러
므로 1990년 법의 파업권(diritto di sciopero)이란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노동력 제공의 거부와 같은 파업의 일반적 효력을 필수공익서비스의 특별한 영
역에서도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1990년 법에서는 파업과 유사한 의미로 “집단
적 투쟁(conflitto collettivo, 제1조 제2항)”이나 “노동의 거부(astensione dal
lavoro, 제2조 제7항, 제4조 제1항)”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000년 법에서는 독립 노동자(lavoratori autonomi),23) 전문직(professionisti),24)
소규모 자영업자(piccoli imprenditori)25)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
였다(제2조의2). 입법자는 1990년 법에서 이들에게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을 참고하여 파업에 “업무에 대한 집단적 거부(astensione collettiva dalle
prestazioni, 제2조의2 제1항)”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1990년 법에서 사용했
던 ‘노동(lavoro)’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었다면, 2000년 법에서 사용
한 ‘업무(prestazione)’는 근로관계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는 필수공익서비스에서의 파업권에 대한 적용대상을 확대시
키기 위해서 용어를 변경한 것이다.
필수공익서비스 규정에 대한 법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업권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자(lavoratori socialmente utili),26) 파견 노동자
22) del. 3 dicembre 1992 n. 10.cr.
23) 독립 노동자(lavoratori autonomi)란 민법 제222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작업 계약(Contratto
d'opera)을 수행하는 노동자로, 특정 업무나 용역(servizio)을 종속관계 없이 주로 직접적
인 업무 수행을 통해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24) 전문직(professionisti)이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종속관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업무
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 약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5) 소규모 자영업자(piccoli imprenditori)란 구 파산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본금 90만 리라(460유로) 이하에 최저액의 과세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현재
2006년 파산법 개정으로 파산법의 적용이 제외되었다.
26)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자(lavoratori socialmente utili : LSU)란 이탈리아 정부가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청년인턴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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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oratori somministrati),27) 계속적으로 배치해서 사용하는 노동자(lavoratori
coordinati e continuativi)28)에게도 인정되었다.

나. 파업의 목적
일반적으로 파업의 목적은 집단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직업적으
로 관련이 있는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이거나 순전히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필수공익서비스에서의 파업의 목적들도 마찬가지
이다.
필수공익서비스에서 파업을 하는 목적에는 ‘파업예고의무’와 ‘파업기간의 명
시의무’의 면제를 위한 파업, 또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한 파업,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항의(제2조 제7항)”하기 위한 파업 등이
있다.29) 물론 이 경우에도 노조는 ‘파업예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외의 파업의 목적으로는 파업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한 파업, 또는 직접적
으로 필수업무를 줄이기 위한 파업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업의 목적으로
1990년 법 제4조 제4항의4에 따른 제재에 대항하기 위한 파업도 있다.

공공기관(복지시설 포함)에서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6개월씩 2회 연장 가능) 일
하면서 임금도 받고 직업훈련의 기능도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
해서 cfr. le delibere della Commissione 21 ottobre 1999 n. 99/540, 16 novembre
2000 n. 00/232, 31 gennaio 2002 n. 02/17. 사건 등에서는 파업권을 인정받았다. 반면
에, verb. 18 novembre 2004 n. 569, pos. 20091 사건에서는 파업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27)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 cfr. verb. 30 novembre 2005 n. 633 pos. 22649 결정에서 법으
로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체를 금지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파업권을 인정받았다.
28) 계속적으로 배치해서 사용하는 노동자(lavoratori coordinati e continuativi)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해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배치해서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
해서, 20 luglio 2005 n. 05/406; verb. 26 ottobre 2005 n. 624, pos. 22726. 결정에
서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종속노동자의 파업권은 준종속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
면서 파업권을 인정받았다.
29) 제2조 제7항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노동 거부의 경우에는 기간의 명시 의무와 예고 의무를 규정한 현재 규
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조는 제7항의 내용인 “헌
법 질서를 수호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항의”를 목적으로
내세우며 파업을 벌인다. 그러나 파업 이후에 필수업무보장위원회의 판단으로 파업 목적
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예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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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업의 규모
파업규제법은 필수공익서비스에서 파업의 최대 규모나 최소 규모에 대해 명
확히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몇 개의 협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의 파업처럼 필수
공익서비스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협소하고 집중적인 단체 파업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등을 초과하는 파업
기간으로 인해 희생되는 이용자들의 이익에 관한 조정이 적용된다.
여러 협정에서 파업에 대한 특별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필수업무
를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의무가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30) 일반 판사들, 군 법관
들, 명예 법관들을 위한 자주규제준칙에서는 오직 전국 규모의 파업만을 허용
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사업과 지역공공운수와 같이 중요한 필수공익서비스에
대한 협정은, 국가와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파업의 경우에 필수업무를 최대
한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오직 휴일만 파업 허용, 예고기간의 연
장, 참여하는 모든 노조의 서명이 담긴 선언 등). 환경보건업, 약국의 중간 배분
자, 장례서비스, 청소업, 제철업, 가스와 수도 서비스, 전기서비스의 경우, 전국
파업 시 협정에서 부과된 파업 예고기간이 더 길다.

라. 파업의 형태
필수공익서비스의 파업은 일반 파업과 달리 형태의 제한을 받는다. 일반 기
업에서의 부분 파업에 대해 판례는 기업자가 그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방
해하지 않는 한 합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필수공익서비스에서의 파업은 이
용자들이 받을 과도한 손해를 고려하는 필수업무보장위원회의 일반적 원칙으
로 인해, 전문적인 업무나 생산 단위에서 체결한 협정들31)에서 업무 중에 행해

30) 이것은 비영리 공기업, Enea, 지자체, ex IACP, 대학강사가 아닌 교직원, 보건부문,
Anfass(Associazione Nazionale Famiglie di Persone con Disabilità Intellettiva e/o
Relazionale : 정신지체장애인가족연합) 등의 규정으로 단일노조나 직종노조에 해당하는
노조들이다.
31) 지방공공운수, 철도사업, 항공, 비영리 공기업, Valle d'Aosta 지방의 공공부문 서비스,
지자체, 지방기업의 경영자, ex IACP, 대학강사가 아닌 교직원, 대학총장, Enea, 약 공
급자, LUISS의 강사가 아닌 교직원, RAI 기자들, RAI의 기술․행정직 직원들, 환경보
건, 장례서비스, 개간조합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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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파상파업(sciopero a singhiozzo : 딸꾹질 파업)’과 ‘파상부분파업(sciopero
a scacchiera : 체스판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파상파업(sciopero a singhiozzo)’
은 이용자에게 착각과 혼돈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금지된다. 따라서 주로 정
해진 시간에 운행되는 철도사업, LUISS(Libera Università Internazionale degli
Studi Sociali : 대학)의 강사가 아닌 교직원, RAI 기자들, RAI 기술․행정 직원
들, 헬기구조대 등의 협정에서 파상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파업규제법은 사용
자들의 이익보다는 파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우선하지만, 필수공익서비스에서
의 파업은 이용자들의 이익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개의 파업 선언(sciopero a pacchetto : 선물꾸러미 파업)도 금지된
다. 많은 협정들에서 이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32) 파업 시 업무를 하기
로 지명된 개인 노동자의 파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정된 파업 기간 동안 일반
적인 파업효과는 보장하지만,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파업의 최대 기간에 대해서도 과도한 파업 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RAI의 기술․행정직 직원들, LUISS의 강사가 아닌 교직원, 개간조합, 환
경보건, 장례 서비스 등의 협정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파업 외의 쟁의행위에 대한 법의 적용 경향을 보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최소
한의 거부로 개인의 작업속도를 늦추는 감속파업(il rallentamento concertato dei
ritmi di lavoro),33) 조직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감속파업(il ritardo sistematico),34)
조직적 반대(l'ostruzionismo),35) 준법투쟁36)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필수업무보
32) “한 개의 파업 선언은 오직 한 개의 목적만을 가질 수 있다”는 del. 11 marzo 1999 n.
99/172-10.24, 10 giugno 1999 n. 99/375-9.20 결정에 따라 Enea, LUISS의 강사가 아
닌 교직원, 우편 서비스, 통신업, RAI 기자들, 환경보건, 약 공급자, 지방공공운수, 항공,
헬기구조대, 철도사업, 청소업, 개간조합, 도로 안전 및 구조, 조세 재판관 등은 협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여러 개의 파업선업 금지를 명백하게 규정한 연료 공급자,
RAI의 기술․행정직 직원들의 협정도 있다.
33) del. 16 luglio 1998 n. 98/481-8.12, 27 maggio 1999 n. 99/338-10.1.
34) del. 5 ottobre 1995 n.8.90.
35) 조직적 반대는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개간조합 협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비영리
공기업, Valle d'Aosta 지방의 공공부문 서비스, 지자체, ex IACP, 보건, 국립대학과
LUISS의 강사가 아닌 교직원, Anfass, Enea 등은 유사한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36) 철도 기관사의 감속 운행(del. 30 ottobre 1991 n. 5t), 지방 운송을 위한 차량의 흠결을
주장하기 위한 파업(del. 22 ottobre 1998 n. 98/690-9.7)은 준법투쟁으로 인정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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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원회는 협박, 폭력, 직장점거, 폭력적인 피케팅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금
지하고 있다.

3. 필수업무
가. 기능과 법적 규제
1990년 법 제2조 제1항은 “필수공익서비스의 파업권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향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업무(le prestazioni indispensabili)
의 제공을 설정하는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실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수업무의 의무는 파업을 선언한 노조들 또는 노조에 가입해서 파업을 실행
하는 노동자들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의
무이기도 하다(제2조 제3항). 따라서 노조는 파업 선언 시, 노동자들에 의해 실
행되어야 하는 업무와 그 업무들을 보장하는 적합한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그
리고 사업주와의 협정에 따라 파업의 예고에서도 명시하기도 한다.
필수업무들은 기간의 명시와 예고 의무가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일반
파업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파업의 이유(i motivi dello sciopero)도 되어
서는 안 되며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입법자는 파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7) 따라서
법은 필수업무들은 “평균적으로 평소 제공되는 업무들의 50%를 넘지 않는 범
위에서 지속되어야 한다(제13조 제1항 a)”고 규정하고, 필수업무들은 “노동자
들이 엄격하게 유지해야 하는 필수적으로 할당된 업무”라고 본다(제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a). 다만, 필수업무에서 “기술적 조건과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13조 제1항 a). 이러한 제한들은 오직 업무들이 서비스들의 평소 제공 “시간
나 도로법상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업이 성립하지 않는다(del. 10 dicembre
1998 n. 98/871-9.6).
37) verb. 6 novembre 1990 n. 7.은 법에서 규정한 “엄격하게 필수적인 할당(quote strettamente
necessarie)”은 “파업권에 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침해(sacrificio minimo indispensabile
del diritto di sciopero)”를 의미한다고 한다. 반면에, Cass. 14 settembre 2000 n. 12150
판결은 “엄격하게 필요한 할당(quote strettamente necessarie)”을 필수업무의 “최소화 개
념(concetto di minimalità)”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와 파업권 간의
“적합한 균형(equilibrata compatibilit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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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서비스 제공에 엄격하게 필요한 안전이나 기능의 수준을 보장하는데 필
요”하기 때문에 필수업무보장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
해서 극복될 수 있다(제13조 제1항 a). 또한 가능한 한 파업권을 덜 제한하기
위해서 입법자는 필수업무의 방식이 “경쟁 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 또는 대체
서비스의 유용성”을 존중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a).
파업 기간 동안 보장되는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각각의 파업마다 이용자들에
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2조 제6호). 정보 제공은 특히, 필수적인 물품들의
공급과 사람들의 이동을 항시 보장하는 운송 서비스와 낙도의 유일한 해상교통
에서 더 중요하다(제3조). 모든 운송 서비스들에서 보장되는 필수업무들은 공
지와 동시에 이용자에게 명시되어야 하고, 파업의 구체적인 예고를 통해서도
명시되어야 한다(제2조 제2항). 또한 독립 노동자 등의 집단적인 노동 거부 기
간에도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향유와의 조화를 목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업무의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제2조의2 제1항).

나. 필수업무 결정에 대한 위임
법은 각각의 필수공익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파업에 대한 법적 제한과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부문별 협정들에 필수업무의 결정(l'individuazione)을 위임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제2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a). 따라서 필수업무에 대한
결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 협정(accordi)과 자주규제준칙(codici di autoregolamentazione), 필수업무보장위원회의 임시규칙(le regolamentazioni provvisorie
della Commissione di garanzia)의 필수적인 내용이 된다.38)
일부 부문별 협정들은 기업별 협정에서 필수업무들의 중요성 및 양상과 법률
38) 필수공익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노사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필수업무보장위원회에
제출한다. 필수업무보장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필수업무보장위원회의 안을 제시하고, 양측 당사자에게 15일 이내
에 필수업무보장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한다. 당사자 간에 의견의 합
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필수업무보장위원회가 임시규칙을 적용한다. 양 당사자는 적
절한 내용의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필수업무보장위원회의 임시규칙에 따라야 한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필수공익서비스 분야에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
은 72개이다. 이 중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사업은 52개(51개의 협정과 1
개의 필수업무보장위원회 제안 포함), 자주규제준칙을 통해서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
업은 9개, 필수업무보장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규칙으로 제한되는 사업은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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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의한 즉각적인 업무복귀(precettività)의 내용을 정확히 할 것을 위임하
고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업무복귀에 대해서는 지역적 임시규칙이나 논쟁이
있고, 필수업무보장위원회나 행정 당국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협정의 경우에
노조가 아니라 사업주가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필수업무를 담당할 노동자들을 결정하는 방식도 부문별 협정에서 일반
적인 교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파
업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노동자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2조 제2
항).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다른 노조들이 선언한 파업 사이에 휴지기를
두어야 하는 이른바 객관적인 희박화(rarefazione oggettiva)의 순기능을 위해,
파업 참가 결정에 앞서 공지한 각각의 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 부문별 협정에
서 결정할 수 있다. 일부 협정들에서는 선택적으로 파업 참가 시에 결정할 수도
있다.39) 이러한 결정에는 일반적으로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과 필수업
무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활동장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야 한다.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필수업무의 실행에 대한 것만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의 업무들에 대해서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 필수업무 제공의 유형
필수업무들은 각각의 필수공익서비스의 특성별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
로 분류된다. 첫째, 필수업무 제공에서 가장 많은 유형으로 필수공익서비스에
서 파업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반적인 제공의 보장이 힘든 경우인데, 이용
자들을 위해 중단 없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40) 둘째, 필수업무
제공의 다른 유형은 이용자들에 대한 심각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려한 후, 서비스를 양적으로 줄여서 제공하는 것이다.41) 셋째는 필수업무 제
공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유형으로, 서비스 내부에서 선별적으로 다른 업무
39) 학교, 학교와 유치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Valle d'Aosta의 학교 및 유치원 종
사자들에 대한 협정이 이에 해당된다.
40) 전기사업, 가스 및 수도 사업, 헬기구조대 등의 협정들이 이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전기
사업의 새 협정을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verb. 16 marzo 2005 n. 584, pos. 17573).
41) RAI 기자들, 연료 공급자들, 청소업 등의 협정들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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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행을 중지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서비스의 제공을 차단하는 파업을 허용
하는 것이다.42)
필수업무 제공에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사
용하는 노동자 1/3의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서비스
의 완전한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다(제13조 제1항 a).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
공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파업(l'astensione dal lavoro)이 긴 시간 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업 중에도 필수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와 서
비스 제공을 위한 실행행위가 허용된다.43)
거의 모든 협정들이 필수업무는 서비스의 완전한 제공에 있어 중요한 것이라
고 하면서,44) 파업 금지 기간을 설정한 “파업 면제(le franchigie)” 규정을 두고
있다.45) 구체적으로 보면, 여름휴가(ferie estive) 기간, 성탄절 및 부활절 휴가
(festività natalizie e pasquali) 기간, 선거를 위한(per le consultazioni elettorali) 기
간과46) 중요한 행사나 시위(per eventi o manifestazioni di rilevante importanza)
기간에는 파업이 금지된다.
또한 운송 서비스나 민영 및 국영 약국들에서의 집중 파업들에 대한 금지는,
비록 서비스의 완전한 기능과 정상적인 제공이 대체 서비스에서의 파업에 달렸
을지라도, 파업 면제 기간에 유사한 필수업무를 구성한다.
결국 “파업 면제(le franchigie)” 기간에 참가하고 있는 파업을 중단해야 하는
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공급이 필요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유일한 차이
42) 건강 서비스, 변호사들, 판사들, 학교의 협정들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43) 지역 공공 운수사업의 협정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del 9 gennaio 2003 nn. 03/2, 03/3,
03/4에서 “서비스가 보장되는 시간대의 시작 시간은 종점에서 출발하는 시간이다.” 그러
나 “협정에 따른 파업 중단(특정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보장된 시간대
의 제한된 시간 전에 선언 후에 실행된 파업은 협정에 따라 보장된 시간대의 시작 시간
에 서비스의 효과적인 재개를 불가능하게 한다.”
44) del 4 luglio 1991 n. 1.b, 15 gennaio 2004 n. 04/03; Cass. 5 ottobre 1998 n. 9876
판결은 페루지아의 “침체된 시장(fiera dei morti)” 사건에서 지역 공공 운수사업에 유일
한 시간대와 완전히 면제되는 시간대를 설정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45) verb. 23 marzo 2005 n. 585, pos. 20133에서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파업도 금지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46) 선거를 위한 기간에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결정을 위한 최종투표(ballottaggi) 기간도
포함된다(veb. 22 maggio 2003 n. 503). 파업 금지 기간을 축소해서 규정한 지방 선거
규칙에 따른 보궐 선거도 이 기간에 포함된다(verb. 14 ottobre 2004 n. 564, pos. 1932019685-19701).

180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1호

점을 제외하면, 자연 재해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자
와 유사하다. 즉 협정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파업 참가 노동자에게 파업 선
언 전에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고나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파업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Ⅳ. 이탈리아 필수공익서비스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 파업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
우리 헌법이 제33조에서 노동3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탈리
아는 헌법 제39조와 제40조에서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은 자유이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제4항에서 “등록된 조합은 법인격을 가진다. 등록조합은 그 가입자
에 비례하여 통일적으로 대표하고 해당 부문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른바 ‘결사의 자유’의 원리인 단
결권과 단체협약 법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헌법상 단체협약
법제는 조합의 등록,47) 등록조합의 법인격의 취득, 등록조합의 비례통일대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독특한 내용을 갖는다.
이탈리아 헌법 제40조에서는 “파업권은 규정된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
다”고 규정하여 파업권을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3조에서 단
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 헌법은 파업권(diritto di sciopero)으
로 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헌법에서 파업권 행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노동법은
파업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고려하여 입법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1990
년 법의 경우에도 파업권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 도
47) 제39조 제2항 “조합에 대하여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 또는 중앙 사무소에 등록하는
것 외의 다른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3항 “등록요건은 조합의 규약이 민주적 기초를
가진 내부질서를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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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법으로,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2. 필수공익서비스에 대한 정의
1990년 법은 필수공익서비스를 “생명, 건강 및 자유, 안전, 이동의 자유, 사
회보장, 교육, 통신의 자유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
는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그리고 이 법의 목적이 “파업 시
이 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개인의 권리의 향유와 파업권의 실행을 조
화시키는 것(동조 제2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1990년
법은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필수공익서비스에서의 파업 시 노동
자들의 파업권과 일반 개인의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수공익서비스 개념을 검토하기 위해서, 1990년 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서
비스에 해당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필수적”이라는 범위 개념을 도입하였다. 필
수공익서비스의 자격은 “노동관계의 법적 성격과는 상관없이, 허가(concessione)
나 협정(convenzione)에 따라 이행되는 경우에도, 공공 서비스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된다. 즉 이탈리아의 필수공익서비스는 허가나 협정을 통해 공공부문
이나 민간부문의 서비스 중에서 파업권의 행사가 제외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공공인가 민간인가라는 법적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제1조 제1항).48)
따라서 민간기업일지라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 학교, 병원
이나 의료보험 기관, 은행, 항공, 통신회사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공공부문에 해당하지만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이탈리아는 필수공익서비스를 1990년 법 제1조 제2항 a부터 e에서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서비스에 해당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파업
시에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고,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필
수공익사업의 파업 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업무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48) Giovanni Pino, Manuale sul conflitto nei servizi pubblici essenziali, G. Giappichelli
editore, 200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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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산업마다, 사업마다 또 구체적인 기업 내지 사업장마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실질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 내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사
당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국가 및 필수업무보장위원회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필수공익서비스의 파업권에 대해서 법과 제도 및 행정
기구는 조력에 그칠 뿐이며, 필수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결정은 어디까지나 그
당사자인 노사에게 맡겨져서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3. 노사자율에 대한 존중
필수업무보장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조율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결정사항의 성격상 노사 양
당사자의 만족을 얻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바
라보는 시각도 모두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원회의 결정이 만장일치
로 도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결정에 상당한
정도의 신뢰감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견절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탈리아의 법은 파업 선언 전에 냉각 및 조정 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 냉각 및 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협정에
위임하고 있다. 협정에서 조정 주체를 구체화하고 예방절차 방식을 규정한다.
법은 단지 “노사 양측은 파업 선언 전에 정해져 있는 냉각절차와 조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2조 제2항)고 규정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
고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예방절차 의무는 파업 선언을 연기시켜 노조의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일시적
으로 저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노동조합 측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 따
라서 양측의 균형을 위해, 대부분의 협정에서 예방절차 기간 동안 대립되는 사
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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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글을 마치며

이탈리아는 증가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을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입법을 통해
서 필수공익서비스에서의 파업에 대한 규제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은 파업권의 제한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이용자)의 권리보호
와 파업권의 조화이다. 즉 이 법의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 및 사유재산권 보장
을 위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은 필수공익서비스에서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
제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입각해서 이탈리아의 필수공익서비스에서의 파업규제법은 필
수공익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들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필수업무에 대
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인 협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개입하는 순간, 파
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필수공익서비스에서의 파업권 행
사를 위한 절차들을 규정함으로써 노사 당사자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
다. 따라서 법 시행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협정 체결로,
법은 파업 선언 전에 냉각 및 조정 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파업 시 최소한의 업무
가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이미 정의하고 있고, 현재 사업별로 필수유지업
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업무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필수공익사업의 상당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어 최소업무의
범위가 비효과적인 파업(파업의 한정적 영향으로 인한 비효과적인 파업)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49)
49) 이러한 우려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에 대한 서울지노위의
결정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서울지노위의 결정 내용을 보면(서울지노위 2008.1.30. 서울
2008필수1 결정),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를 평균하여 쟁의행위 발생 전 해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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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고, 노동
위원회가 결정으로 정한 업무유지수준도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의
운행수준보다 10%가량 높은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에 대
한 현행 노조법 규정들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이
가능한 범위를 줄이고, 파업 시에도 유지되는 업무들의 비율을 올려서 필수공
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 내용을 삭제하
고, 노사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그것이 노조법의 기본원칙인 노사자치의 원
칙에도 부합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이유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노
사의 자율에 맡길 경우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담기구를 두어 전문가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탈리아처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의 정의, 협정 체결 절차, 협
정의 내용, 체결 과정에서의 분쟁조정절차, 그에 대해 판단하는 전담기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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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earch of Essential Public Service System in Italy
Soo Jung Shin
This thesis analyzes contents and actual conditions of essential
minimum services in Korea and deduces problems of the service system.
Essential minimum service system has been enforced for 4 years and
it is time to review to see whether it is headed toward right direction.
This thesis introduces essential public services in Italy especially. By
analyzing contents and conditions of Italian essential public services, it
tries to figure out some ideas can be introduced in Korean system. Based
on these ideas, this thesis suggests ideal directions that Korean system
could go forward.
In Italy, they have separate regulations for strikes in public sector. They
use 'i servizi pubblici essenziali'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essential
public service' used in Korea rather than 'essential service' that ILO
suggests. Therefore, reviewing Italian public strike regulations and
protections would give some related suggestions to Korean system.
Keyword : essential public services in Italy, strikes in public sector, essential minimum
services, essential service, diritto di sciopero, i servizi pubblici essenzi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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