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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의
한 사례 : 현대자동차‘주간연속
2교대제’의 평가 및 과제를
중심으로*

**

박태주

노동시간이 고용관계에서 논쟁의 영역으로 떠오르면서 현대자동차(현대차)
의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에서 2013년 3
월에 도입한 주간연속 2교대제(‘8/8+1’)는 업계 최초의 교대제 변경이자 노
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경향설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노사의 논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가 개입하였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런데
현대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는 순수하게 노사자율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 개정논의 등 법제도적 개입이 작용하
였다는 점에서 ‘외부적으로 강요된 자발성’에 해당된다.
한편 현대차에서 2016년에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8/8’ 체제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 혁신과 여가생활의 개선, 그리고 고용의 창출에 대
한 노조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제는 궁극적으로 ‘유연3교대제’의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나설 경우 이는 노동운동이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을 재활성화(revitalization)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현대자동차, 노동시간, 노동시간 단축, 주간연속 2교대제, 일자리나누기, 작업
장 혁신

논문접수일: 2013년 2월 13일, 심사의뢰일: 2013년 3월 4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21일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될 예정인『교대제와 노동시간 연구』(배규식 외, 2013)
에 실린 연구자의 글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tjpar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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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노동시간이 고용관계에서 논쟁의 영역(contested terrain)으로 떠오르면서 현
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
차 노사는 10년 가까운 협의를 거쳐 2013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2011년 10월에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완
성차업체의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고용노동부, 2011) 각
정당들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대차가 타결된 직후 한국GM 등 다른 완성차와 금속산업 노사도 근무형태
변경에 합의하였다. 노동시간 단축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사
회적 의제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Bosch(2000)는 “의심할 나위 없이 지난 100년간 노동시간의 단축은 주로 입
법적인 변화와 단체협약의 결과였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시간의 단
축은 주로 법률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노동
시간에 관한 법률적 규제는 진공상태(regulatory vacuum)(Kodz, et al., 2003)라
고 할 만큼 대부분의 업종이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규제의 내용이나 적용범위에서 허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법을 통한 규제는 본질
적으로 노동시간의 길이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기업차원에서는 노동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도 중요하다. 가령 주 40시간을 일하
더라도 매주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과 교대제로 일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물량이나 임금의
보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기업에 맡겨둘 뿐이다.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법정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추
었을 뿐 기업차원의 연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기업차원의 연구로서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유한킴벌리 사례(정규석, 2004)와 최근 철강업체
등의 사례가 존재할 뿐이다(배규식․조성재 외, 2011). 현대차의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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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박태주(2009a; 2009b), 강신준(2010) 등의 연구가 존재하나 이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글은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바탕으로 기업 차원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과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이 현대차를 사례로 삼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현대
차 노사는 2003년 이래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의를 거듭하여
왔으며 2012년에는 업계 최초로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 논의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 메
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둘째는 현대차의 교대제 변경이 갖는 파급효과이다. 자동차 산업은 높은 산
업연관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점에는 현대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현대차노
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민주노총의 핵심노조라는 위상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의 교대제 변경은 다른 완성차 업체나 협력업체, 나아가 금속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노사 합의는 일종의 사회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불황기의 고용불안이나 물량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임
시적인 피난처로서가 아니라 호황기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조치로서 노동시
간 단축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는 불황기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호황기에 노동시간의 단축이 추
진된다는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 글은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
제의 논의과정에 관한 참여관찰(participative observation)을 바탕으로 작성되었
다.1)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현대차의 노동시
간 실태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노사합의,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살
펴본다. 이어 제Ⅲ장에서는 주간연속 2교대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8/8’
1) 연구자는 2007~2012년에 걸쳐 외부전문가로서 현대자동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의 전
문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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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를 유연3교대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요약
및 맺음말이 따른다.

Ⅱ. ‘8/8+1’ 근무형태에 대한 노사합의와 평가

1. 현대자동차의 근무형태와 주간연속 2교대제의 합의배경
가. 근무형태
현대차에서는 흔히 ‘10/10’이라 불리는, 하루 8시간의 소정노동에다 2시간의
고정잔업(연장근로)이 부가된, 근무형태가 2교대로 수행되어 왔다. 주간조는 08
시에서 18시 50분까지, 야간조는 21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한다.
특근(휴일근로)은 토(일)요일 17시에 시작하여 다음 날 아침 8시에 종료되며 유
급노동시간은 14시간이다.
2011년 기준 현대차 기술직(생산직)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678시간
에 이른다. 이 가운데 소정근로는 1,639시간인 데 반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친 초과근로는 1,039시간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한다. 연 3,000시간 이상
을 일하는 노동자도 5,148명으로 전체 기술직 노동자의 20%에 이른다.
<표 1> 현대자동차 기술직(시급제) 연간 노동시간 추이 및 실태
(단위 : 시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일

2,023

1,951

2,021

2,027

1,955

2,035

2,026

(소정)

1,670

1,621

1,672

1,701

1,662

1,658

1,639

(연장)

353

330

349

326

293

377

387

휴일

494

445

507

374

285

453

652

2,517

2,396

2,528

2,401

2,240

2,488

2,678

전체
주 : 회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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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면서도 2011년, 최대의 노동시간
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특히 휴일근로는 거의 매주 이루어져 전체
노동시간의 1/4에 육박하는 652시간에 이른다. 이는 현대차의 노동시간은 생산
하는 물량에 의존할 뿐 노동조합의 통제나 심지어 법률적인 규제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노동전일적인 생활형태’라고 할
만큼 노동으로 획일화된 삶을 살고 있으며 현대차는 ‘초과노동 의존적인 생산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현대차의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소정근로시간은 짧은 데 반해
초과근로시간이 길어 결과적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심지
어 노조가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야간노동을 선호하는 현상도 광범위하게 발견
된다.2) 이는 노조의 노동시간 정책이 노동시간의 단축보다는 임금소득의 극대
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다(조윤기 외, 2001; 배규식․조성재
외, 2011).
현대차의 뿌리 깊은 장시간 노동체제는 국가의 노동시간 규제가 취약한 가운
데 노사가 맺은 이른바 장시간 노동동맹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자세한 것은
박태주 2009a; 배규식, 2012를 참조). 회사가 장시간 노동을 통해 생산물량의
극대화와 인건비 및 설비투자의 절감을 꾀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잔업․특근을
해야 먹고살 수 있다”는 핑계로 임금소득의 극대화를 합리화하였다. 고령화의
진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노동시간의 단축을 부추겼지만 그것이 임금에 대한
욕망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현대차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노동시간 단
축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와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제도적 압력이 높아지면
서 변화의 바람을 맞았고 그것이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합의로 나타났다.

나.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의 배경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현대차의 장시간 노동이 노사담합의 산물이라면 노사
는 어떻게 해서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에 합의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2) 여기에는 △ 밤샘노동을 포함하여 구조화되고 일상화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 공장 간
물량이동에 대한 조합원의 저항, △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수준의 상향조정(통상임금의
100%에서 150%로), △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대한 무관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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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내외부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노사는
2005년 이미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에 합의하였다.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실현은 매번 노조 선거의 핵심적인 공약이었다. 회사로서
도 교대제 변경이 노사 간의 핵심적인 갈등이슈로 등장한데다 도입시기까지 합
의한 마당에 이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 이행에 대해 회사는
소극적이었다. 설비투자나 인원충원, 임금의 인상 등이 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물량의 보전에도 확신이 없었던 탓이다. 노조 또한 임금보전이나 노동강도
와 같은 경제적․실리적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현대차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한 직접적인 계기는 외부로부터 주
어졌다. 2011년 10월, 노동부가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완성
차 5사 모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특히 현대차는 엔진․변속
기 공장을 포함한 전 공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
산의 1~5공장은 14.1~25.8%의 위반비율을 보인 반면, 전주의 트럭공장은
31.5%, 상용엔진 2공장은 무려 60.1%의 위반비율을 보였다(고용노동부, 2011).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계기로 드러난 변화의 하나는 교대제 변경에 대한 회사
의 의지가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되고 시정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회사로서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통해 노사 간의 핵심이슈는 물
론 법 위반 문제까지도 풀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차
는 노동부에「장시간 근로 개선계획서」
를 제출하면서 2013년까지 주간연속 2
교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공언과 정치
권의 법 개정 움직임은 회사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피할 수 없는 조치로 압박
하였다.
노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만일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서 근로기준법 준수가 강행되면 임금보전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노사 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
해 주간연속 2교대제는 법을 지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보전과 월
급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처럼 법․제도적인 개입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로 작용하면서 지지부진하던 현대차의 교대제 개편 논
의를 활성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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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시간의 단축과정에서 단체교섭과 법제도적인
개입은 서로를 규제하며 동시에 지원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적인 조
치가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압박하고 기업 내부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이
를 실현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독일식
의 단체교섭 선도형이라기보다는 프랑스식의 법제도 선도형에 가까울 것이라
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에서는 노조의 조직률이 낮을 뿐 아니라 노동시
간에 관한 한 노동조합은 경제적 포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차의 노동시간 단축은 Anxo et al.(2000)이 말한 ‘외부
적으로 강요된 자발성(externally constrained voluntarism)’에 해당된다.3) 이하
에서는 현대차에서 노사가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4)

2.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한 2012년 노사 합의
현대차 노사는 2012년 9월 5일,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에 관한 단체협약에
서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무형태는 2016년 3월까지 ‘8/8’
형태를 도입하되 그 이전까지는 ‘8/8+1’ 형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8/8+1’ 근
무형태는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1조의 근무시간은 6시 40분부터 15시
20분까지, 그리고 2조는 15시 20분부터 01시 10분까지로 설계되었다. 이 경우
2조의 잔업시간은 70분이 되어 2008년 합의에 비해 20분(연장근로 10분 + 휴
게시간 근로 10분)이 늘어난다. 식사시간은 40분으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근무
형태는 노사가 도입시점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
로써 본 실시에서는 근무시간을 10분씩 늦췄다. 그 결과 시업시간을 6시 50분
으로 조정하였다. 노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형태는 <표
2>와 같다.

3) 금속노조에서 발간하는 ｢금속노동자｣(2013.1.21)에서도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평가
하면서 “모순적이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먼저, 그리고 오랫동안 제기한 것은 노동계이었지
만 사회적 분위기로 이끌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다”라고 말하고 있다.
4) 주간연속 2교대제 논의의 경과에 대해서는 박태주(2009; 2012)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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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형태
1 조

2 조

06:50~08:50

노동시간

(2시간)

15:30~17:30

노동시간

(2시간)

08:50~09:00

휴게시간

(10분)

17:30~17:40

휴게시간

(10분)

08:00~10:50

노동시간

(1시간 50분)

17:40~19:30

노동시간

(1시간 50분)

10:50~11:30

식사시간

(40분)

19:30~20:10

식사시간

(40분)

11:30~13:30

노동시간

(2시간)

20:10~22:10

노동시간

(2시간)

13:30~13:40

휴게시간

(10분)

22:10~22:20

휴게시간

(10분)

13:40~15:30

노동시간

(1시간 50분)

22:20~00:10

노동시간

(1시간 50분)

00:10~00:20

휴게시간

(10분)

00:20~01:30

연장근무

(1시간 10분)

이러한 근무형태는 완성차 부문과 PT(Power Train : 엔진․변속기 및 소재)
부문뿐 아니라 상시주간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상시주간조(1교대제)로 운영
되던 전주의 트럭 및 엔진공장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1교대 생산라인 중 설
비능력의 한계로 생산량 유지가 불가한 부문”은 “해당부분의 협의에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2교대제의 시행을 사실상 유보하였다. 회사는 신규채용을 전제로
전주의 트럭 및 엔진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
나 이는 2교대제의 도입이 평일 생산물량을 늘림으로써 휴일노동(특근)의 필요성
을 줄일 수 있다는 조합원의 우려에 가로막히고 말았다.5) 특근수당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실리주의가 신규고용의 창출을 막고 나선 것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M/H 기준을 도입하는
문제는 노사 간 구조적이고도 핵심적인 갈등요인이었다.6) 이는 결국 “노사는
’12년 단체교섭 체결 이후 노사공동 M/H위원회를 구성하여 M/H 기준을 수립
하고, ‘8/8’ 근무형태 도입 시부터 적용한다”로 합의되었다. 요컨대 신차 투입에
5) ‘8/8+1’ 형태에서 물량보전이 불가능한 일부 PT 라인에서 3교대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자
문위원회가 제안하고 회사가 수용하였지만 노조의 거부로 무산되었다(현대자동차 근무형태
변경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1b).
6) M/H(man-hour)란 3년 이상의 숙련자가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업분량을 말한다. 그
기준으로 현대차는 모답스(MODAPTS : Modular Arrangement of Predetermined Time
Standards, 간략 기정시간 표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리하여 신차의 투입이나 배치전환의 경우 인원산정을 둘러싸고 노사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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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원협상은 기존대로 작업장(개별공장) 차원에서 수행하되 공장 간 노동
강도의 격차는 배치전환이 아닌 신규충원을 통해 평준화시키겠다는 노조의 주
장이 관철된 것이다. M/H와 관련된 2010년 합의는 “노사 공동으로 M/H 위원
회를 구성하여 2011년 6월까지 M/H 산정기준과 적정인원 산정기준 및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이행되지 못하였다. 노사가 합
의한 M/H 실측 작업을 현장의 일부 대의원이 막고 나선 탓이었다.
한편 생산량은 생산성 향상과 추가 작업시간을 통해 보전하되 회사는 병목공
정을 개선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약속하였다. 생산성은
현 402 UPH(unit per hour : 시간당 생산대수)에서 432 UPH로 올리기로 함으
로써 2011년 실무협의에서 접근된 안을 수용하고 추가작업시간은 185.8시간으
로 조정하였다. 식목일과 제헌절은 현행대로 휴일로 유지하는 대신 조회시간과
안전교육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임금은 “평일근무(‘10/10’) 기준 총액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조정하여 보전하
되 생산성 향상과 추가작업시간에 따른 임금은 근무능률향상수당으로, 그리고
근무시간대 변경에 따른 임금(야간근로수당)은 연속2교대 전환수당으로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임금과 관련하여 최대의 쟁점이었던 야간근로수당
은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자에 한해 기존의 금액만큼 보전된다. 상시주간조와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근무능률향상수당은 지급하되 연속 2교대 전환수당은
제외하였다. 한편 보전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전하고 이를 월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임금의 안정성을 높였다.
인원의 충원은 교섭의 막바지까지 노사 간에 쟁점을 형성하였던 부분이었다.
노조는 UPH의 상승에 따라 증대되는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충원을
주장한 반면, 회사는 기존의 합의대로 물량보전과 임금보전을 교환하기 위해서
는 인원충원은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직접생산공정의 경우 현 인원을 유
지하되 ‘8/8+1’ 근무형태 시행 후 1개월간(2013. 3. 4~3. 31) UPH 상승 등 생산
량의 변동에 따른 ‘적용․검증기간’을 거쳐 필요인원의 충원 여부를 협의하기
로 합의하였다. 노사가 ‘선(先)도입 후(後)보완의 원칙’에 따라 노사 갈등을 잠
정적으로 유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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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의 평가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는 논의만 무성하였을 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이었다. 그간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합의가 있었
다. 2005년 단체교섭에서는 2009년 1월 1일자로, 그리고 2008년 단체교섭에서
는 2009년 9월 중에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지켜
지지 않았다. 노사가 힘겨루기를 거쳐 도입시기를 확정지었지만 사전적인 준비
나 공동작업의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노사 어느 쪽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2012년 합의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입법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
존의 합의와 성격을 달리한다. 이처럼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 최초의 노사합의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법제도라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이 갖는 두 번째의 의의는 노동시간의 단
축효과이다. 현대차의 노동시간은 연도별로 조업일수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
라 그마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선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연간 평
균노동일을 230일(46주)로 잡아 평일의 노동시간을 살펴본다. 우선 기존의
‘10/10’ 근무형태의 경우 주간조는 9시간 50분, 야간조는 10시간을 근무한다.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주간조의 연장근로는 없다. 그렇다면 ‘10/10’ 근무형태에
서 현대차의 평일 노동시간은 2,238시간이 된다.
주간조의 1주 노동시간 = 9.83시간(9시간 50분) x 4(일) + 8시간 = 47.32시간
야간조의 1주 노동시간 = 10시간 x 5(일) = 50시간
연간 노동시간 = (47.32 + 50)시간 x 46(주)/2 = 2,238시간
근무형태가 ‘8/8+1’로 바뀌면 노동시간은 1,974시간으로 줄어든다.
1조의 1주 노동시간 = 8시간 x 5(일) = 40시간
2조의 1주 노동시간 = 9.167시간(9시간 10분) x 5(일) = 45.83시간
연간 노동시간 = (40+45.83)시간 x 46(주)/2 = 1,97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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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대차에서 교대제의 변경으로 줄어드는 노동시간은 264시간(2,238～
1,974시간)이 된다. 그런데 추가작업시간에 대한 노사 합의에 따라 개인당 노동
시간은 연간 약 50시간이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현대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로 인해 줄어드는 노동시간은 개인당 210시간 내외가 된다.
세 번째는 현대차의 교대제 변경이 가져오는 파급효과이다. 현대차가 교대제
변경을 합의한 직후 기아자동차는 현대차와 같은 시기에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GM도 2014년 1월 1일자로 근무형태를 바꾸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
별교섭을 통해 1차 협력사의 경우 2014년 3월 말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현대차가 미치는 파급효과에는 현대차의 합의내용이 하나의 준거틀로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노동시간의 단축과정
에서 물량의 보전과 임금의 보전을 교환하였다는 사실이나 물량을 보전하는 수
단으로 생산성의 향상 및 추가 작업시간을 도입하기로 한 사실, 상시주간조의
근무형태 변경,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의 보전과 월급제의 실시 등이 해당된다. 이
러한 점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에 관한 현대차의 노사합의는 ‘경향설정적인 단체
협약(trend-setting collective agreement)’이라고 할 수 있다(Kodz et al., 2003).
네 번째는 현대차의 교대제 변경과정에서는 노조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다. 사실 노동시간은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
의 노동조합은 ‘노동시간을 외면한 노동운동(working-time blind unionism)’이라고
할 만큼 장시간 노동에 대해 침묵하거나 때로는 방조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노동
시간에 대한 법적 외면이 자유방임형 노동시간 체제를 낳았다면 노동조합의 무관
심은 사용자주도의 노동시간체제(employer-led model of working time : Rubery et
al., 2005)를 낳았다. 그러나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실현에 현대차 노조가 앞장서고
금속노조 소속의 다른 노조들이 잇달아 교대제 변경에 나선 것을 계기로 노동시
간 단축은 이제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실현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2007
년 이래 외부 전문가가 결합하였다는 사실이다. 전문위원회(2007. 2~2008. 6 : 12
명)와 자문위원회(2011. 1~2012. 12 : 5명)가 그것이다. 이들은 해외 사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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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교대제 변경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와 노사에 대한 교육 및 자문, 그리고 노사 간 의견의 조정 등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노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3자위원회는 노사 간의 상설적인
정책협의체이자 ‘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박준식, 2006 참고)라는 의미를 지
닌다. 구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실현을 위한 촉
진자(facilitator)이자 조정자(coordinator)로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교섭과정에서 노사는 근무형태 변경과 관련한 노사 간 주요 쟁점에 대
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자문위원회의 1차 의견서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6월 28일, 2차 의견서는 7월 19일에 각각 전달되었다. 자문위원회
가 제출한 의견과 노사 최종합의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자문위원회 의견서와 노사합의 결과의 비교

근무형태
시행시기

자문위원회 의견
노사합의
‘8/8+1’ 형태의 도입. 단 일부 (완성차 및 PT 부문) ‘8/8+1’ 형태
PT부문은 3교대제[(8/8+1) + 상 의 도입. 단 일부 PT 부문은 추후
시 야간조)] 도입
협의

2013년 4월 1일(아산공장 조기시행) 2013년 3월 4일

‘8/8’ 도입 시기 노사합의로 결정

2016년 3월

물량보전

(완성차 부문) UPH 상승 및
(완성차 및 PT 부문)UPH 상승 및
추가 작업시간
추가작업시간
(일부 PT부문) 3교대제 도입

추가작업시간

189.5시간

185.8시간(잔업 20분 추가)

특근

평일근무형태 준용

논의 없음

야간할증수당

보전

보전

수당보전형태

통상임금

통상임금

M/H

‘8/8+1’ 도입 이후 적용

‘8/8’ 도입 시부터 적용

인원충원

현 인원 기준

현 인원 기준 시행, 추후 협의

전환배치

공장 간 전환배치 필요(노동강
(공장 내 라인 간 전환배치)
도 평준화)

상시주간조

8.5시간 + 월급제

8.5시간 + 월급제

전주트럭공장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해당부문 노사 간 별도협의 추진

협력업체

(가칭)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선
논의 없음
위원회 구성

자료 : 현대자동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2012)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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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근무형태의 도입이 갖는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근무형태 변
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혁신의 개념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M/H 산정기준의 도입이 연기되었다는 점과 노동의 유연성이나 생산의 효율성
이 의제로 상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포함된다. 특히 M/H 산정기준의 도입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그것이 인원산정의 기초일 뿐 아니라 노동강도 측정
을 통한 배치전환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작업장 혁신의 연기에 해당된다. 둘
째로 현대차는 ‘8/8+1’ 근무형태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향후 노동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사회적인 환경변화
나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8/8’ 형태의 도입은 물론 추가적
인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로는 ‘8/8+1’ 교섭에서는 삶의 질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다뤄지지 못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사회연대적 관점이 배제되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는 그것이 갖는 선도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상대응적이고 경제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노사대
립적인 구도에서 양측 모두 전략적인 사고가 부족한 가운데 주고받기식의 영합
(zero-sum)게임에 머물고 만 것이다. 그런데 ‘8/8+1’ 형태가 ‘8/8’ 형태에 이르
는 과도기적인 근무형태라면 ‘8/8’ 형태를 도입하는 과정은 ‘8/8+1’ 형태를 도
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들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간연
속 2교대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8/8’이라는 근무형태의 변경뿐 아니라 그 과
정에서 작업장 혁신과 여가생활의 질,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 등을 전략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Ⅲ. ‘8/8’ 근무형태를 향하여

‘8/8’ 근무형태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이다. 그렇다고 ‘8/8’ 근무형태
가 기존의 ‘8/8+1’ 근무형태에서 2조의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면 끝나는 근무
형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선 8시간 근무제는 물량에 따라 노동시간이 달라
지는 유연근무제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8/8’ 형태에서 물량이 보전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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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3교대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8/8’ 근무형태
는 궁극적으로 유연근무제와 3교대제가 결합된 ‘유연3교대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8/8’ 근무형태의 도입과정은 ‘8/8+1’ 근무형태 도입과정
과 질적으로 다른, 그야말로 Hartz(1996)가 말한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
에 해당된다. ‘8/8’ 형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논의과제로는 △ 작업장
혁신, △ 지속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생활의 개선, 그리고 △고용의 창출 등
을 들 수 있다.

1. 작업장 혁신
현대차에서 ‘8/8+1’ 형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물량 및 임금의 보전은 고전
적인 의제였다. 이는 시장수요가 충분히 줄지 않는다면 ‘8/8’ 형태의 교섭에서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10/10’에서
‘8/8+1’ 형태로 이행하는 것을 1단계라고 한다면 ‘8/8+1’에서 ‘8/8’ 형태로 가는
과정은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단계는 비록 근무시간이 하루 3시간씩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물량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가동시간의 일부를 작업시간
으로 바꿈으로써 만회하였다.
‘8/8+1’에서 ‘8/8’로 전환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작업시간을 추가하는 것
이 쉽지 않는데다 설비투자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8/8’
형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설계 UPH와 운영 UPH 사이의 격차가 거의 없으
며 노동강도의 추가적인 증대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설비투자의 부담은 더
욱 늘어난다. 만일 이 단계에서도 물량의 만회와 임금의 증가가 짝을 이룬다면
결국 ‘8/8’ 이행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변수는 생산성의 향상이다. 설비투자와
노동강도의 증대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장 혁신이 거론되는 이
유는 여기에 있다. 작업장 혁신(workplace innovation)이란 설비투자나 기술혁
신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작업방식이나 조직의 관행, 경험과 숙련 등 고용관계
와 연계된 혁신을 의미한다.
작업장 혁신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유연화를 통해 조직의 경직성에서
비롯되는 효율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공장 간 노동강도를 평준화하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의 한 사례: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의 평가 및 과제를 중심으로(박태주) 

15

전체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그 전제는 M/H 기준의 확립
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하나같이 노사 간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적인 행동
을 필요로 하며 그 출발은 노동의 참여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작업장 혁신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연성의 제고와 참여적 노사관계
의 구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M/H 산정기준의 도입은 2012년 교섭에서 노사
가 합의한 만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7)

가. 노동시간의 유연화
한국의 노동시간체제는 노동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는 반면,
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연장형 유연성을 갖는다(배규
식, 2012). 노동시간의 경직성은 근무형태에서도 드러난다. 대부분의 기업은 유
연한 노동시간 모델 대신 ‘단일하고 경직적인 노동시간 모델(uniform and
unflexible working time model)’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노동시간
과 근무형태는 구속복(straitjacket)과 같은 엄격한 규제에 갇혀 유연성을 잃고
있다(Seifert, 2008).
현대차의 경우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은 오히려 줄어든
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배가된다. 현대차는 그렇잖아도 노동의 경직성을 보
여 왔다. 외부적․수량적 유연성(해고)이 제한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기
능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전환배치는 신속성이 떨어지고 조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조성재, 2009). 생산의 유연성이란 측면에서 일종의 동맥경화증을 보
여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8/8+1’ 형태가 도입되면 그간 임시적 유연성
(temporal flexibility)의 근간을 이루었던 기존 4시간의 완충장치(잔업)가 2조의
연장근로 1시간(70분)으로 줄어든다. 특근도 주간연속 2교대제의 취지로 보나
향후 법 개정의 가능성으로 볼 때 기존의 밤샘노동형태를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실현되면 단기적인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7) 2012년의 교섭에서 보듯 이 합의가 지켜진다는 보장은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
다. 만일 노조가 이 합의를 이행할지조차 불투명하다면 최소한 현 집행부 임기 내(~2013.
9)에 현행작업 실측작업(작업공정에 대한 비디오 촬영작업)은 진행하여야 한다. 실측작업
은 M/H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의 출발점이자 핵심적인 과정을 이룬다. 자세한 것은
현대자동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2011a)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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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으로서 초과노동의 의미는 크게 줄어든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제는
월급제를 동반함으로써 임금의 유연성도 감소시킨다. 현대차는 유연성이라는
점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은 탄력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저축
휴가제이다. 탄력근로제는 2주일, 또는 3개월 등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일 또
는 1주일간 노동시간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하갑래, 2011). 근로시간저축휴가
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노동자가 필요할 때 꺼내어 휴가로 사용하거
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한 이후에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탄력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결합하여 노동시간계좌
제로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정명기, 2010; 이문호, 2012 참조).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전제로 하면서 노동자지향적인 유
연화(worker-oriented flexibilization)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
동조합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보상이거나 노동시간 단축의 교환품목이라는 성격을 띤다.
또한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그것이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규제와 결합하지
않으면 사용자 주도의 노동시간 유연화로 이어져 일과 삶의 조화를 오히려 방
해할 수 있다. 영국의 경험에 의하면 재택근무, 집중근무제도, 그리고 탄력시간
제도는 일과 삶의 조화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Grimshaw et al., 2010).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오히려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상헌, 2002). 따라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려
는 노동자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개입은
불가피하다.

나. 참여적 노사관계의 구축
작업장 혁신을 말할 때 놓칠 수 없는 지점은 현대차는 오랫동안 불신과 갈등
적인 노사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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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논의는 모래성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작업
장 혁신에 관한 많은 요소들이 노조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였다. M/H 산정기
준의 도입이나 내부적 유연화는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변화에 대한 노조
의 동의는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며 변화에 대한 합법성과 권위를 제
공한다.
‘8/8’ 이행과정이 작업장 혁신의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배제적인 생
산방식을 노동참여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생산방식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차
는 모듈화·자동화 및 작업의 표준화를 통해 숙련공정을 단순조립공정으로 바꿈
으로써 생산기능의 축소와 고용의 외부화를 진전시켜왔다. 그 결과 “숙련을 상
실한 노동은 기계로 혹은 보다 열악한 조건을 감수할 수 있는 노동으로 대체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김철식, 2009). 고용불안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조형제 외(2010) 역시 시스템 합리화(system rationalization)라는 관점에서 현대
차 생산방식은 엔지니어 주도적이고 노동배제적으로 바뀐 만큼 인적 요소에 대
한 의존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현대차에서 노동배제적인 생산방식과 갈등적인 노사관계는 서로를 부추기며
확대재생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강성노조의 출현은 기술(로봇, IT기술)의
발전과 어울려 숙련절약적․노동배제적인 생산방식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
서 작업장 혁신의 내용으로 제시된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내부적 유연성을 높여
외부적 유연성(해고)을 대체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M/H 기준
의 마련과 작업조직의 개선, 그리고 숙련향상에 바탕을 둔 생산의 효율화는 노
동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다. 즉 내부적 유연성과 생산의 효율화
는 고용의 안정과 노동의존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노동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는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완화함으로써 노사
파트너십을 촉진시킨다.
노동을 배제하고 노조의 참여를 거부하는 작업장 혁신이란 노조를 약화시키
고 우회하려는 이른바 ‘독 묻은 악수(poisoned handshakes; Darlinington, 1998)’
에 지나지 않는다. Kelly(1996)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들의 적대감
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온건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따라서 ‘8/8’ 이행
과정은 노조의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작업자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숙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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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숙련촉진형 생산방식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자리매
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차 차원에서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적․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허브(global hub)전략은 대
표적인 보기에 속한다(박태주, 2009c 참조). 물론 노조의 경영참여는 단체교섭
이나 노사협의회 이외에도 다양한 노사공동위원회라는 제도적인 참여장치로
구체화된다.
제도적인 참여장치 못지않게 교섭 또는 협의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사용자 측
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그동안 사용자의 전권(prerogatives)으로 여겨졌던 장기
투자나 생산전략, 고용정책과 관련된 경영의제들이 교섭의 대상으로 바뀔 때
노조의 참여는 비로소 의미를 가질 것이며 통합적 교섭의 성격도 살릴 수 있다
(이상호, 2009). 나아가 이러한 교섭범위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노사 간에 고용
의 안정과 경쟁력의 제고를 교환하는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협
정(pacts for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이
상호, 2009; Seifert et al., 2005 참조).

2. 노동시간의 지속적인 단축과 여가생활의 개선
가. 노동시간의 지속적인 단축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대차에서 ‘8/8+1’ 형태를 도입할 경우 단축되는 노
동시간은 210시간 내외이다. 그러나 현대차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감안한다면
주간연속 2교대제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예를 들어
2011년의 경우 휴일근로가 652시간에 이르러 주간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더라
도 전체 노동시간은 2,500시간대에 육박한다. 따라서 주간연속 2교대제가 도입
되더라도 노동시간의 단축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다.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는 노사가 합의한 대로 ‘8/8’ 근무형태를
2016년에 도입하는 일이 우선이다. 휴일근로를 축소하는 일도 시급하다. 평일
에 ‘8/8+1’ 체제로 근무하면서 휴일특근의 경우 14시간을, 그것도 밤샘노동으
로 근무한다는 것은 주간연속 2교대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앞으로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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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특근은 어려워진다. 물량이나 임금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특근이 불가
피하다면 ‘8/8’ 형태의 조기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월차 휴가를 소진하
는 일도 중요하다. 노동조합이 노동시간의 단축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강조하면
서 연월차 휴가의 사용에 대해서 입을 다문다는 사실은 자기모순이다. 이 외에
도 노동시간 상한제의 실시8)와 초과노동에 대한 허가권의 지부 이전을 통한 규
제의 강화 등도 고려의 대상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시간 인지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노동
시간은 임금과 더불어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며 노동자의 삶을 규정짓는 결정적
인 요소라는 점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은 불가결하다. 노동운동
이 스스로의 역동적인 힘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지 않으면 2011~12년 노동
부의 근로감독에서 보듯 외부적인 강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조
합이 노동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의제를 외부적인 힘에 맡겨둔다는 것은 노동운
동의 자기부정에 해당된다. 이는 노동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조차 노동자의 삶의 결정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사
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인지적인 노동운동을 위해서는 경제
적 권리투쟁에 국한된 노동조합의 관심을 노동자의 삶의 질의 문제로 확대하
여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3교대제의 도입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두 가지 의제와 동시에 진행되었
다. 하나가 노동시간의 유연화라면 다른 하나는 가동시간의 연장이었다. ‘노동
시간과 가동시간의 분리(decoupling)’는 이 세 가지 현상, 즉 노동시간의 단축
과 가동시간의 연장, 그리고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용어에
해당된다. 노동시간과 가동시간의 분리는 3교대제의 도입으로 가시화된다. 실
제로 유럽 완성차 업체의 경우 1990년대 이래 3교대제가 일반화되어 왔다
(Lehndorff, 2011). 이러한 3교대제가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결합하여 유연3교대
8) 사실상 초과근로가 규정화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상한제의 설정은 과도한 노동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Lee et al., 200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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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현대자동차 노사전문위원회, 2008).
‘8/8+1’ 또는 ‘8/8’ 근무형태를 도입할 때 남는 문제의 하나는 설비의 유휴시
간이 길다는 점이다. 자동차 산업은 한편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자 동시에
설비집약적인 산업이다. 특히 완성차 부문이나 PT부문에서 조립라인을 제외한
대부분은 설비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설비가동률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10/10' 근무형태에서 비가동시간은 기껏해야 2시간에 불과하다(19~21시). 설
비의 유지․보수시간을 감안하면 비가동시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8/8+1’ 체제로 가면 유휴시간은 5시간 20분으로 늘어난다(01시 30분~6시
50분). ‘8/8’ 체제에서는 다시 한 시간이 추가된다. 그간 현대차가 양적인 성장
전략을 취하여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회사로서는 수요가 있는 한 “공장 불이
꺼지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면담). 더욱이 현대차 생산방식은 종업
원의 숙련에 의존하기보다는 대단위 설비투자나 IT 관련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장시간 가동은 중요하다(조성재, 2011). 노동시간이 줄어 가동시간이 단축되면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단위생산비용(cost per vehicle)은 급속히 늘어난다.
가동시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수단은 교대조를 늘리는 것이다. 회사의 입장에
서 교대조를 늘리면 인원의 충원은 불가피하겠지만 설비투자비용을 줄이고 설
비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따른다. 즉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
면서도 공장의 가동시간을 늘려 물량을 보전하거나 늘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
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으로서는 3교대제의 도입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PT부문의 3교대제 도입과 전주공장의 2교대제 도입에 대해 특근의 감소를 우
려하여 반대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줄이자면서도 특근의 감소를
우려하는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생활방식조차 초과노동으로 발생하
는 부가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여가생활의 개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핵심적인 목표의 하나는 삶의 질의 향상 또는 ‘일과 삶
의 조화(work-life balance)’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의 단
축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는 생산과 임금이라는 경제적인 요인에 집중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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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작업장 바깥의 삶은 분석의 대상에서 빠뜨려왔다(박태주, 2011).
실제로 현대차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경제적 도
구로서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건강에 대해서 강박적인 우려를 갖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
자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장(남편)의 낮은 가사분담률에서 보듯이 가부장
적이고 성위계적인 가족문화를 갖고 있기도 하다(조순경, 2011). 장시간 노동은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기반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여가생활에 대
해서도 커다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가령 현대차 노동자의 휴일사용실태를
살펴보면 휴식/TV시청이나 낮잠과 같은 소극적․소일형 여가활동은 38.2%를
차지하여 운동/스포츠 활동과 레저활동과 같은 적극적․오락형 여가활동
(13.2%)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박태주, 2011). 이러한 현상들이 무엇보다도 장
시간 노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노동시간의 단축을 부추기지만 노동시간의 단축이
자동적으로 여가생활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여
가생활이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허니컷 외, 2011). 경
제주의적 욕망이 있는 한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노동시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 사실 평생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늘어난 자유시간을 곧장 의미 있게 쓰기
는 어렵다. 이른바 ‘여가로부터의 도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중독이나 퇴폐
적이고 향락적인 여가문화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증가한 자유시간이 또다시
소비나 노동 등 자본의 울타리 안에 묶이지 않고 문화사회를 생성하는 데 활용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강수돌, 2011).
여가생활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생활주변의 여가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
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주말여가의 특성상 가족여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의 조성과 프
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자기계발이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지원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문제는 기업복지수준을 높이더라도 동시에 노동자
연대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그것의 활용방안을 설계하는 일이다. 그 핵심은
기업복지의 문호를 사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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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개방함으로써 사회복지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른바 기업복지의
지역화 내지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유형근 외, 2008).

3. 일자리의 창출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가 사회연대적 관점의 결여라는 한계를 드러내었
다면 그 중심에는 일자리의 창출에 대한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
차는 경영위기에 따른 유휴인력의 활용방안이 아니라 항상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여 왔다는 점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기
대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간연속 2교대제가 경제적 실리주의의
연장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고용효과도 제한되고 말았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가져오는 고용효과는 생산성의 변화, 노동비용의 증가,
초과노동시간의 사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조윤기 외, 2001;
Bosch, 2000). 다시 말해 생산성이 늘어나거나 노동비용이 증가할 경우, 그리고
초과근로시간을 활용할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는 줄어든다. 현대
차의 경우 노동시간의 단축과정에서 고용효과는 생산성의 증가와 추가노동시
간의 확보, 그리고 시간당 임금의 상승 등에 의해 상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일차적으로 현대차의 현재 생산성이 낮다는 사실에 기인한다.9) 생산성이 낮
다는 것은 인력이 과잉상태(labor hoarding: Dreze, 1986)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생산을 효율화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금보전 압력이 작용
할 경우 기업은 생산성 증가와 시간당 임금의 인상을 교환하고 신규채용은 꺼
리게 된다(윤진호, 2000). 이처럼 현대차의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오는 고용효과
는 낮은 생산성과 임금보전 및 물량보전을 통한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
의 유지라는 현대차의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10) 더욱이 교대조 증가
를 통해 고용증가가 예상되었던 일부 공정(PT부문, 전주공장)에서 교대조 증가
9) 회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현대차의 편성효율은 53% 수준이다. 현대차 해외공장
은 88.9%(2009년)에 이른다. 편성효율은 ‘표준조립인원/실조립인원’을 나타내는 비율로
편성효율이 53%라는 건 53명이 일할 곳에 100명이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10) 임금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한다. 이는 기업의 경쟁
력을 떨어뜨려 물량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은 노동을 자동화와 같은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할 유인이 발생함으로써 고용효과를 줄인다(Walk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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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은 평일의 생산물량이 늘어남으로써 ‘휴일물량감소 → 특
근(휴일근로) 감소 → 임금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합원의 우려가 작용하였
다는 점에서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통한 임금소득의 극대화 논리’가 작용하였
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창출보다는 임금보전과 삶의
질 향상 내지 건강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현대차의 경
우 일찍부터 물량보전의 원칙과 임금보전을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고용의
창출은 그 자체가 본격적인 노사 간의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설비투자와 노동
생산성의 증대, 그리고 작업시간의 추가를 통해 물량을 보전하고 나아가 생산
성의 증가를 임금의 증가로 보상함으로써 신규충원의 여지를 봉쇄하여 버린 것
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대조가 추가되거나 특근형태의 변동에 따른 신규고용
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 특히 전주의 트럭 및 엔진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
대제가 도입되거나 ‘8/8’ 형태로 이행하면서 3교대제가 도입될 경우 신규충원
효과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Ⅳ. 맺음말

임금과 더불어 노동시간은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를 규정짓는 핵
심적인 근로조건이자 노사 간 논쟁적인 이슈의 하나이다. 특히 현대차에서 주
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은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노동시간의 단축과정이
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노동조합으로서는 그것이 그간 노동운
동이 외면하여 온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의제를 복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현대차 노사는 2013년 3월 4일자로 ‘10/10’ 근무형태를 ‘8/8+1’ 형태로 바꾸
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노동시간은 개인별로는 210시간이 줄어
든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UPH를 높이고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하여
‘10/10’ 수준의 물량(생산능력)은 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임금측면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0/10’ 수준의 임금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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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정치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감대에 적극 부응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선은 업계 최초로 근무
형태를 바꿈으로써 노동시간의 단축과 야간노동의 축소를 실현시켰다는 사실
이다. 그것이 다른 업체에 대해 일종의 준거틀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나 자문
위원회를 통해 외부의 전문가와 현장을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주간연
속 2교대제는 근무형태 변경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차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라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외부
의 법제도적 개입이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장시
간 노동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법제도적인 접근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는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나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를 남긴다. 여기에는 작업장 혁신,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생활의 개선, 그리고 일자리나누기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일자리나
누기가 배제된 사회적 연대란 한낱 수사일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사회
적 연대의 복원은 노동운동이 사회적인 위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노
동운동을 재활성화(revitalization)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현대
차 노사가 2016년 도입하기로 합의한 ‘8/8’ 근무형태를 유연3교대제로 설계하
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다루었지만 현대차의 경
험을 다른 완성차 업체나 부품회사로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따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대차가 갖는 특수성으로서는 △ 현대차는 내수시장에
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완성차 업체로서 독자적인 근무형태 설계가 가능할
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달리 원청으로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없다는 점, △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으로서 물량의 배정이나 신규투자 등 경영의 의사결정권
이 국내에 있다는 점, △ 호황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유보자금이 풍부
하다는 점, △ 임금이 높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이 단순한 생계비 보충형이 아
니라는 점, △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의 보전이 가능하
였다는 점, 그리고 △ 강한 노조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0년 전 전태일 열사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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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법전을 껴안고 불을 놓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에 대
해 침묵하였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사문화하면서 일하는 기계
로 바뀌었다(박태주, 2011). 그러나 현대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실현되면
서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긴 여정은 시작되었다. 루쉰(魯迅)은 “길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사실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대차의 주
간연속 2교대제는 기업 차원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길을 열어가는 과정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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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oad to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 in Search of
the Day-time Two-shift System in Hyundai Motor Company
Taeju Park
As working time emerges as the contested terrain in employment
relationship, interests in daytime two-shift working system in Hyundai Motor
Company(HMC) is also rising. The daytime two-shift system has important
trend-setting implications – it is the first change ever to have been made
to the traditional '10/10' system, signaling the beginning of working time
reduction. Also, it is distinctive in that external experts were called in to mediate
the related discussion between the company and the trade union.
However, the daytime two-shift system in HMC falls under the ‘externally
constrained voluntarism’ category, as it was not a voluntary act to reduce
working time but movement influenced by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intervention, which includes labor inspection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debates around labor standard law amendments.
What this indicates is that the working time reduction efforts to come are
also likely to be forced through legislative re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unions’ efforts towards workplace innovation,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creation of jobs would be required for
realization of the '8/8' system at HMC. Also importantly, should the union
lead the creation of jobs with shorter working hours, it would be able to
recover its social status and revitalize the labor movement in general.
Keyword : Hyundai Mortor Company, working time, day-time two-shift system,
work-sharing, workplac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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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원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적극적인 인적자원관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기업
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동인으로 인적 자산의 관리가 중시되어 왔지만 일반적
으로 비정규직은 기업의 주변부 노동으로 간주되어 관리론에서 상대적으로 소
홀하게 여겨져 온 감이 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표면화되어 왔고 이에 대해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관리적 측면의 함의를 주는 연
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 분야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의 이유와 요인에 대해 주로 분석했으나(Houseman, 2001) 차츰 세부적으
로 비정규직 활용 및 기업별 관리 내용과 그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흥미롭게도 이미 비정규직 관리 정도가 기업별로 상
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김윤호, 2011;
2009; 김동배․이인재, 2007; 권순식, 2010; 2004; Lautch, 2003; 2002). 본 연
구는 이 영향 요인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탐구한다.
Beck and Gerhart(1996), Lepak and Snell(1999), Kang et al.(2007) 등은 기
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원칙과 구조(HR Architecture)를 다양한 고용관계와 HRM
구성의 조합으로 설명했다. 이 연구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구조 내에 존재하는 하위 요소로서 핵심인적자원과의 연계성 및 상호작용에 의
해 조직 경쟁우위 형성에 기여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이들
은 조직인력 운영 및 인적자원관리의 최종적 목적이 조직 효율성이란 것을 전
제로 하면서 이를 위해 핵심적 인적역량(인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의 중요도
를 강조하고 이의 창출과 흐름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비정규직의 활용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체로 기존 연구들에서 비정규직 관리의 내용은 이미 인력 외부화
이후 진행하는 반작용이니만큼 정규직의 그것에 비해 그 정도와 범위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인력을 조직 핵심역량이나 경쟁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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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주변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어 학문적으로 연구의 중심으로 삼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Atkinson(1984)의 핵심-주변부 인력 모델에
서는 비정규 인력이 기업 경쟁우위에서 벗어난 주변적 인력으로 분류 취급되고
있으며 기업의 다양한 고용형태 및 인적자원관리 구조(HR Architecture)의 연
관성을 설명하고 있는 Lepak and Snell(1999), Kang et al.(2007)에서도 비정규
고용은 기업의 핵심 우위의 형성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되
고 있지만 논의의 추상화 수준이 높아 논문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다원적 관점1)을 지향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논의의 중심으로 부각
하고 200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관리론에 대한 주
제를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변 인력으로서 인적자산의 창
출과정에 2차적인 존재로 밀려나 있었던 비정규직 인력 관리에 대한 내용과 그
영향 요인을 부각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기존 정규직 인사관리 구조로 통합되는
수준이 조직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등을 다각적인 이론을 통해 조
명할 것이다.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내용은 무엇을 비정규직 고
용관리로 볼 것인지, 즉 비정규직 고용관리란 모호한 개념을 어떻게 조작적으
로 정의하고 실증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이다. 이 용어는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지만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관리 내용을 ‘고용형태의 다양성’, ‘비
정규직비율’ 및 이를 통해 판단하는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의 선호정도, ‘인사
관리의 통합’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비정규직 고용관리를 주로 단일 차원으로만 파악했던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이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구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
현상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도입된 주요 이론은 상호호혜성, 옵션, 학습이론, 그룹관계이론
1) 본 논문에서 다원적 관점을 지향한다는 의미는 비정규직 관리 요인을 기업 내부적 요인만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반영하는 시각 등에 기초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가 단지 기업조직의 합리적인 의
사결정의 산물이란 일원적 시각을 벗어나 조직이 접한 내․외부 환경의 압력과 사회적 또
는 제도적 압력의 소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비정규직 관리가 네 가지 이론을
포함하는 다양한 내․외부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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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각 이론적 관점에 따라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비
정규직 고용관리에 대한 요인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Ⅱ. 연구배경과 가설

본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 중에서 특히
인사관리적인 시사점을 주는 연구들만을 추려서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 흐름 및
이론적인 배경 등을 정리해본다.

1.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이론적 관점과 연구가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비정규직 고용은 노무비의 절감과 고용유연성의 확보
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거나 조직이 내부적으로 접하거나 개발하
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확보와 축적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Houseman, 2001; Matusik and Hill, 1998).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에
서의 비정규직 고용관리가 치밀한 장기 계획과 목표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는 근거를 제시하는 사례와 연구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며 실제 기업에서 기업
의 장기적 전략과 인사정책 등에 비정규직 고용이 체계적으로 통합되고 관리되
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Gamble and Huang, 2009; Wong, 2001).
특히 영미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결정이나 비정규직 고용과
관리 관련 업무는 대부분 최고경영자가 아닌 중간관리자나 현장감독 등 하위관
리자 등의 몫이었으므로(Broschak and Davis-Blake, 2006; 권순식, 2004) 전략
이나 정책과의 연관된 체계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같이 대부분의 기업
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전략과의 연계성 또는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면 비정규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예상 외로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제한적인 고용관리를 통해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인사관리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관리’란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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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목표, 인적자원관리 구조, 구체적 인사 관행의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 관점이 달라 매우 혼란
스럽다. 이 개념을 주제로 포함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경쟁우위 형성을 위해 어떻게 지식 융합 과정을 창출하
는지(Matusik and Hill, 1998; Kang et al., 2007; Lepak and Snell, 1999) 등 지
식융합을 통한 경쟁우위 형성을 강조하는 연구들로서 이들은 비교적 논의의 추
상화 수준이 높다. 둘째, 논의의 추상화 수준에서 중위 정도에 위치한 연구들로
서 기업이 어떤 비정규직 형태를 고용해야 하는지(Lai, Soltani, and Baum,
2008), 즉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선택 혹은 비정규직 고용의 전략적 통합(Wong,
2001) 등에 대한 개념 연구나 사례 연구 등이 있다. 셋째, 추상화 수준이 가장
낮은 연구들로서 비정규직의 채용(Staffing), 평가와 훈련기회의 제공, 조직 사
회화, 급여 관리, 경력 관리, 복리후생, 퇴직금(연금)과 사회보험의 제공 등 인
사관리 관행 및 제도가 비정규직 인력에게로 확대되는 과정 및 그 요인을 추적
하고 탐구하는 연구들이 있다(김윤호, 2011; 2009; Lautch, 2003; 2002; 김동
배․이인재, 2007; 권순식, 2010; 2004). 첫째와 둘째 그룹에 속한 연구들이 위
로부터의 연구로, 경영전략과 전반적인 인사관리 구조의 맥락 속에서 지식축적
과정을 중시하고 이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서
추상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연구라면 셋째 그룹의 연구들은 아래로부터의 구체
적인 제도 및 관행에 초점을 두고 기존 정규직에게 제공되어온 구체적인 인사
관리 관행이 비정규직에게도 제공되며 확대되는 과정과 그 요인을 탐구했다.
특히 후자의 연구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비정규직 관리의 대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는지인데, 한국에서 간접고용 비
정규직 형태를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장하청 내지 위장도
급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매우 민감하다. 일반적으로 간접
고용 비정규직 고용은 관리의 외부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이를 직접적인 관
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김윤호, 2011;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의 고용관리적 통합의 대상으로 간접고용을 고려하지
않으며 직접고용 비정규직만을 직접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조
직의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비정규직 비율(직접고용, 간접고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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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의 차원에 포함함으로써 조직 내 비정규 고용형태 구성과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 등 각 형태별 선호 결정 요인 등을 추가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가. 고용관계에 관한 상호호혜성의 관점
조직 인력과 조직 간의 관계성 측면을 부각해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Barnard(1938)의 유인과 공헌 균형 이론, Blau
(1964)의 사회적 교환, Rousseau(1989)의 심리적 계약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이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기업조직과 종업원 간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이를 상호호혜성(Mutual
Reciprocity)의 논리로 설명한다. 상호호혜성이란 조직에 공헌하고자 하는 종업
원들의 헌신과 노력은 그들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투자와 비례한다는 것
으로 이 이론들은 조직과 그 구성원 간의 상호호혜적인 노력이 조직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는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간주했다. 이 이론들은 조직이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적투자를 조직이 근로자 개인에게 제공하는 유인으로 간주 하
며 조직의 지속성은 유인 수준과 공헌 수준의 적절한 균형에 의해 달성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비정규직 인력 역시 조직과의 관계 측면
에서 유인과 공헌의 균형관계가 존재하며 비정규직 고용관리나 복리의 제공 등
이 유인의 성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직과 종업원의 관계를 높은 유인—높은 공헌의 상호 호혜적 관계로 유지하
는 것을 중시하는 제도적 관행으로 참여적 관행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노사
간 상호이익 모델을 지향하는 고성과 작업조직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Kochan and Osterman, 2004). 고성과 작업조직은 높은 생산성과 높은 종업원
처우 수준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고용관행에서의 변화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
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에게 종업원들의 몰입과 참여로 인한 높은 성과를, 종업
원들에게는 높은 고용안정성과 내재적 보상 등을 제공하는 윈윈모델 또는 고단
위(High Road)전략으로 지칭되어 왔다(Kochan and Osterman, 2004; Osterman,
2000).
대체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소수이고 비정규직 인사관리가 정규직 인
사관리 이후에 생겨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인사관리가 비정규직 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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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설계와 실행에 대한 준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Lautch, 2003). 또한 기
존 인사관리의 대상이 된 정규직의 규모가 충분히 클 경우 추가되는 작은 규모
의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복리 제공에 대한 추가적 비용 부담은
한계비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 낮아질 수가 있어 이를 비정규직 인력에게까지
확대해 제공하기가 쉬워진다. 이에 따라 조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관계가 서로
높은 상호호혜성의 관계를 유지하면 이런 경향이 작은 규모의 비정규직 인력에
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조직이 정규직 인력관리에서 높은
유인－높은 공헌의 균형을 중시한다면 이런 경향이 소수 그룹의 비정규직에게
도 확대 적용하기가 쉽다는 것이며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에 적용되어왔던 인
사관리서비스와 복리 등이 유인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의 적
용 대상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면
정규직과 업무적 접촉과 사회적 접촉을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
직이 간접고용 비정규직보다 동일한 인사관리 관행 등을 적용하기가 훨씬 용이
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그 활용 목적이 관리통제의 외부화를 통한 수량적
유연성 확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사관리 관행 등의 적용을 할 수 있는 대
상이 되지 않는다(김윤호, 2011; 2009). 즉 정규직과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서로
근접하여 종업원 참여관행을 통해 서로 접촉을 할 수 있는 관계인데 이는 정규
직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양 직종의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인간
적인 공감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규직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양자 간의 인사
관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을 대상으로
높은 유인－높은 공헌의 균형 기제를 중시하는 조직은 소규모의 직접고용 비정
규직을 대상으로 이 기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투입되는 조직
의 자원은 유한하므로 대상 인력인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를 소수로 유지하고
소수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이 기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로 인해 결핍되는 수량적 유연성을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참여관행의 기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수량적 유연성의 가치를 보완하고 조직의
유한한 자원을 핵심적 역량에 투입할 수 있도록 완충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이 내용을 다음의 가설에 반영했다.
가설 1 : 종업원 참여 수준이 높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직접고용 비정

38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2호

규직 비율이 낮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 종업원 참여 수준이 높은 조직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도 비슷한 인사 및
복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므로 인사관리의 통합 수준이 높을 것이다.

나. 옵션이론
옵션이론에 의하면 비정규직 고용이 가지는 유연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옵션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일수록 이런 옵션의 가치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기업에게 비정규직 고용은 고정비로 간주되는 정
규직 고용을 당분간 유예하는 옵션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적 전망이 악화될 때 쉽게 고용을 포기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의
의미를 제공한다(Foote and Folta, 2002). 즉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제한된
경제적 비용으로 근로자들을 스크린 할 수 있고 향후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해
소되었을 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경우 향
후 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이를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매우 광범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예를 들면 정규
직 해고로 인한 사회적 평판의 악화, 높은 퇴직금의 지불, 남아 있는 정규직들
의 사기 저하, 조기 퇴직 시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한 이들 인력의 재직 시 제공된 교육훈련, 높은 인건비 및 복리 등 인적자산의
투자에 대해 이를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이 과거에 결정한 인력 고용
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전에 투자한 자본을 다시 회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추가적인 해고 비용
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이중의 고통을 안길 수 있다. 반면 비정규
직 고용이란 옵션은 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역성의 비용을 피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등의 상황에서 인력 해고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게 한다.
옵션 관점은 불확실성의 환경에서 기업이 인력증강을 하고자 할 경우 인적투
자의 불가역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있으며 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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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이라는 것을 제시한다(Foote and Folta, 2002). 이
에 따라 옵션 관점의 가설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와 향후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의 의사결정 등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은 환경이 불확실한 경우 비정규직을 보유하고 정규직 고용결정을
유보함으로써 향후 보다 우호적인 고용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한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활동하는 기업일수록 다양한 유연성에 의한 옵션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므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비정규직을 사용하
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높은 수량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형태임을 감안하면2)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것을 다
음의 가설에 반영했다.
가설 3 : 기업의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은 다양한 비정규직을 사용
할 것이다.
가설 4 : 기업의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은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
므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 중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
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많이 사용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비정규직의 고용은 향후 경제적 전망이 악화될 때 쉽게 고용을
포기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의 의미를 제공한다. 향후 기업의 경제적 전망은 좋
아질 때와 악화될 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은 향후 다음
의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한다.
기업의 사업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면 비정규직 유지로 인한 유연성의 가
치가 낮아지므로 현존하는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으로의 통합 기회를 제공하거

2)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기업에게 높은 수량적 유연성을 공급한다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은 근로자와 조직과의 개별계약
에 의존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에이전트나 하청회사 또는 파견회사와 조직과의 계약
에 의한 인력의 채용과 유지, 그리고 해촉이 비교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력
수급의 분량이나 변동성에서 직접고용 비정규 고용보다는 훨씬 높다. 둘째 간접고용 비정
규직은 인력관리 통제의 외부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 고용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조직에게
관리통제상의 의무나 책임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 조직은 이들 인력의 유
지와 해촉에 있어 직접고용형태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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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사관리적 통합을 통해 정규직 인사시스템 속으로 이를 흡수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빈자리를 정규직으로 대체 고용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인재 스크린과 선발 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로 인한 기
업의 이미지 하락 등을 막을 수 있어 더 경제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5 : 기업의 사업 환경이 호전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직접고용 비
정규직의 인사관리 통합 수준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업의 사업 환경이 향후 악화된다면 기업은 옵션으로 유지해온
비정규직 인력을 낮은 해고 비용으로 해고할 수 있고 관련 사업부문을 쉽게 매
각할 수 있다. 즉 사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유연인력의 축소를
통해 외부의 충격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 비정규직보다 수량적 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 환경이 악화될
때 기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경향이 직접고용보다 높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6 : 기업의 사업 환경이 악화될수록 기업은 옵션으로서의 비정규직을 해고하
게 될 것이므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특히 사업 환경의 악
화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미치는 효
과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7 : 기업의 사업 환경이 악화될수록 기업은 옵션으로서의 비정규직을 해고하
게 될 것이므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다양성이 낮아질 것이다.

다. 학습이론적 관점
어떤 인적자원관리 연구자들은 때때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
들과 함께 뒤섞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법
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Cardon, 2003; Lepak and Snell, 1999; Matusik and
Hill, 1998). 이들은 양 직종의 상호작용이 조직의 경쟁우위가 되는 지식가치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가치 생성의 근원으로서 March(1991)는 조직학습의 두 가지 패턴(탐색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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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활용적 학습)을 소개한다. 탐색적 학습은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이나 지식을 조직으로 통합하여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쟁우위를 생성하는
방식의 급진적 과정이며, 활용적 학습은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
식을 중심으로 외부의 지식을 유입해 조직의 경쟁우위로 축적하는 점진적인 과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March의 탐색적 학습과 활용적 학습의 개념을 Miles and
Snow(1978)의 조직 분류와 연관시켜보고자 한다. Miles and Snow는 조직의 전
략적 위치를 혁신이란 단일 축으로 판단해 선도전략군(Prospector), 분석전략군
(Analyzer), 방어전략군(Defender), 반응전략군(Reactors) 등 네 가지로 분류하
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선도전략군에 주목한다. 선도전략군이란 남들보다 먼
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중시하는 기업군
이다. 반면 분석전략군은 선도전략군을 분석하고 이를 뒤쫒아 가는 기업군이며
방어전략군이란 기존의 제품이나․서비스로서 안정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
며,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신시장 진입을 먼저 시도하지 않는 방어
적인 기업군이다. 우리는 선도전략을 취하는 조직은 탐색적 학습과정을 통해
급진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간주하고, 반면 나머지 전략군을 활용적
학습을 통한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이론적 연결
은 Auh and Menguc(2005)에서도 이미 시도했던 방식이다. 이럴 때 선도전략을
추구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
는가? 일반적으로 조직 내 비정규직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은 조직
전반에 대한 지식(구조적 지식, Architectural Knowledge)이라기보다는 조직의
일부 루틴이나 특정 기능에 대해 전문화된 기술이나 지식(Common Component
Knowledge)일 가능성이 높다(Lepak and Snell, 1999; Matusik and Hill, 1998).
비정규직은 조직전반의 기술이나 지식을 학습할 정도로 충분히 동일한 조직에
서 오랫동안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시장에서 자신의 지속적 고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전문화된 지식에 특화될 가능성이 높다(Matusik and Hill,
1998).
만약 조직이 활용적 학습을 통해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조직의 경쟁우위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구조적 지식(즉 핵심인력이 가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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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지식을 공유하거나 통합하고자 하
는 경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인사관리는 핵심인력이 가지고 있는 구
조적 지식의 갱신과 발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비정규직보다는 핵심적 정규
인력에 많은 인사관리적 자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조직은 핵심인
력이 가진 구조적 지식의 갱신과 개발에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사관리체
제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통제 내에 있는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정
규직)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의 제공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조직이 탐색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시장 분야를 개척하거나 급진적인
혁신을 취하는 전략(즉 선도전략)을 추구한다면 현존하는 경쟁우위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적 지식의 축적과 업데이트를 추구하기보다는 조직이 접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지식(Component Knowledge)의 이해와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은 조직 내에 고용하고 있는
인력 그룹 간 상호 밀착도를 비교적 낮게 유지하면서 상호 경쟁적 관계를 형성
하여 각 인력 그룹이 접하는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주
력함으로써 기존의 구조적 지식과 구분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Kang et al., 2007; Hansen, 1999). 이를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하위 인력 그룹 간의 적당한 분절과 하위 그룹 간 경쟁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룹 간 긴장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 같은 결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의 의미가 퇴색하고 새로운 지식이 개발되는 지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 등 인사관리적 자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즉 내부 인력의
하위 그룹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와 인사관리 및 복
리 등의 서비스 등이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사관리의 영역에 있
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동기부여하기 위
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공정한 경쟁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정
규직에 준하는 인사 관행 및 복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의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8 : 선도전략을 취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대
상으로 많은 인사관리 관행 등을 제공될 것이므로 인사관리의 통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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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 것이다.

한편 조직 내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양성 정도는 조직이 어떤 성과를 목적으
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탐색적 학습성과(Exploratory
learning)를 중시하는 조직은 점진적 학습성과(Exploitative learning)를 중시하
는 조직에 비해 다양하고 새로운 외부 지식과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므
로 여러 사람으로부터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접촉하고 활성화하기위
한 방편으로 조직 내 인력의 다양성 정도를 높게 유지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음의 가설에 반영했다.
가설 9 : 선도(Prospector)전략을 취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비정규
직 종류가 다양할 것이다.

라. 그룹관계이론
소수자 그룹과 다수자 그룹의 관계이론은 조직 내 그룹의 상대적 크기가 사
회적 작용의 질과 그룹 간 갈등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한다
(Allport, 1967; BlaLock, 1967; Kanter, 1977; Reed, 1978; Wagner, Pfeffer, and
O'Reilly, 1984). 즉 조직 내 인력 그룹 간 갈등 등 비정규직 고용으로 말미암은
갈등은 비정규직 인력의 규모와 비율, 그 구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조직내 소수자 그룹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기업 활동에서 소수자 그룹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하면 양자 간 갈등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인사관리적인 조처 등이 시행
될 필요가 증가한다. 그룹관계이론은 조직 내에서 초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
자들의 수와 비율, 이들에 대한 의존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인사관
리의 방향이 이들의 발언권과 이익을 일정 정도 반영하도록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조직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정규직 중심의 인
적자원관리 관행들이 비정규직 인력을 포용하여 확대 적용되거나 아니면 별도
의 비정규직 인사관리체제가 유지되지만 기존의 정규직 인사관리체제와의 차
별성이 축소되고 양자 간 통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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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0 :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사관리의 통합 수준이 높을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직무의 유사성이나 차별성 역시 두 고용형태의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가령 소수자 그룹과
다수자 그룹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과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
떤 경영자들은 소수자 그룹과 다수자 그룹의 직무를 엄격히 구분, 이를 차별하
고 양자 간 직무적인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분리하는 방식의 관리를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그룹과 다수를 차지하는 정규직 근로
자 간의 인사관리 관행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
규직 간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여 급여 및 조직으로
부터의 처우 등이 상호 비교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조직에서 비정규직
과 정규직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직무 설계를 통해 직무적 접촉을 제한
하거나 아니면 작업 및 휴식공간을 분리해 비직무적 접촉(즉 사회적 접촉)을 줄
이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Allport, 1954; Broschak and Davis-Brake, 2006).
반면 이와 반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접촉이 빈번할
수록 상호 비교 과정이 촉진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상호 간 처우의 차별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접촉은 정규
직과 비정규직이 상호 비슷한 직무를 담당할 때가 그렇지 못할 때보다 높게 나
타날 것이다. 양자 간 상호 비슷한 직무를 담당할 경우 전문지식이 쉽게 공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무 분야에서의 관심 영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직무 관련 내용이나 조직으로부터의 처우 등에
대해 상호 비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만약 어
떤 조직에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이 있어
서로의 직무 및 근로 조건 등이 서로 관찰되고 비교되는 것이 용이해지면 조직
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의 그것과 차별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
다. 이럴 경우 조직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에 상응하거나 유사한 근로
조건 등을 부여하고 정규직에 부여했던 다양한 인사 및 복리 서비스를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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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게도 제공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1 :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이 있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인
사관리 통합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2. 연구모델
비정규직 고용관리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다양한 관점과
용어 등을 일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론을 구성하고 이에 근거한 가설 등을
설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비정규직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다양한 연구들을 상호 연결하여 네 가
지 이론적인 근거에 기초해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는 방식을 따른다(그림 1 참조).
[그림 1]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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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모델을 구성하는 이론적 기초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비정
규직 관리는 조직과 비정규직과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유인으로 작
용해 비정규직의 조직에 대한 헌신이나 일에 대한 열심을 유도할 수 있다(상호
호혜성) ② 비정규직 고용으로 말미암은 유연성은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다양한 옵션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한다(옵션이론) ③ 비정규직 고용관리를 통해
외부자와 내부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촉진해 지식축적 및 경쟁우위의 개발
에 기여할 수 있다(학습이론) ④ 비정규직 관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바람직
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소수그룹과 다수그룹의 관계 이론) 등
이다.

Ⅲ. 실증연구방법

1. 자 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 2009년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WPS 2009)를 활
용해 연구가설 등을 검증했다. 2009년도 사업체패널은 이전 자료에 비해 경제
위기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자료로서 특히 옵션 관점을 실
증하는 데에 비교적 적합한 성격을 가진다.
사업체패널 자료의 주요 응답자들은 사업체의 인사담당관리자, 노무담당관
리자,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주로 인사담당관리자들
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했다. 그 이유는 인사담당관리자가 사업체의 인력
현황 및 인사관리체제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본 자료의 제공원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9년 사업체자료는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해서 임의방식으로 추
출한 민간부문 약 1,626개 사업체, 공공부문 111개 사업체 등 약 1,700개(정확
하게 1,737개)의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종업원 규모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종업원참여, 인사관리와 고용형태의 다양성 등 본 분석에
서 주요하게 취급하는 변수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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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종업원 규모 100인 이상의 사업체만을 추출한 뒤 9차 표준산업분류 대
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소속 사업장만을 범주화하여 이를 분석
의 대상으로 삼았다.3) 이럴 때 표본 집단은 약 969개 사업체(제조업종 397개,
서비스업종 572개)가 된다. 향후 분석에서는 분석의 내용에 따라 투입되는 표
본의 수가 차이가 나므로 분석결과에 투입된 표본의 수를 명시해 표시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비정규 고용다양성, 비정규직 비율(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을 포함함), 비정규직 인사관리의 통합 등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과 토빗분석(Tobit Analysis)을 이용해 각 이론적
관점으로부터 도출한 연구가설 등을 검증하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에 투입된
종속변수와 통제변수, 독립변수 들은 다음과 같다.

가. 종속변수
각 가설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종속변수는 다소 유동적이다.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인사
관리의 통합 등이 종속변수로 포함된다. 옵션 관점에서의 종속변수는 고용다양
성과 비정규직 비율(직접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사관리의 통합이다. 학습
이론관점에서의 종속변수는 고용다양성과 비정규직 인사관리의 통합이고 그룹
관계이론에서는 비정규직 인사관리의 통합이다.
‘고용형태의 다양성’이란 인력구성의 이질성이란 개념에서 도출한 것으로
(Broschak and Davis-Blake, 2006) 조직이 얼마나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비정규직 비율’은 조직의 전체 가치 생성활동에
3)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표본을 분류할 때, 본 표본은 제조업 397개, 전
기가스 수도 12개, 하수폐기 처리 4개, 도소매 59개, 운수 95개, 숙박음식 23개, 출판영
상서비스 40개, 금융보험 48개, 부동산 임대 3개, 예술 여가 6개 등으로 나타나 제조업
397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서비스업종(전체 572개가 됨)이 매우 적은 케이스 수를 가진
업종들로 쪼개져 있는 형태이므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 효과를 비교해보기가 어렵
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크게 두 가지 범주로 표본을 나누어 양 업종 간 비정규
직 사용현상의 차이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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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정규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으며, 특히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의 비율을 통해 기업의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의 선호
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다(Lai, Soltani, and Baum, 2008). 마지막으로 ‘인사관
리 통합’이란 용어는 정규직과 비슷하게 비정규직 인력에게 교육훈련, 인사고
과, 승진 등 다양한 인사관리 관행이 제공되는지와 연금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다양한 복리가 제공되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비정규직
고용관리가 정규직 인사관리 방식으로 통합되는 정도 또는 영향을 받는 정도
(Spill Over Effect)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Lautsch(2002; 2003), 김동배․이인
재(2007), 김윤호(2011; 2009), 권순식(2010; 2004) 등에서 기초해 도출한 것이
다.
고용다양성은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유무
(0=없음, 1=있음), 특수고용(독립도급)유무, 재택근로유무, 사내하청유무, 기간
제 근로유무, 파트타임유무 등 7가지 고용형태에 대한 답변을 합산한 값으로
산출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직접고용하고 있는 전체 종업원수에 대한
기간제와 파트타임의 비율로 측정되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직접고용
하고 있는 전체 종업원수에 대한 파견근로와 사내하청(도급근로)의 비율로 산
출했다. 직접고용 인사관리 통합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교육훈련제공정도, 인
사고과제공정도, 승진제공정도, 승급제공정도, 퇴직금제공정도, 연차휴가제공
정도, 국민연금제공정도, 건강보험제공정도, 고용보험제공정도, 산재보험제공
정도 등을 각각 4점 척도(1=전혀 제공되지 않음, 4=모든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게 제공)로 측정 후 이를 평균한 값을 산출했다.

나.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종업원수(로그), 전문경영체제정도, 노조조직률, 몰입
형 인사관리, 육성형 인사관리, 사업장 구분 가변수(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포
함했다. 종업원수(로그)는 전체 종업원수에 자연대수 로그값을 취한 것이다. 전
문경영체제정도는 사업체의 경영체제가 어떤 형태와 가까운지를 4점 척도(1=
소유경영체제, 4=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로 측정한 것이
다. 노조조직률은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전체 종업원수에 대한 노조원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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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산되었다.
종업원수는 조직의 규모를 대변하는 변수로써 규모가 큰 조직은 작은 조직에
비해 여유 자산이 많아 비정규직 고용과 관리방식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조직일
수록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비정규직 관리 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전문경영
체제를 갖춘 조직일수록 환경의 변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대처할 것이므로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직으로 말미암은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노조조직률은 노조의 힘을 대변하는 개념으로써
정규직 노조의 힘이 세면 정규직에 대한 노무비용이 높게 형성됨으로 인해 비
정규직에 제공되는 관리 비용이나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헌신형 인사관리는 “인사관리의 1차적 목표는 1=비용절감, 5=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을 높임에 있다” 등의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
한 것으로 헌신형 인사관리정책이 비정규직의 고용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통
제하기 위한 변수로 도입되었다. 육성형 인사관리 정책은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1=외부에서 충원하고 불필요시 해고, 5=장기고용을 통해 내부 육성한
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한 것으로 육성형 인사관리정책이 내부 노동시장과 비
정규직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또한 서비
스산업을 기준으로 제조업에 대한 가변수를 형성해 산업을 통제했다(서비스업
=0, 제조업=1).

다.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네 가지 이론적 관점에 따라 분류된다. 먼저 상호호혜성 관점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써 종업원 참여(Employee Involvement)를 도입했다.
종업원 참여(Employee Involvement)는 식스 시그마, 전사적 품질관리(TQM),
제안제도, 품질관리분임조(QC), 다기능교육, 업무로테이션, 팀제도 등 일곱 가
지 관행의 시행여부(0=안함, 1=시행)를 합산하여 산출했다. 옵션 관점의 독립
변수로써 국내시장경쟁정도와 매출의 해외시장 비중, 주력제품의 시장수요악
화정도를 도입했다. 국내시장경쟁정도는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에서의
경쟁정도를 5점 척도(1=매우 낮다, 5=매우 높다)로 측정한 값이고 해외시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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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매출에서 해외시장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 값으로 기업 환경의 불확실
성을 대리하는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주력제품의 경
쟁정도가 높고 해외시장비중이 높을수록 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
다. 한편 주력 제품의 시장수요악화정도는 기업 환경이 호전되거나 악화됨을
대리하는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즉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수요가 늘어
나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것으로써 기업 환경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악화됨을 판
단한다는 의미이다. 학습이론적 관점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시장선도
자(Prospector) 가변수를 도입했다. “귀 사업장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전
략은 다음 중 어떤 것과 가깝습니까”의 물음에 대해 시장선도자에 대한 가변수
를 형성해 이를 분석에 투입했다. 마지막으로 그룹관계이론의 관점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써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 직접고용비정규직과 유사직무를 수
행하는 정규직유무 등 두 가지를 도입했다. 여기서 비율은 전체 종업원에 대한
비율로 환산되었고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의 유무는 그러한 정규직이 있
을 때 1을, 그렇지 않을 경우 0를 부과한 가변수이다(표 1 참조).

Ⅳ. 분석결과

<표 1>은 문항 내용 및 변수의 측정방법,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
한 것이다. 전체종업원수는 평균 611명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3%,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1%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 다양성
의 평균은 1.93으로 나타나 각 사업체별 1.93개의 비정규고용형태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노조조직률은 평균 30%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고용 인사관
리의 통합에 대한 평균값은 3.27(4점 척도)로 나타나 많은 사업체가 비정규직
에 인사관리 및 복리 관행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선도
자 군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약 64%,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약 36%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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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항내용 및 변수의 측정, 평균, 표준편차
변수명
고용형태
다양성

문항내용 및 변수의 측정방식

평균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의미함. 사업장별로 파
견근로(0=무, 1=유), 특수고용(독립도급)유무, 재택근
1.93
로유무, 사내하청유무, 기간제근로유무, 파트타임유무
등 7가지의 형태에 대해 유무로 합산함.

직접고용 비정
(기간제+파트타임)/전체 종업원수
규직 비율
간접고용 비정
(파견근로+사내하청도급근로)/전체 종업원수
규직 비율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교육훈련제공정도, 인사고과제공
정도, 승진제공정도, 승급제공정도, 퇴직금제공정도,
직접고용
연차휴가제공정도, 국민연금제공정도, 건강보험제공정
인사관리
도, 고용보험제공정도, 산재보험제공정도 등을 각각 4
통합
점 척도(1=전혀 적용 안 됨, 4=모든 직접고용 비정규
직에 적용됨)로 측정 후 평균값을 도출
현신형
인사관리의 1차적 목표는 1=비용절감임, 5=근로자의
인사관리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을 높임에 있다
육성형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1=외부에서 충원하고 불
필요시 해고한다, 5=장기고용을 통해 내부 육성한다
인사관리
전체
직접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 회귀분석시엔 로그값으
로 투입됨
종업원수
노조조직률 노조원수/전체 종업원수
1=소유자가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경영활동
전문경영
을 직접 관장, 4=소유주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한
체제
전문경영체제

표준
편차

비고

1.00

7가지
고용형태 모두
채용할 때 7점
부여

.13

.20

.11

.28

3.27

.86

4점 척도

3.52

.79

5점 척도

3.74

.77

5점 척도

611

1154

명 기준

.30

.33

2.13

1.10

4점 척도

제조업
가변수

서비스업=0, 제조업=1(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
류 기준으로 양 업종을 나눔)

.44

.49

제조업소속
사업장 : 397개
서비스업종
소속 : 572개

국내경쟁
정도
해외시장
비중

주된 제품/서비스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정도 1=경
3.98
쟁이 매우 약함, 5=경쟁이 매우 심함

.84

5점 척도

매출에서 해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11.4 22.56

귀 사업장의 주된 제품/서비스의 시장수요상황은 어
떤지요? 1=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5=빠르게 줄고 있 2.65
다
귀 사업장 주력 제품/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전략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에 대해 고객의
시장선도자 욕구와 시장의 초기 신호에 신속히 대응하여 항상 .64
가장 먼저 신제품을 제공하려고 한다 라고 답한 사
업장을 1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0로 처리
식스시그마, 전사품질관리, QC, 제안제도, 직무로테
2.45
종업원 참여
이션, 다기능교육, 팀회의 등 실시유무를 합산
유사직무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유사직무를 하는 정규직의 유
.45
정규직 유무 무
시장수요
악화정도

%

.85

5점 척도

.48

0=시장선도 아님
1=시장선도임

.190
.49

0=실시 안 함
1=실시
0=없음
1=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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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표 2>에 정리했다. 대부분의 상관계수는 .38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이후 회귀식에 각 변수들을 톡립변인으로 투입할 경우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표 3>은 비
정규직 고용형태 다양성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 회귀모델 1에서는 헌신형 인사관리와 육성형 인사관리 등 통제변수만을 회
귀식에 투입한 분석의 결과만을 정리하고 있다. 그중 전문경영체제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고용형태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업원의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고용형태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제조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서비스업종에 속한 사업장보다 고용형태
다양성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회귀모델 2는 회귀모델 1의 통제변수에 부
가적으로 각 이론적 관점을 대리하는 독립변수 등을 투입해 분석한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기업이 접하는 환경 불확실성을 대리하는 개념의 변수인 국내시
<표 2>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고용형태다양성
2.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 .22**
3.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 .35** .006
4. 직접고용인사관리통합 -.022 .11** -.042
5. 헌신형인사관리

-.063 -.013 .003 .077*

6. 육성형인사관리

.046 -.009 -.017 .11** .38**

7. 전체 종업원수

.11** .023 .041

.023

.013

.003

8. 노조조직률

.032 -.18** .038

.029

-.012

.043 .12**

9. 전문경영체제

.094* .051 .11** .089* .12** .069* .20** .12**

10. 제조업가변수

-.037 -.37** .03

-.16**

11. 국내경쟁정도

.033 .055 .047

-.051 -.12** -.060

-.03

-.10** -.02

.11**

-.01

.003 -.16** .026 -.050

12. 해외시장비중

-.019 -.28** .064*

-.02

.022

.007 .13**

13. 시장수요감소정도

-.080 -.004 -.11** .026

-.036

-.025 -.065* .091** -.085* -.009 .020

14. 시장선도자

.11** .020 .055 .080*

.025 .098** .073* .024

15. 종업원참여

.11** -.036 .12** .136** .114** .16** .075* .076* .24** .087* -.053 .11** -.13** .076*

16. 유사직무정규직유무 -.14** -.004 -.083* .19**

.001

주 : *5%, **1% 유의수준(양측 검증).

-.004

-.04

.05

-.28

.13** .43** -.009
-.07

.009 -.010 .043 .11** .022
.036 -.046 -.019 -.067* -.018 -.015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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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쟁정도는 고용형태 다양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해외시장 비중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가설 3을 부분적으
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시장선도자는 고용형태 다양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가설 8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고용형태의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사업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기업은 비정규직을 해고함으로써 비정
규 고용형태의 다양성이 낮아진다는 가설 7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3> 고용형태 다양성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결과
변수명

종속변수(비정규 고용형태 다양성)
회귀모델 1

회귀모델 2

(상수)

-.69(.35)*

-.175(.45)

헌신형 인사관리

-.023(.054)

-.027(.057)

육성형 인사관리

.063(.056)

.055(.060)

전문경영체제

.16(.037)***

.13(.039)**

노조조직률

-.23(.11)*

종업원수(로그)

.66(.10)***

제조업가변수
(0=서비스업, 1=제조업)

-.19(.08)*

-.12(.12)
.58(.11)***
-.25(.08)**

시장선도자

-.021(.086)

국내시장경쟁
불확실성 정도

0.47(.024)*

해외시장비중

-.001(.001)
-.16(.048)**

시장수요악화정도

.033(.023)

종업원참여

R제곱

.097

.11

F값

14.57***

10.06***

분석에 투입된 관측수(N)

820

759

주 :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유의수준을 표시한 것임.
기본적으로 양측검증이지만 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단측검증
을 기준으로 적용함(†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0.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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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비정규직 비율,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에 대한 토빗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비율을 종속변수
로 설정할 경우 좌절단된 형태의 자료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
해서 토빗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통제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 중에 전문경영체제, 노조조직률, 규모를 의미하는 로그 종업원수의 영향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경영체제의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직접고
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노조조직률이 높은 조
직은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 역시 매우 특이하다. 특히 노조조직
률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과는 부적 관계로 나타난 점이 부각된다. 노조조
<표 4> 비정규직비율(직접고용, 간접고용 포함)에 대한 토빗분석결과
변수명

(상수)
헌신형 인사관리
육성형 인사관리
전문경영체제
노조조직률
종업원수(로그)
제조업 가변수
(0=서비스업, 1=제조업)
시장선도자
국내시장
경쟁정도
불확실성
해외시장
비중
시장수요감소
종업원참여
Log Likelihood
Chi-square(df)유의도
투입된 관측수(N)

종속변수
토빗모델 5
토빗모델 6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3(.086)
-.087(.11)
-.012(.013) -.009(.013)
-.0009
.009(.032)
-.001(.034)
.0003(.014)
(.013)
.010(.020)*** .086(.023)*** .028(.009)** .022(.009)*
-.22(.064)** -.17(.07)**
-.12(.03)** -.090(.029)**
.076(.044)† .027(.063)
.091(.026)** .072(.026)**
토빗모델 3
토빗모델 4
비정규직 비율
-.15(.19)
-.095(.26)
-.013(.031)
-.011(.032)

-.15(.044)**

-700.24
47.46(6)***
820

-.18(.048)***

-.20(.02)***

-.20(.02)***

토빗모델 7
토빗모델 8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86(.19)*** -.73(.24)***
-.009(.028) -.013(.029)

.005(.029).

-.015(.031)

071(.019)*** .054(.020)*
.032(.060)
.061(.063)
.19(.05)**. .15(.06)*
.031(.041)

-.005(.043)

-.050(.050)

-.015.(020)

.070(.045)†

.061(.029)*

.018(.011)†

.033(.021)*

.00008
(.0011)
-.055(.028)*
.027(.012)*
-655.17
55.76(10)***
759

-.0002
(.0004)
-.017(.010)†
.003(.005)
-237.65
-204.93
142.35(6)*** 137.95(10)***
820
759

-469.30
37.79(6)***
820

.0004
(.0010)
-.057(.025)*
.034(.011)**
-435.39
51.67(10)***
759

주 :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유의수준을 표시한 것임.
기본적으로 양측검증이지만 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단측검증
을 적용함(†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0.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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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률과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부적 관계를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슷한 업무 양식
을 가진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꺼려하고 이의 확산을 저지하는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2006년 제정된 기간제 비정규직법의 영
향에 의해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종으로 통합될 뿐 아니라 신분의 전
환 이후 새로운 노조원으로 가입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의 영향이 아닌가 추측
한다. 그러나 본 분석결과로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
한 추가적인 분석이 향후에 시행되어 결과를 보다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종업원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비
정규직 활용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제조업종보다 서비스업종이 비정규직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독립변수 중에는 국내시장경쟁정도, 시장수요감소, 종업원 참여 등이 각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 환경의 불확실성을 대리하는 시장경쟁정도
는 비정규직 비율,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모두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쟁정도가 높은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
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비율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모두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부가해 시장경쟁정도가 직접고용에 미치는 영향계수와 간접고용에
미치는 영향계수를 비교했을 때 두 영향계수(간접고용영향계수–직접고용영향
계수)의 차이를 반영하는 t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4) 이 결과는 국내
경쟁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을 많이 하지만 간접고용을 직접고
용보다 더 선호한다는 증거가 유의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한편 해외시장비중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가설 4는 부분
적으로 지지되었다.
4) 시장경쟁정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계수를 β₁, 시장경쟁정도가 직접
고용 비정규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계수를 β₂라고 하면 같은 표본을 공유하지만 상호
분리된 회귀방정식에서는 두 계수 간의 Covariance가 0이 되므로 t=      

         가


된다(Wooldridge, 2000). 이에 따라 t값을 계산하여 통계적
   =0.69로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
유의성을 따질 수 있다. 즉 t=(0.33-0.18)/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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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력제품의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업체, 즉 사업 환경이 악화
되고 있는 사업체는 옵션으로 보전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해고함으로써 비정규
직의 비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부가해 시장수요의 감소가 간접고
용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계수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계수를 상
호비교하면 이 차이를 반영하는 t값은 2.00*(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는 가설 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종업원 참여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
율과 예상대로의 관계를 보이진 않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과는 1% 유의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종업원 참여관행을 많이 시행하
는 사업체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소수로 유지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많
이 활용한다는 내용의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5>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인사관리 통합에 관한 회귀분석결과를 정리
<표 5> 인사관리의 통합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명

(상수)
헌신형 인사관리
육성형 인사관리
전문경영체제
노조조직률
종업원수(로그)
제조업가변수
(0=서비스업, 1=제조업)
시장선도자
국내경쟁강도
불확실성
해외시장비중
시장수요악화정도
종업원참여
직접고용 비정규직비율
유사정규직존재유무
R제곱
F값과 유의도
분석에 투입된 관측수(N)

종속변수(직고 비정규직 인사관리의 통합)
회귀모델 9
회귀모델 10
2.98(.33)***
2.57(.42)***
-.012(.052)
-.019(.052)
.084(.052)
.065(.054)
.059(.034)†
.049(.036)
.067(.11)
.060(.12)
-.002(.097)
-.048(.098)

-.29(.075)***

-.35(.09)***

.035
3.94**
521

.15(.07)*
.013(.045)
.0031(.0022)
.044(.044)
.063(.020)**
.31(.14)*
.34(.07)***
0.113
5.04***
485

주 :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유의수준을 표시한 것임.
기본적으로 양측검증이지만 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단측검증
을 적용함(†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0.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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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먼저 통제변수들 중에 전문경영체제가 인사관리 통합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경영체제의 특징이 강한 조직은 그렇지 않
은 조직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관행 및 복리 등을 제공하는 정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네 가지 이론적 관점을 대리하는 독립변수들 중에 시장선도전략, 종업원 참
여,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유사정규직존재유무 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장선도전략을 취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인사통합의 수준이 높은데 이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에 대해 인사 관행 및 복리 등의 제공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는 가설 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제조업에 속한 사업체는 서비스업
에 속한 사업체보다 직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인사관리 통합정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종업원 참여관행을 다양하게 시행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직
접고용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인사관리통합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룹관계이론을 반영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비율과 유사
정규직유무 역시 가설 10과 가설 11에서 예상한 대로 양 직종의 인사관리 통합
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업 환경이 좋아 지면 인사관리의
통합수준이 높을 것이란 가설 5는 지지되지 않았다.

V. 결 론

1. 분석결과의 정리 및 시사점
<표 6>은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제시한 것이다. 각 이론적 관점에 따
라 형성된 가설들은 가설 5와 가설 8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지되거나 아니면 부
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룹관계이론적 관점을 반영하는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으
며 그 외 상호호혜성과 옵션이론, 학습이론을 반영하는 가설들은 부분적으로 지
지되었다. 각 이론적 관점에 따라 나타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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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석결과의 정리
근거
이론

가설

가설의 내용

결과

종업원 참여수준이 높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직접고 부분
상호 가설 1
용 비정규직비율이 낮고 간접고용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지지
호혜
종업원 참여 수준이 높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인사
성 가설 2
지지
관리의 통합이 높다
가설 3

기업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경쟁강도, 해외시장비중)이 높을수 부분
록 기업은 다양한 비정규형태를 사용할 것이다
지지

기업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경쟁강도, 해외시장비중)이 높을수
부분
가설 4 록 기업은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 중 특히 간접
지지
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많이 사용한다.
기업의 사업 환경(주력제품 시장수요)이 좋아지면 인사관리의
옵션 가설 5
기각
통합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이론
기업의 사업 환경(주력제품 시장수요)이 악화될수록 비정규직
의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특히 사업 환경의 악화가 간접고용
지지
가설 6
비정규비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미치는 효과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학습
이론

가설 7

기업의 사업 환경(주력제품 시장수요)이 악화될수록 비정규
지지
고용형태의 다양성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8

시장선도전략을 취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고용형
기각
태의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다.

가설 9

시장선도전략을 취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직접고
지지
용비정규직의 인사관리통합수준이 높을 것이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
가설 10
지지
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사관리의 통합 수준이 높다
그룹
관계
직접고용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는
이론 가설 11 정규직이 있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직접고용 비정규 지지
직에 대한 인사관리의 통합 수준이 높다

첫째, 상호호혜성 관점의 결과는 종업원 참여와 비정규직 고용과의 관계에
대해 기존 연구들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종업원 참여
수준이 높은 조직은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인사관리 관행과 복리관행 등을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게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종업원 참여수준
이 높은 조직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수량적 유연성을 사내하청과 도급, 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획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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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과거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종업원 참여와
비정규직 고용과의 관계가 대체성을 띠기보다는 보완성을 띠고 있다는 결과가
우세하게 보고 되었다(e.g., 권순식, 2006; 김동배․이영면, 2005). 그러나 왜 그
와 같은 관계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내부적 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를 블랙박스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종업원참여와 비정규직고용의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고용형태별 특징을
통해 조명해준다. 즉 정규직과 유사한 인사관리적 통제를 행사하는 직접고용형
비정규직보다 에이전트를 통한 통제 방식인 간접고용형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수량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고용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업원 참여형 조직 내
의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과의 보완적 관계가 참여형 고용인력과 간접
고용 비정규 인력에 의한 역할 분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직접고용 비정
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적용해온 인사 관행과 복리 등을 일부 제공하여 종
업원 참여형 조직이 추구하는 상호호혜성의 기제의 일부로 이들을 흡수하고 포
용하는 정책을 취하지만 이로 인해 결핍되는 수량적인 유연성을 간접고용 비정
규직 사용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실물옵션이론(Real Option Theory)에 의하면, 불확실성에 처한 기업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해 유연한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해소
될 때까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유보하는 대신(가설 3, 4), 자신에게 유리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에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데(가설 5, 6, 7) 비정규직 고용은 이 같은 옵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Foote and Folta, 2002). 즉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해 향후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을 증가
시키지만 향후 시장 환경이 악화될 때 옵션으로서의 비정규직을 해고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적응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케 한다.
본 분석결과는 이 같은 경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사관리 통합에 대한 가설(가설 5)만큼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추론을 해볼 수 있겠다. 기업의 사업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기업이
즉각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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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사관리 관행이나 복리 등을 제공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있다. 기
업의 사업 환경이 개선되어 이것이 재무적인 여유로 나타나고 이어 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같은 주제를 횡단분석
만으로 규명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이론적 관점의 가설은 조직학습(탐색적 학습, 활용적 학습)과 조직
의 전략 유형인 시장선도자(Prospector)와 시장분석자(Analyzer), 시장방어자
(Defender) 등의 이론적 연결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장선도자가 고
용형태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되었지만 시장선도자가 인력관리의 통
합을 추구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 같은 연결의 근거는 시장선도자가 탐
색적 학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시장방어자가 활용적 학습을 추구하는 경
향을 가진다는 Miles and Snow(1978), March(1991)의 개념에 의한 것이다. 본
연구는 비록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 설계이었지만 두 가지 학습과 전략의 연결
개념을 기업의 고용관행까지 확대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분석결과는 조직 학습과 전략, 고용관행 간의 관계에 대하
여 추가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방법
론에 근거한 실증적인 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그룹관계이론을 반영하는 두 가지 가설들은 모두 지지되었다. 이는 조
직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이들에 우호적인 인사
관리정책 등이 시행됨을 의미한다. 그 근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접촉이며
이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이다. 본 분석 결과는 이 같이 양 직종 간의
접촉이 가능할 때 양 직종 간의 인사관리가 유사하게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해소 등을 촉진하는 정책적 대
안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구분과 경계를 다소 유연하게 하고 양 직종
간의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써 정규직에 과도하게 집중된 조직적 지원과
자원을 비정규직에게도 분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장점은 비정규직 고용이나 관리의 요인을
파악하려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차원의 종속변수들을 포함
해 입체적으로 비정규직 고용관행의 요인들을 다양한 이론에 근거해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주제를 기존 연구들이 단일 차원으로 접근한 것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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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다양성, 비정규직 비율, 인사관리적 통합 등 다양한 차원으로 접
근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기초한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관행에 대한 다각도의 견해를 제공한다.

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양
적인 자료가 연구자가 설계한 1차 자료가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해 수집
된 2차 자료라는 점에서 분석 모형을 설정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2009년 사업체패널 자료는 가장 최근에 수집된 자료이고 우리나라 대
부분의 산업을 포괄하는 대표성이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이미 측정되어 있는
설문 항목의 개념에 구속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 각 이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다
양한 변수 조합을 구성해 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중
가장 취약했던 내용은 옵션 관점의 환경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변수와 환경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난 뒤의 조직 환경을 구성하는 변수에 대한 것이었다. 결
국 이에 대한 적합한 변수를 충분히 찾지 못해 환경 불확실성은 국내시장 경쟁
정도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난 뒤의 조직 환경은 설문 당시 조직이 느끼는
주력 제품의 시장수요의 증감에 대한 판단 등의 단일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학
습관점을 반영하는 시장 선도자(Prospector) 개념 역시 단일 문항에서 추출한
변수로 충분한 내용 타당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탐색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본 분석에서 네 가지 이론적 관점에 따른 설명력의 차이나 분석 모델의
비교 등 지나치게 상세한 의미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면 분석이 야기하는 일반적인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누락변수 편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어렵
고 선행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자료상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따라서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선행요인들에 대한 가설들을 설정
하긴 하였지만 시간적 선후 관계에서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에 나타난 특이한 발견 중 하나로 종업원 참여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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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직일수록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인사관리통합 수준이 높지만(<표 5> 회귀
모델 10을 참조) 오히려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해 간접고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가설 1). 즉 종업원 참여수준이 높은 조직은 현존
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비용(즉 통합 비용)을 기꺼이 투
자하지만 이로 인해 결여되는 유연성을 주로 간접고용을 통해 충당하는 이중성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설 10에 의하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인사관리통합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설 1의 결과와 대비된다. 이에 기초해 향후 종업원 참여,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인사관리 통합 등 세 가지 변수
의 영향관계를 보다 심층 있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한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주제와 관련하여 시도해볼
수 있는 향후의 바람직한 연구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비정규직 관리
형태나 내용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네 가지 이론적 설명을 내포하는 내용을
한 가지 모델로 제시하기보다는 각 이론적 관점에 따라 연구 모델을 각각 설정
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구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풍성한 결과
와 학문적 기여도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조직학습(탐색적 학습과 활
용적 학습)과 전략(선도자와 방어자), 조직의 고용관행과의 연결성을 탐구하는
실증적 모델을 구체화하여 시도하는 것을 권장할 만하며 이 분야 연구가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연구 시도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2차 자료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연구자가 연구모델을 직접 설계하
고 이에 적합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식이어야 본 글이 제시한 한계에서 자
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한 연구 설계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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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of Management of
Contingent Work
Soon Sik Kw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of personnel management of
contingent work. The data set put into analysis is KLI Workplace Panel
publicized in 2012. Theological background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and
hypotheses were made based on 4 kinds of theoretical perspectives such as
reciprocity, real option, learning theory, group relation theory. The contents
of management of contingent work consisted of 3 dimensions(employment
variety, ratio of contingent work, integration contingent work to regular work
system). The results fully supported the reciprocity and group relation
hypotheses, but partially supported real option and learning hypothes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implication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as
discussed.
Keywords : personnel management, integration, direct-hired contingent work,
indirect-hired contingent work, the ratio of contingent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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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령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
를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의 관점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잠재성장모형(LGM : 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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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출한 929명의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연령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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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으며, 직무만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므로 연
령이 낮은 근로자에 비해 연령이 높은 근로자가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령화된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첫걸음
으로서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와 직무태도에 대한 중요
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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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 제기

고령화에 따른 노동가능 인력의 평균연령 증가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Ng & Feldman, 2008). 한국의 경우 뒤늦게 고
령화 문제에 직면하였지만 오히려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시기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압축적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가 사회정치적 이슈가 되
고 있다(김태유, 2013). 고령화 이슈의 핵심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에 따른 노동력의 연령 프로파일의 변화가 개인․기업․사회적 측면에서 다양
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김동배 외, 2007; 노동부, 2007; Choo,
1999; Finkelstein et al., 1995). 특히 산업 전체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업은
과거와 다른 노동력 구성을 갖게 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
러 가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이원덕․장지연, 2002).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조직분야의 고령화 연구는 기업의 인력구성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직 내 인력이 고령
화 될수록 조직은 승계계획, 연금수당, 의료보험 및 의료와 관련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Beehr & Bowling, 2002). 게다가 기
업 노동력의 평균연령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직활력의 저하,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른 인건비 가중 문제,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 고령인력 활성화
방안, 정년연장의 타당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예 : 김동배 외, 2007; 김
정한, 2004; 방하남, 2010; 이영면․이동진, 2008; 이인재, 2005). 그러나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고령화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직무태도 변화는 기업의 인적
자원관리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특히 직무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성과 및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NG & Feldman, 2008), 서구의 많은 연구자들
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직무태도의 변화가 어떻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NG & Feldman, 2010). NG & Feldman(2008)의 메타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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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연령과 업무 생산성의 사이에서 직무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그러나 국내의 고령화 문헌을 검토해 보면 연령이 어떻게 직무태도와 관련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양도 그리 많
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직무태도에 관
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연령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를 종단적 방법론을 사용하
여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무태도 중 업무성과와 관계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직무만족을 연구하
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pector, 1997). 하지만 국내의 고령화 연구는
주로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조직의 성과하락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노동자 개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태도에는 관심이 부족했다. 게다
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연구는 상대적으로 초기의 연구이기 때문에
연령과 직무태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극히 적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은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사용했음에도 불구
하고 패널자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횡단적 연구를 진행하였다는(예 : 강소
랑․문상호, 2010; 이정의, 2011)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인지 및 정서적
특성은 종단적인 변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단적 자료 없이는 인간의
발달적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할 수 있으며(여승수․박소희, 2012;
Singer & Willett, 2003), 직무태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Bentein et al., 2005)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연령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 물론 연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연령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제시한 연구는 존재하였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근속연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예 : 강소랑․문상호, 2010; 이정의, 2011; 배기준, 2008) 연령과 직무만
족의 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edeian & Ferris(1992)
가 지적하였듯이 연령과 근속연수는 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령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를 반드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통제변수인 근속연수를 포함하
고,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종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령과 직무만족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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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다 엄격히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1. 고령의 정의 이슈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
가. 고령(Older Age)의 정의 이슈
고령과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다(NG
& Feldman, 2009a). 특정 개인이 은퇴연령에 가깝게 도달하거나 혹은 은퇴시
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을 고령 근로자로 인식하거나(Beehr, 1986), 일정한 연령
을 기준으로 고령을 정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노동통계자료인 USBLS(United State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는 고령노동자를 55세 또는 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호주
의 통계자료인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는 나이 45세부터 노인
연금을 받는 연령까지를 고령자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1967년 U.S.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에 따르면 40세 혹은 40세 이상의 노동자를
고령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에 따
라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살펴보면 Thornton & Dumke(2005), NG & Feldman(2008)의 연
구에서는 40세를 기준으로 고령을 판단하고 있으며, Burke et al.(1995)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연령은 그 자체로 연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Finkelstein et al., 2003). 즉 연령은 연속변수이며 고령화 현상은 일
정시점에서 시작하거나 멈추지 않는다(NG & Feldman, 2009a). 그에 따라 고령
의 기준을 특정시점으로 나누는 것에는 학술적, 법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과학기술 및 삶의 질의 풍요로 인간의 전체 생애주
기가 과거에 비해 혁신적으로 길어졌으며, 오늘날의 50대는 100년 전의 40대와
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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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기준을 일정시점으로 구분하지 않고, Finkelstein et al.(2003)의 연구와
같이 연령을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나. 고령화(Aging)에 따른 생물학적․심리학적 변화
고령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물의 신체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일련의 증상은 꾸준히 진행되며,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Hansson et al., 1997). 그러나 인간의 고령화에 따
른 생물학적 변화 및 심리학적 변화에 관련된 많은 현상은 완벽히 밝혀지지는
않았다(Bowen & Atwood, 2004).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능적인 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ustad, 1997). 즉 고령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신체적․인지적․지적 능력의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화는 인간의 기능
적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Kanfer & Ackerman(2004)은
고령화 현상을 일반적인 능력의 감소로 가정하는 것은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여 잘못된 결과로 이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Bowen & Atwood(2004)
도 Austad의 정의는 인간의 고령화를 신체적인 현상으로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
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능력의 감소 및 인지적․지적 능력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는 업무와 관련된 숙련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구체적인 지식 등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신체적․지적 능력
을 상쇄할 수 있다(Mireles & Charness, 2002). 즉 연령이 높다면 경험적인 지
식과 같은 확고해진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
되고 이에 따라 문제해결능력, 판단력이 높을 수 있다(Kanfer & Ackerman,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 증가 혹은 감소
하는 현상을 모두 포함하는 “변화” 의 개념을 사용하여 고령화 현상을 정의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wen & Atwood(2004)의 정의에 따라 고령화를 포
괄적인 의미의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생기는 변화”로 정의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고령화 현상을 생
물학적인 고령화와 심리학적인 고령화로 구분하는 것이 고령화 현상에 대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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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Susan & Carstensen, 2010). 생물학적인 인간의 고령
화에 따른 기능적 손실에는 신체적 능력의 감소, 감각적 기능 감소, 인지적인
처리속도 감퇴, 추상적인 추리능력 감소, 새로운 정보의 습득속도 감소 등이 있
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축적되는 능력으로는 일반적인 지식, 교육적․
경험적․직업적인 지식 등이 있을 수 있다(Kanfer & Ackerman, 2004).
심리적인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체적인 건강은 감
소하는 반면에, 주관적인 웰빙(well-being)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Diener & Suh, 1997).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감정조절
및 만족과 같은 측면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태도에 중요한 시사
점을 주고 있다(NG & Feldman, 2010; Lockenhoff & Carstensen, 2004). 이후
에 설명하고 있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변화하는 심리
적 특성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2.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
SST)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하 SST)은 Carstensen(1991)이 제시한 이론으로서
연령에 따른 개인의 사회적 동기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다.
SST에 따르면 성인들은 인생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정보추구와 정
서조절이라는 두 가지 폭넓은 핵심 목표가 있다(Lockenhoff & Carstensen,
2004).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사회적 동기인 정보추구와 정서조절은 연령이 증
가할수록 정보추구의 동기는 감소하고, 반대로 정서조절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면, 정보추구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개인의 환경을 변화하려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정보를 분석하거나, 직무성과 및 경력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
다. 이와는 반대로, 정서조절은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 찾기,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갖기, 사회적 환경에 소속감을 갖는 행위 등을 말한다(Scheibe &
Carstensen, 2010).
이러한 사회적 동기변화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개인이 시간에 관해 가지는
관점(Time perspective)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며, 그에 따라 개인이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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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및 사회적 목표에 영향을 준다.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를 확인한다(Carstensen & Mikels, 2005;
Charles & Carstensen, 2009). 사람은 누구나 삶에 있어서 항상 시간을 인지하
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시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시간을 의식하고 행동한
다. 시간을 모니터링(monitoring of time)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지능력의 진화에 도움이 되어왔다(Suddendorf &
Corballis, 1997).
SST에 따르면,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에 대한 관점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즉 연령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는 좋은 지수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젊은 사람 중에서도 HIV 감염자이거나 치명적인 암에 걸
렸을 경우 개인 스스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러한 사람들은 연령이 높은 사람들과 유사한 사회적 동기를 보인다(Carstensen
& Fredricson, 1998).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동기의 변화는 연령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연령은 본질적으로 시간에 관한
관점과 관련이 있다(Lockenhoff & Carstensen, 2004).
위와 같은 논의를 정리하면, 개인이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인식하게 된
다면 지식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목표가 가장 우선이 될 것이다. 반면에 시간
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한다면 개인은 감정적 목표가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청년기에는 지식의 확장, 경력개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정보추
구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동기가 되며, 노년기로 갈수록 전체 인생
에서 남아 있는 시간을 제한적이라고 지각하므로 정보추구에 대한 중요성은 감
소하고 정서조절에 더 큰 사회적 동기가 생긴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
서적 만족감이 중요하며, 정서적 만족을 유지하는 정서조절이 더 중요하게 된
다(Carstensen, 1995). 이와 같은 변화의 궤적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Carstensen(1992)은 연령의 차이에 따라 이러한 동기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 실험으로 밝혀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30세가 지난 성인의 경
우 약간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는 덜 접촉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밀하게 상호작
용해왔던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비록 약간
의 안면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할지라도 자신을 지지하고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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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까운 친구, 배우자 등과 더 잦은 상호작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NG & Feldman, 2010).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표가
변한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그림 1] SST에 따른 사회적 동기 변화 궤적

자료 : 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1999).

<표 1> SST 이론의 개요
시간에 대한
관점

사회적
행위의
동기

지향성

행동적 사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앞으로
충분하다고
지각

정보
추구

미래
지향적인
목표

—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정보를 분
석하는 행위를 통해 장기적인 직무
성과나 경력개발 행위를 하는 것
—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사회
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각

정서
조절

현재
지향적인
목표

— 인생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
— 사회적 환경에서 소속감을 개발 시
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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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Age)과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전통적으로 조직행동 연구자들은 직무태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나타
낼 것이라고 제시해왔다(NG & Feldman, 2008; 2010). 예를 들면,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산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회심리학에서는 일반적인 태도의 변화가 종종 행동의 변화를 동반한
다고 하였다(Kim & Hunter, 1993). 즉 직무태도는 생산성을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Harrison et al., 2006).
가장 대표적인 직무태도로 직무만족을 들 수 있다.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
무를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직무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선호도를 말한다(Spector, 1997). 즉 직무에 대한 좋다 혹은
나쁘다, 즐겁다 혹은 즐겁지 않다는 평가로서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 의도를
포함한다(Ajzen, 2001).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자신의 직무환경에 긍정적인 태
도를 갖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가치, 정신건강, 육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오인수 외, 2007; Brief & Weiss, 2002). 서
구에서 진행되었던 메타분석에서도 연령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는 긍정적 선
형관계라고 제시되어 왔다(Rhodes, 1983; Ng & Feldman, 2010). 연령과 직무
만족 사이의 관계가 U-shape(Clark et al., 1996), 관계가 없거나 부정적 관계
(Ekerdt & Deviney, 1993)라는 연구 결과도 일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령
과 직무만족은 긍정적 선형관계를 갖는다고 인식되고 있다.
Rhodes(1983)에 따르면, 젊은 근로자에 비해서 고령 근로자가 더 직무에 만
족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연령–직무태도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검토를 통해
메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총 60개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연령과 직무만족 사
이의 관계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덧붙여 연령은 직무몰입, 직무동
기, 정서적 몰입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
른 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자기
개념, 감정적 강도,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 이타적 태도, 삶의 목표, 대응전략,
행동에 큰 변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teverink & Lindenber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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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idlarsky & Hannah(1989)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타적이고 관대해지
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즉 연령
이 증가할수록 정서적인 상태가 안정적으로 되며, 보다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서 상태는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Fox & Spector, 2002). Saavedra & Kwun(2000) 역시 작업태도는 정
서적 경험 및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는 다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으며, Spector & Fox(2002)는 이러한 개인의 정서 상태가 행동에
대한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령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를 SST의 관점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에 관한 제약을 인지하게 되고, 이
에 따라 정보추구보다 정서조절의 사회적 동기가 더 중요하게 된다(Lang et al.,
1998). 이러한 심리적 변화에 따라 개인은 현재 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사
회적 환경에서 소속감을 개발시키는 행위 등의 행동적 반응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들은 조직에 대해 더 편안함을 느끼며 직무를 더
즐길 수 있게 된다(NG & Feldman, 2010).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은 더 큰 직무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Ⅲ.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LGM : Latent Growth Modeling)을 사용하여 연
령과 직무만족의 영향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한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
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Singer & Willett, 2003),
본 연구와 같이 개인 내의 변화(within change)를 추적하는 데 적합한 분석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직무만족이 어떻게 변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연령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밝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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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자료와 변수의 측정
가.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고령화연구패널(Kor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
KLoSA) 2006(1차), 2008(2차), 2010(3차)년 기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고
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전국의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표집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3차년도에 걸쳐 최종적으로 임금근로자 929명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표본의 특성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특성
항 목
성별

연령

근속연수

결혼여부
관리자 여부
정규직 여부

월평균 임금

학력

분 류
여성
남성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미혼
기혼
관리자
비관리자
정규직
비정규직
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200만∼300만 원
300만 원 초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전체

빈도(명)
302
627
353
278
154
144
372
160
111
70
216
89
840
229
700
683
246
213
285
193
125
202
178
360
189
929

비율(%)
32.50
67.50
38.00
29.92
16.58
15.50
40.04
17.22
11.95
7.53
23.25
9.58
90.41
24.65
75.34
73.51
26.48
22.93
30.68
20.78
13.46
21.74
19.16
38.75
20.34
100.00

78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2호

나.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연령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령을
연속변수 형태로 사용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연령은 그 자체로 연속적 속성
을 갖고 있으며, 고령화 현상 역시 일정시점에서 시작하거나 멈추지 않는다고
제시되기 때문이다(NG & Feldman, 2009b; Finkelstein et al., 2003).
직무만족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무만족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현 일자리의 임금 만족도, 고용 안정성, 근
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4가지 항목을 사용하
였으며 1, 2, 3차년도에서 같은 항목을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설문
에서는 1점(매우 그렇다)∼4점(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리커트(Likert) 4점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면 1번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4가지 측정문항에 대해
모두 역코딩 하였으며, 역코딩 이후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
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측정항목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직무만족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0.719

직무만족1_1

<--

직무만족2_1

<--

직무만족3_1

<--

직무만족4_1

<--

0.899

직무만족1_2

<--

0.683

직무만족2_2

<--

직무만족3_2

<--

직무만족4_2

<--

0.867

직무만족1_3

<--

0.716

직무만족2_3

<--

직무만족3_3

<--

직무만족4_3

<--

직무만족_1
(1차년도)

직무만족_2
(2차년도)

직무만족_3
(3차년도)

0.770
0.874

0.717
0.821

0.755
0.855
0.886

.879

.848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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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의 적합도는 X2=410.843(df=62), NFI=.938, CFI=.947,
TLI=.933, RMSEA=.078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또한
크롬바흐 알파 값은 Nunnally(1967)가 제시한 기준(0.7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개
인수준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근속연수, 성별, 교육수준, 월평균 임금, 정규직
여부, 관리자 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근속연수는
연령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
고 있다(Bedeian & Ferris, 1992). 특히 직무와 관련된 업무경험은 시간이 지날
수록 축적되는 것이며(Tesluk & Jacobs, 1998), 일반적으로 고령 근로자일수록
근속연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NG & Feldman, 2009b). 따라서 Kacmar &
Ferris(1989)는 연령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근속연수를 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근속연수는
연속변수 형태로 투입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학력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월
평균 임금도 그 편차가 크지 않아 연속변수 형태로 투입되었으며 성별, 정규직
여부, 관리자 여부는 모두 더미코딩 하였고, 성별=1(남성), 정규직 여부=1(정규
직), 관리자 여부=1(관리자)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Ⅳ. 분석결과

우선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기초통계량은 <부표 1>에 첨
부하였다. 상관분석과 기초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18.0이 사용되었으며, 잠재
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AMOS 18.0이 사용되었다.
잠재성장모형은 1987년 McArdle & Esptein에 의해 제시된 종단자료 분석방
법으로 종단자료 분석만을 위해 개발된 특성을 갖고 있다(여승수 & 박소희,
2012). Meredith & Tisak(1990)에 의하면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를 통해서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혹은 성장을 살펴볼 수 있으며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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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반복적으로 측정한 종단자료의 기울기와 초기
값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종단자료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여승수, 2010). 잠재성장모형에서 성장이라는 의미는 반복 측정된 변수의
변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측정변수의 변화 경향이 사전에 가설화
되었을 경우 유용한 틀이라고 제시되고 있다(Meredith & Tisak, 1990). 게다가
전통적으로 회귀분석에서는 개인들이 동일한 비율로 변한다는 비현실적 가정과
달리 개인별로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화를 추정하여 결과치를 해석할 수 있다.
김주환 외(2009)에 따르면 잠재성장모형은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변
수의 평균과 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측정한다. 즉 절편은 관찰 시점에서 변수의
평균값이며,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하면 변수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것에 더불어 변수의 변화
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은 한
변수의 변화와 다른 변수의 변화 사이에 대한 관계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여
종단적 연구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엄격한 측정 및 검증을 위하여 2nd-Order 잠재성장모형
을 구성하였으며, 패널 자료의 특성상 결측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
아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 FIML)을 사
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하였다. 결측치를 포함하는 종단자료 분석에서 다른 방법
에 비해 이 방법이 더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ollen & Curran, 200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의 경우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총 3차년도에 걸쳐
자료가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단변량 잠재성장모형은 (측정시점–2)차수의
변화식 개발이 가능하다(홍세희, 2012). 이에 직무만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그림 2]와 같이 무성장모형과 성장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무성장모형은 직무만족이 측정시점에 따라 변화가 없다
는 것을 가정한 것이며, 반대로 성장모형은 직무만족이 측정시점에 따라 변화
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무성장모형과 성장모형의 비교를 통해 변
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혹은 변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홍세희(2000)와 김진호 외(2007)에 따르면 모형을 제대로 평가할 때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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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성장모형과 성장모형

<무성장모형>

<성장모형>

<표 4>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변수

모형

χ²

df NFI CFI TLI

직무 무성장 418.297 64 .937 .946 .934
만족 성장 394.095 61 .941 .949 .935

RMSE
A

초기치
평균

분산

변화율
평균

분산

.077

2.439*** 0.143***

.077

2.397*** 0.194*** 0.04*** 0.03***

주 : *** : p<.01, ** : p < .05, * : p<.1.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적합도 지수가
자료에 잘 부합됨과 동시에 간명성의 원칙(Principle of Parsimony)에 따라야 한
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가 TLI(Tucker-Lewis Index)
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도 모형 비교를 위하여 TLI와 RMSEA는 물론 추가적으로 NFI, CFI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무성장모형보다 성장모형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세희(2000) 및 Byrne(2001)에 따르면 NFI & CFI≥.9, TLI≥.9, RMSEA
≤.08일 경우 양호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잠재성장모형은 전
반적으로 양호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직무만족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직무만족의 초기값을 살펴보면
추정된 평균의 값은 2.397로 나타났다. 초기값이 2.397이라는 의미는 전체 임
금근로자 직무만족의 평균점수가 2.397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기울기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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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로서 직무만족이 각 측정시점마다 0.04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무만족의 기울기는 매우 중요한 측정지표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량을 제
공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림 3]과 같이 연령변수를 투입
하여 직무만족에 개인 간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조건모형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고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연령이라는 예측변인과 통제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모형이며 간명성을 위해 변수 간 상관관계와 오차항 등은 제외하
여 제시되었다.
[그림 3] 예측 변인을 포함한 선형 잠재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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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²

df

NFI

CFI

TLI

RMSEA

최종모형

592.747

132

.932

.946

.922

0.061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NFI .932,
CFI .946, TLI 0.922, RMSEA 0.061 로 나타나 Byrne(2001)과 홍세희(2000)가
제시한 적합도 해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종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의 하단에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이 본 연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나타난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은 직무
만족의 초기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연령은 직무만족의 변화율에 의
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직무만족을 보이며 또한 그러한 차이는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이 직무만족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
<표 6> 경로계수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
←
←
←
←
←
←
←
←
←
←
←
←
←

교육수준
임금
정규직 여부
성별
관리자 여부
근속연수
연령

주 : *** : p<.01, ** : p<.05, * : p<.1.

Estimate
0.059
0.007
0.001
0.000
0.321
-0.043
-0.212
0.028
-0.021
-0.011
0.004
0.000
0.006
0.000

S.E.
0.017
0.011
0
0
0.037
0.023
0.035
0.022
0.01
0.006
0.002
0.001
0.003
0.002

C.R.
3.405
0.602
7.058
-2.848
8.8
-1.892
-6.012
1.278
-2.072
-1.772
2.128
-0.043
2.109
-0.187

P
***
0.547
***
***
***
*
***
0.201
**
*
**
0.966
**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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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사람이나 연령이 낮은 사람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연령은 직무만족의 선행요인으로서 직
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
던 임금, 정규직 여부, 관리자 여부는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성별과 교육수준은 초기치에는 유의하였지만 변화율에서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분석결과는 향후 요약 및 토론에서 논의
한다.

V. 맺음말 : 토론과 연구함의

기존의 고령화 연구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그러나 개인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무태도에 관해서는 그
중요도에 비해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과 직무태도 및 성과에
대한 Rhodes(1983)의 광범위한 연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으며,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NG & Feldman, 2008). 또한 압축적인 고
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서양에서 진행되었던 연구와는 다른 연구결
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집된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연령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하고 종단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연령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Rhodes(198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국내에서
진행된 연령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첫 번째 연구결과이다.
지금까지 고령 근로자의 경우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따른 연령차별이 존재해
왔다(Choo, 1999; Warrent et al., 2001).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면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경우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정년연장의 법제화가 실시되는 경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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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업 내 고령인력을 불필요한 부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
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활용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결과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분석결과 임금, 정규직은 직무만족과 긍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이
는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과 다르지 않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직무만
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근속연수 역시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
계가 검증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관리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
람보다 직무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관리자적 위치에 있
을수록 성과에 대한 압박, 고용에 대한 불안이 가중될 수 있으며 승진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관리자가 오히려 직무만족
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대규모 샘플과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엄격
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상당 부분 해
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자료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태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추적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패널자료 중에서는 고령화연구패
널조사 자료가 조직 내 개인을 추적 조사하여 수집된 자료 중 가장 최근까지
진행되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45세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연령과 직무만족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모든 연령의 임금근로자를 대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3차년도까지만 조사가 진행된
결과로 연령과 직무만족 사이의 비선형관계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그러나 향후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계속 진행되어 데이터가 추가된다면
비선형관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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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전체 변수 간 상관관계
1

2

1. 연령 1차

1

2. 연령 2차

1.000** 1

3. 연령 3차

3

4

5

6

7

8

9

10

11

12

.999** .999** 1

4. 직무만족 1차 -.146** -.146** -.148** 1
5. 직무만족 2차 -.127** -.127** -.126** .540** 1
6. 직무만족 3차 -.141** -.141** -.141** .448** .560** 1
7. 근속연수 1차 -.062

-.062

-.062

.292** .244** .260** 1

8. 성별 1차

.109** .109** .108** .044

.046

.070*

.250** 1

9. 관리자 1차

-.151** -.151** -.152** .282** .295** .317** .281** .317** 1

10. 정규직 1차 -.205** -.205** -.207** .408** .382** .344** .195** .167** .298** 1
11. 임금 1차

-.281** -.281** -.281** .449** .388** .384** .532** .391** .501** .396** 1

12. 교육수준 1차 -.363** -.363** -.365** .320** .318** .323** .258** .254** .393** .325** .529** 1
평균

52.64

54.64

56.65

2.56

2.580

2.601

10.465 .6749

.247

.735

185.45 2.577

표준편차

6.251

6.251

6.252

.596

.561

.539

10.032 .469

.431

.441

127.813 1.043

주 : ** : p<.01, *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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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ge on Job Satisfaction :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for Longitudinal study
Chung, Hyochae․Suk, Jinhong․Park, Woosung
This study has a purpose of examining the effect of Age on Job Satisfaction
through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erspective and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for Longitudinal research design. In this paper, we select
929 employees from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data
at 2006, 2008, 2010. Our analysis shows that Job satisfaction is positive linear
relationship with age the passage of time. As predicted, our findings support
that age is positively influence with Job Satisfaction. This phenomenon is
well explained through the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at aged worker's psychological changes
after it affects to job attitude. This study is the first step for understanding
aging workers that can give useful evidence for managing HR in aged society.
Keywords : age-job satisfaction relationship,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longitudinal study, latent growth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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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최근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자리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기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량은 총 56만 4천 명이
며, 이 중 사회복지부문 일자리는 38만 4천 명으로 전체의 68.1%에 해당한다
(이철선, 2013: 1). 특히 새로 들어선 박근혜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일
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 개씩 증가시키겠다는 공
약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
망이다(새누리당, 2012: 200, 209). 그러나 이것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특히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의 질은 매우 낮다.1)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서구 선진국의 정부들이 취하고 있는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유럽에서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는 고용형태,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에서 민간부문에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선도적 역할과 적극적인 공공
고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Beaumont and Leopold, 1985: 19;
Morgan and Allington, 2002: 35). 또한 복지국가는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Esping-Andersen et al., 2002),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고용 수준이 높은 북유럽과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표준적인 고용형태와 높은
전문성을 대표하는 일자리가 되었다(Kroos and Gottschall, 2012).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에서 정부는 모범사용자

1) 2007년 신설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제공인력의 월평균임금과 월근로시간은 노인
돌보미 42.3만 원(70시간), 산모신생아도우미 65.5만 원(110시간), 장애인활동보조 71.8만
원(118시간), 가사간병방문 72.1만 원(126시간)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0; 이재원,
2012: 6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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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정부가 ‘모범’사용자인지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사업을 제공하는 정부가 ‘사용자’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자리사업의 종사자들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사업 종사
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모범사용자 이전에 사용자로서
의 성격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사업의 근로
자성에서 출발하여 모범사용자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첫 단계로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을 규명한다. 사법부의 사용
종속관계 틀을 근거로 사회복지 영역별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이 인
정되는지 판단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지 판단
하고자 한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근
로자성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인 행정부와 법적 해석을 맡고 있는 사법부가 근
로자성 문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각 권력기관들이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인지, 입장이 서로 다
르다면 어떤 입장이 더 타당한지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사회복지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근로자인가?
연구문제 2 : 근로자성 해석과 적용에 있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일자리사업 중 빈곤 영역에서의
공공근로사업과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영역에서의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
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제한한다. 물론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일자리
사업은 이 외에도 바우처사업과 장기요양보호사업 등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업
들은 참여자들의 고용상 지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사업 중 근로자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
거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4가지 사업에 한정한다.2)
본 연구는 근로자성 판단근거로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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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요소를 분석틀로 사용한다. 후술하겠지만 근로자성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 시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의 10가지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것이다. 이때 사용종속관계 판단요소
들을 적용하는 대상은 각 사업의 지침이다. “사업안내”라는 명칭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침은 형식상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사업을
선발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을 강제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어 실질적 법규명령의 성격
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업 지침은 실질적으로는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지침을 살펴보
는 것만으로도 실제 일자리사업의 근로관계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우리 법원이 사용종속관계 판단 시 채택하고 있는 중심축은 ‘실질성’,
즉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사업이 진행되는
근로현장에서의 사용종속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
다. 그러나 일자리사업별로 실질적 근로관계를 대표하는 사례들을 표본추출하
는 것이 쉽지 않고, 표본추출한다 하더라도 자료접근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
다. 다만 본 연구진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0곳을 선정하여 살펴본 결
과 이들 사업장은 모두 노인일자리사업지침을 근거로 이를 매우 정확하게 지키
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3) 이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특징 때문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사
업지침을 근거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재정지원
유무의 근거로 사용한다.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다음연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
해서는 사업평가를 잘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지침을 엄격하게 준
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관계와 달리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의 경우
2) 다만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자활기업, 창업지원, 성과중심자활
시범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외에 자활기업이나 창업지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관
계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사용자, 공동창업자, 조합원 방식의 자영업 성격의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3) 노인일자리사업의 구체적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심재진(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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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구체적 근로관계를 추정하는 데는 크게 무리
가 없다 할 것이다.

Ⅱ. 근로자성 판단 근거로서의 사용종속관계 분석틀

1. 근로자성 판단 근거로서의 대법원의 사용종속관계 판단요소
근로자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그 밖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
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조용만,
2003: 5).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
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한다. 그
러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라 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
약”으로 규정한다. 근로계약의 정의와 근로자의 정의는 개념의 핵심지표로서
‘임금수령’과 ‘근로제공’을 제시한다(심재진, 2013: 201; 박종희, 2003). 그러나
임금수령과 근로제공은 현실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특정
상황의 개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근로기준법｣의 조문은 지극
히 추상적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성 판단은 항상 쟁점이 되어 왔고, 사법부의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강성태, 2000: 37; 심재진, 2013).
근로자성 판단은 그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대법원은 ‘대법
원 1994년 12월 9일 선고 94다22859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은 이전
의 판례와 학설 등에서 주장되던 근로자성 판단의 제반 요소들을 종합 정리하
여 판례의 ‘원칙적 접근법’이라 부를 수 있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강성태,
200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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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
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
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
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
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
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
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
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사법부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실태를 기
준으로 판단하되, “근로자가 …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였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종속성 여부
는 노무제공 실태상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최영호, 2002: 125). 다시 말해 종래의 학설․판례와 마찬가
지로 사법부는 동 판결을 통해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정하고(종속성에 의한 판단),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
칭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하며(실질적 판단), 근로제공관계
의 실질은 그것을 둘러싼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종합적 고려)고 밝히고 있다(강성태, 2007: 101∼102). 동 판결이 사용종속관
계 인정을 위해 사용한 요소들은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지휘
명령성의 요소), 보수의 성격과 구성에 관한 요소(임금성의 요소) 및 기타의 요
소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강성태, 2007: 101∼102), 이를 도식화하
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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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요소
사용종속관계의 요소

구체적인 판단요소

지휘명령성 요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지 여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임금성 요소

기타 요소

 기본급이나 고정급 규정 유무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세법(근로소득세의 공제 여부)이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자료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강성태(2007)를 토대로 분류.

사용종속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의 요소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계약 관계
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 우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요
인들이 사용종속관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러한 요인들을 근
거로 상당수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왔다.4) 근로자성 판단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대법원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
련한 판결인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원심판결 파기환송)
에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원칙을 다소 수정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
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

4) 이에 대해서는 강성태(2000; 2007), 최영호(200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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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
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
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
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
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
29736 판결; 강조는 연구진이 제시한 것으로 이전 판결과 달라진 부분을 의미함)

동 판결은 사용종속관계에 근거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
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는 기존 판결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판결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첫째, 사실관계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지표와 부정하는
지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전의 판례들이 사실관계에서 부정하는 지표들
을 보여주면서 근로자성을 불인정했던 것과 달리, 동 판결은 긍정, 부정의 지표
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근로자성 인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자의 비교형
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강성태, 2007: 106).
둘째, 사용종속관계의 지휘명령성 요소 중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
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로 수정하였다. 이는 지휘감독 관계에서 현대적 업무의 특성 및 업무 자체의
성격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동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원고들이 담당하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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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같은 업무에서 일반 업무와 달리 지휘감독의 내용이 예전과 달라진 현실
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강성태, 2007: 106; 최홍엽, 2009: 294~295).
셋째,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종속관계의 요소들의 실
질적 지표와 부수적 징표를 구별하고, 비등가치성을 확인하였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
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요소들
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사용종속관계의 부수적 징표임을 확인하고 있다(강성
태, 2007: 106∼107). 다시 말해 이러한 요소들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관
계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될 수 있는 것들로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
족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 불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최홍엽,
2009: 294).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
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
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
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시하였다.

2. 수정판결의 기준을 반영한 본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요소 분류 기준을 앞 절에서 살펴본 수정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토대로 설정하였다.5) 다
5) 사법부가 근로자 개념 판단의 기본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라는 틀 자체는 비
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정의규정에는 종속적 관계 내지
종속성을 명문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종속적 관계를 근
로자 판단의 핵심도구로 삼고 있는 법적 근거와 의미는 불분명하다(박종희, 2003: 74). 특
히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 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네 가지 요소를 사법부는
판례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바로 실질적 종속관계로 넘어간다(박종희, 2003: 75).
근로자성 판단의 협소함과 법적 근거의 불분명함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심재진(2013:
199)의 지적처럼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며, “근로자
성 여부가 문제될 때 궁극적 해결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연구
역시 근로자성 판단의 비교 분석틀로서 사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 분석틀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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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존 연구들과 분류 기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수정하였다.
첫째,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요소를 재분류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용
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요소를 서로 다르게 언급하기도 한다. 근거로 인용되는
판결문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판례에서 사용
종속관계에 대한 판단요소의 서술이 정확하게 병렬적인 관계로 언급되지 않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례에서는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
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로 언급함으로써 ‘노무제공자 스스로 비
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독립하여 자신
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그 하위 요소인
‘노무제공자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와 ‘제3자를 고
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를 독립된 각각의 요소로
언급하기도 하고 하나로 언급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을 묶어 “독립
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요소로 분류하고
자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판례의 문맥적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지휘명령성 요소로 분류한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와 기타 요소로 분류한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 수정판결에서 새롭게 추가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를 ‘자
영업자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판단요
소들을 지휘명령성 요소, 임금성 요소, 기타 요소로 구분한 것은 판례에 인용된
분류법은 아니다. 판례는 구체적 판단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그 속성이 비슷한 몇 가지를 묶어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자영업자적 요
소를 추가한 것은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로 이 요소가 근로자성 문제에서 상당
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정판결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
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와 ‘비품․원자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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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
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의 하위 요소들로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존 연구들이 두 가지 요소를 각각 지휘명령성 요소와 기타 요소로 분류한
것은 수정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판단요소들을 10가
지로 재분류하고 이를 지휘명령성 요소, 임금성 요소, 자영업자적 요소, 기타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수정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요소
사용종속관계의 요소

구체적인 판단요소

지휘명령성 요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지 여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임금성 요소

 기본급이나 고정급 규정 유무(*)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자영업자적 요소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
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②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
의 소유 여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기타 요소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주 : (*) 표시는 2006년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사용종속관
계 판단 시 부수적 지표로 제시한 부분임.
자료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6) 자영업자적 요소의 의미에 대해서는 심재진(2013: 203~2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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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요소 분석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 일자리사업별로 근로자성 유무를 분석한다. 근로자성
판단은 앞 장에서 제시한 ‘수정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요소’라는 분석
틀을 각 사업별 지침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1.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2004년까지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은 2005년
163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지방에 이양되기 전 행정자치부(2004)가 수립
한 ‘2004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근로자성 요소를 검토한다.7)

가. 지휘명령성 요소
지휘명령성 요소와 관련된 네 가지 구체적 판단요소를 공공근로사업이 충족
하는지를 검토해보자. 첫째,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
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다.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를 모
집하고 있으며 모집공고문에 참여자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선정된 참
여자에 대해 사업시행기관은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
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식비 등에 관한 사항
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사업 참여 전 작성하는 “근로조건 표준(안)” 양식
에는 업무의 내용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4: 31∼32).
둘째,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7)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지침이 비공개이기 때문인데,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지침을 연구
진이 별도로 확인한 결과 ｢2004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비교 연구(서정희· 오욱찬· 박경하) 

107

수 있다. 시행지침은 참여자의 자격, 선정기준 및 절차,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교육, 근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
휘․감독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사전에 정해져 있
으며, 사업장 담당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 각 사업장은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처벌여부, 처벌요건, 처벌내용 등의 지도감독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지
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4: 51).
넷째,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
고 참여자는 이에 구속을 받는다. 사업 참여 전에 작성하는 “근로조건 표준
(안)”에 근무 요일 및 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사업장의 장소를 명시하도록 하
고 있다(행정자치부, 2004: 32). 또한 상습적인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와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마련한 지도감독규정
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2004: 51).

나. 임금성 요소
임금성 요소와 관련된 구체적 판단요소로서 첫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보
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임금
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행정자치부, 2004: 31). 보수는 일당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근무일수에 따
라 받는 보수 외에 다른 항목의 급여는 없다. 참여자는 참여한 일수만큼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보수를 받게 된다(행정자치부, 2004: 26∼27).
둘째, 급여는 정해져 있으며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참여자
가 하루의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 정해진 일당을 받게 되며, 참여자의
업무 실적이나 성과는 급여액과 무관하다. 본인의 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
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행정자치부,
2004: 30) 이는 급여가 시간급이라는 의미이지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108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2호

다. 자영업자적 요소
자영업자적 요소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비
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제공받아 근로를
수행한다. 또한 참여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윤과 손실에 대해 참여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그 결
과에 관계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자영
업자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라. 기타 요소
기타 요소와 관련된 구체적 판단요소로서 첫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
제공 관계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통상 3개월씩 4단계로
실시하고 직전단계 사업에 참여했는지, 미신청 했는지, 탈락했는지 여부에 따
라 선발시 가산점을 적용받는다(행정자치부, 2004: 12). 하지만 단계별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단계별 연속 참여가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일단 사업에 참여하면 3개월 동안은 계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므로(행정자치부, 2004: 3) 사업 기간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전속하
게 된다.
셋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세법이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
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참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고(행정자치부, 2004: 50) 주 유
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도 제공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4: 28∼29).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분기
별(3개월)로 진행되는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근로로 간주할 것인지와 무
관하게 현재 3단계 연속 참여자의 다음 단계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행정
자치부, 2004: 16∼18)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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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 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을 분석한 결과 지휘명령성 요소, 임금성 요
소, 자영업자적 요소, 기타 요소의 모든 요소들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사
용종속관계를 충족시키고 있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요소 검토는 보건복지부(2012b)의 ‘2012년
자활사업 안내’의 내용을 통해 검토한다.

가. 지휘명령성 요소
지휘명령성 요소와 관련된 네 가지 구체적 판단요소를 자활근로사업이 충족
하는지를 검토해보자. 첫째, 자활근로사업에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
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다. 실시기관은 참여자에 대하여 급여, 근로시간, 취
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참여자의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2b:
104). 자활사업 참여자와 실시기관이 작성하는 “자활근로 참여조건(표준안)”
양식에도 업무의 내용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b: 105).
둘째, 모든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이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별
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서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안내서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관리,
참여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참여자인 조건부 수급자
에 대해서는 “조건이행 기준 및 결과조치”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시기관별
로 참여조건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b: 107).
셋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
휘․감독을 받는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사전에 정해
져 있으며, 실시기관 담당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시기관에서 불성실한 참여를 이유로 조건불이행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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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2b: 60). 조건불이행 기준은 단순히 참여일수만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참여 태도도 기준이 될 수 있어 실시기관에서 이를
근거로 참여자를 지휘․감독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넷째, 자활근로사업에서는 실시기관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
되고 참여자는 이에 구속을 받는다. 사업 참여 전에 작성하는 “자활근로 참여
조건(표준안)”에 근무기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작업장소 등을 명시하도록 하
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b: 105). 또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가 이루어지는데 조건불이행 판정이 내려질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b: 60). 또한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은 매월 1회 모든 참
여자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행복e음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
하여 참여자의 조건이행여부 및 자활근로소득 등을 통지해야 하며(보건복지부,
2012b: 58), “자활근로사업 선발․투입현황”, “자활사업근무상황부” 등의 양식
을 통해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2b: 407∼408).

나. 임금성 요소
임금성 요소와 관련된 구체적 판단요소로서 첫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보
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참여 유형
별로 정해진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를 받게 되며,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은
급여에 관한 사항(일당, 급여의 계산 및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2012b: 104). 자활근로
인건비에는 기본인건비 외에 기술․자격자에게 지급되는 추가급여와, 교통비
등을 반영한 실비가 추가된다(보건복지부, 2012b: 102∼103).
둘째, 자활근로사업의 급여는 정해져 있으며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참여자가 하루의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 정해진 일당을 받게
되며, 참여자의 업무 실적이나 성과는 급여액과 무관하다. 개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를 한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지만(보건복지부, 2012b:
111) 이는 자활급여가 시간급이라는 의미이지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비교 연구(서정희· 오욱찬· 박경하) 

111

다. 자영업자적 요소
자영업자적 요소와 관련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비품․원자재․작업도
구 등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실시기관에서 제공받아 근로를 수행한다. 또한 사
업 참여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윤과 손실에 대해 참여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그 결과에 관계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자영업자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라. 기타 요소
기타 요소와 관련된 구체적 판단요소로서 첫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
제공 관계에서 계속성을 가진다. 사업 참여 시 “자활근로 참여조건”에 참여근
무기간을 명시하며(보건복지부, 2012b: 105) 이 기간 동안은 계속성을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2012b: 55)는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시ㆍ군ㆍ구청장의 변경 결정이 있은 후에 한해 변경 및 종료를 허용하고,
실시기관이 단독적 판단에 따라 참여 중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8)
둘째, 자활근로사업 근무시간에 유급으로 행해지는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
으므로 참여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전속된다.
셋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세법이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서 근
로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국민연금법」은 2011
년 개정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은 의무가입자가 되지만 조
건부 수급자는 희망할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
건강보험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은 가입 대상이 되지만 조건부 수급자는 의료급
여를 수급하므로 적용이 제외된다.「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2010년 법 개정에서 특례조항(제126조)을 통해 예외적으로 보험을 적용하
고 있다. 또한「고용보험법」의 경우에도 2011년 법 개정에서 특례조항(제113
8) 조건부 수급자의 유형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자활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근로
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 자활급여 실시 결과 자활능력 향상 등 계획 변경이 타당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활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이다(보건복지부, 2012b: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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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을 통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를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마. 소 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요소를 보건복지부(2012b)의 ‘2012년 자활
사업 안내’를 통해 검토한 결과, 참여자는 지휘명령성 요소, 임금성 요소, 자영
업자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용종속관계 요소들은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기타 요소에서 근로제공 관계에서 계속성을 가지지만, 세법이나 사
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하게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수정 판결을 통해 이 요소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부수적 징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
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요소만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없고, 실시기관과 사용종
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 할 수 있다.

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은 보건복지부(2012c)의 “2012년 장애
인일자리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검토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복지일자리, 행
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으로 구분된다. 근로자성 검토는 각 사업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서술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서는 특정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추가로 서술한다.

가. 지휘명령성 요소
지휘명령성 요소 네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시도별로 예산을 배분하며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으로
부터 사업위탁신청서를 받아 이를 선정, 심사, 지정한다(보건복지부. 20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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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히 계획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사함으로써(보건복지부,
2012c: 17~19) 근로자가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내용과 달리 임의로 업무의 내용
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이다.
둘째,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사업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복무규정 등
은 각 사업별로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배치 및 교육’, ‘근무형태 및 복무규
정’ 이라는 제목하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9)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수정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강사처럼 직접적
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지휘감독이면 이 요소는 충족되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이 취업이 어려
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
문에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비영리 민간기관 또는 사회적 기업에
업무 위탁하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반되고 선발된 장
애인이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근로하기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주 14시간, 행정도우미사업은 1일 8시간,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은 1일 5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2c: 29, 38,
49, 64). 특히 각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사업수행기관과 “참여조건 합의서”
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명시하게 되어 있다(보건복
지부, 2012c: 97~102).

나. 임금성 요소
임금성 요소 2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본급이나 고정
급 규정이 정해져 있다. 복지일자리의 경우 1인당 월 259,000원, 행정도우미
877,000원, 시각장애인안마사 100만 원으로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보건복지부,
9) 일반형 복지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2012c: 26~29),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2012c: 35~38), 행정도우미사업은 보건복지부(2012c: 46~49), 시각장
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보건복지부(2012c: 6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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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c: 39, 53, 67).
둘째,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고정급을 정해 놓고, 추가적으로 “근무시간ㆍ업무강도 등을 감안, 지방
자치단체 예산에서 추가지급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c: 30,
39, 67). 또한 행정도우미와 시각장애인안마사의 경우 보수일할계산 방법까지
명시함으로써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됨을 알 수 있다(보
건복지부, 2012c: 54, 68).

다. 자영업자적 요소
자영업자적 요소를 살펴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 제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전혀 없고, 비품ㆍ원
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 역시 사용자에 귀속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일자리사
업은 필요한 물품 등을 장애인의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
원하는 예산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c:
31, 41, 57). 또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장애인 스스로 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장애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라. 기타 요소
기타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복지일자리 9개월,
행정도우미 12개월, 시각장애인안마사 12개월로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보장된다(보건복지부, 2012c: 6).
둘째, 세법이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 인정 여
부는 행정도우미사업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이 보장되고, 참여자의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운
영비가 배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2c: 53~56, 69). 반면 복지일자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필수 가입, 고용보험 선택 가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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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법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근
로자성을 부장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마. 소 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을 보건복지부(2012c)의 “2012년 장애
인일자리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 지휘명령성 요소, 임금성 요소,
자영업자적 요소에서 근로자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요소
의 경우 행정도우미사업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는 근로자성 요소
를 모두 충족시키지만 복지일자리는 산재보험만 필수가입이고 고용보험은 선
택가입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사회보험 등은 가입이 되지 않아 근로자성
요소 인정이 불완전하다. 그러나 자활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수적 징표만 인
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은 보건복지부(2012a)의 “2012년 노인일
자리사업 종합안내”에 의거하여 분석한다.

가. 지휘명령성 요소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휘명령성 요소를 검토해 보자. 먼저 참여자의 담당업
무는 수행기관과 참여자의 업무계약을 통해서 결정된다. 참여노인은 선발된 이
후에 “사업참여계약서(참여조건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보건복지부, 2012a:
30), 여기에 계약일자, 계약기간, 보수, 근무장소, 주요 담당업무 등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참여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a: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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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참여자들에게 공식화된 업무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수반된다. 출퇴근, 지각 및 조퇴 등의 근무상황이 근무관리대장에 의해 관리되
며(보건복지부, 2012a: 120)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불이행하였거나 결근, 지각
및 업무태만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제한조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복무 및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형은 개별 사업
단별로 운영규정을 갖추고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지만 ‘근무체계 및 시간관리’를 공통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적인 차이
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2012)에서는 수행기관에서
근무체계 및 시간관리 기준을 필수 규정사항으로 포함하여 시장형 사업단별로
‘사업단운영규정’을 마련할 것을 명시해 두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운영규정
의 예를 제시하여(보건복지부, 2012a: 124)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수행기관은 사전에 정한 참여자의 업무형태와 방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활동일지 작성 및 정기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부적
인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2012)에는 수행기관에서 정
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개인별 활동일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행기
관 자체적으로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지를 작성할 수도 있다. 활동일
지를 통해서 주로 활동시각, 활동장소, 활동내역, 특이사항, 담당자 의견, 슈퍼
비전 등의 내용들이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나. 임금성 요소
임금성 요소의 경우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는 근로의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정해진 일을 수행한 것 자체에 대한 보상(근로의 대상성)으로
서 임금성 요소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의 보수는 근무한 시간에 근거하
여 지급된다. 만약에 개인적 사유로 결근을 하거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으로
공식적 휴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참여자에게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2a: 38).
둘째, 보수체계에서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는지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자의 보수는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단위의 고정된 급여이며, 개인
의 실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받는 기본급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 시장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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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보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시장형의 경우 수익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
질 수 있는데, 참여자는 수익이 늘어나면 추가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여지
가 생긴다. 사업단을 통한 수익금은 참여자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정하여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a: 55). 반대로 사업단의 경영수익이 줄
어들어 총사업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참여자의 총급여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참여자들에게 매
월 고정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한다.

다. 자영업자적 요소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근로자 지위의 판정기준으로서 자영업자적 요소는 ‘소
규모 창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형 사업과 관련된 문제이다. 시장형 사업은
정부가 참여자 1인당 최대 연간 15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단 자체
의 운영규정에 의한 보수와 수익금 배분, 자산관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참여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
로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비록 시장형 사업이 형식적으로 공동창업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비
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은 지원사업비로 구입하고, 사업단 중단 또는 종료 시
해당 사업단의 자산대장상 구입연도로부터 3년차 미만 자산은 지자체로 반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12a: 57) 비품ㆍ원자재ㆍ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실제적으로 독립적 사업운영과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 가능
성이 없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윤창출과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개인
이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시장형 참여자는 자영업자
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라. 기타 요소
기타 요소와 관련해서, 먼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의 경우 사회공헌형 사
업은 7개월, 시장형 사업은 연중으로 운영기간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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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간 동안에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근로자로서 완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참여자는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2a: 41). 65세
미만의 참여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
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a: 153). 하지만 국민연
금과 국민건강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
위가 완전하게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마. 소 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을 보건복지부(2012a)의 “2012년 노인일
자리사업 종합안내”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지휘명령성 요소와 임금성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자리사업과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시장형 사업에서 자영업자적 요소의 근로자성 인정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형식상 시장형 사업은 소규모 창업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기
보다 자영업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규명할 때
형식적 측면보다 근로관계 실질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례에서 밝히고
있다. 시장형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참여자가 자신의 업무를 대체할 여지
도 없고,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도 직접 소유하지 않으며, 실제 손실에 대해
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모든
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역시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부수적 징표이므로 근로
자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다.

Ⅳ. 사회복지 일자리사업별 근로자성 해석 및 적용 비교 분석

사용종속관계 분석틀을 각 사업 지침에 적용하여 판단한 결과 분석 대상인
모든 사회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119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비교 연구(서정희· 오욱찬· 박경하) 

러나 현실에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특정 사업 참여자
의 근로자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거나 심지어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
자성을 부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
의 수정판결 원칙에 의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
부와 사법부의 입장이 상반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
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정부의 행정해석과 사법부의 판결을 비교해보고
자 한다.

1. 분석 결과와 행정부 해석의 비교
행정해석상의 판단이나 정부부처의 현실 적용에서는 각 사업별로 다소의 차
이가 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사업지침에 참여자의 법적 지위가「근
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어 연구진의 판단과 현실 적용이 일치하
였다. 자활근로사업의 경우에는 법제처의 2006년 행정해석(법령해석지원팀
-868, 2006.5.26)에 의해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으
<표 3> 일자리사업별 사용종속관계 분석 결과

빈 공공근로
곤 자활근로
행정도우미
장
복지일자리
애
시각장애인
인
안마사파견
공익형
노 교육형
인 복지형
시장형

지휘명령성 요소
분석
실제
○
○
○
×
○
?
○
?

임금성 요소
분석
실제
○
○
○
×
○
?
○
?

자영업자적 요소 기타 요소
분석
실제
분석 실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분석”은 사용종속관계 분석틀을 지침에 적용하여 연구진이 판단한 결과이며,
“실제”는 행정해석상의 판단, 혹은 정부부처가 실제 적용하고 있는 현실적 판
단을 의미함.
2) ○ : 인정, × : 불인정, △ : 일부 불인정, ? : 미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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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지휘명령성 요소와 임금성 요소를 인정받지 못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거나 설명
한 사례가 없다. <표 3>은 일자리사업별로 연구진의 판단 결과와 현실 적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2. 근로자성 불인정 근거에 대한 비판
일자리사업별로 행정해석 및 정부부처의 현실 적용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불
인정의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행정부의 판단과 달리 사법부는 어떠한 판단을 하였으며, 행정부와 사
법부의 입장 중 어떠한 입장이 더 타당한지 살펴보자. 단 공공근로사업은 근로
자성이 완전히 인정되고 있고, 장애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은 행정부
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자활근
로사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검토보고자 한다. 또한 사법부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다룬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가 없으므로 유사
한 일자리사업인 보호작업장 일자리에 대한 판례를 통해 행정부의 논리와 비교
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 서울행정법원의
2011년 10월 19일 2011구합15374 판결(최저임금적용제외 불인가처분취소) 이
다.
행정부는 정부 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근로자성 인
정에서 근로자성 불인정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노동부는 2006년까지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하였다(노동부, 2007). 하지만 2006년 서울시 마포구청장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
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면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법제처는 이에 대한 행정해
석(법령해석지원팀-868, 2006.5.26)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도「근
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노
동부, 2007), 보건복지부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이들이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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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법제처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시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성 요소 중에서 지휘명령성 요소, 임금성 요소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지휘명령성 요소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자활사업의 사업주체
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종속관계
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법령해석
지원팀-868, 2006.5.26).
임금성 요소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
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조건만 다를 뿐 빈
곤층에 대한 생계보조금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령해석지원팀-868, 2006.5.26).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비록 임의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만 …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
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와 같은 행정부의 행정해석과 근로자성 해석을 다소 상이
하게 하고 있다.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을 근로자로 판단한 판결로서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서정희, 2012). 첫째,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
급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계약, 임금지
급,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등 사용종속성의 요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
면 실질적 근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직업재활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는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근
로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 요건별로 행정부의 행정해석과 사법부의 판례를 살펴보자. 첫째, 행정부
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근거는 사용종속관계 요소 중 지휘명
령성 요소와 임금성 요소에 대한 것이다. 행정부가 지휘명령성 요소를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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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노무지휘권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일정한 채
용 절차가 있음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취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노무
지휘권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이다(권두섭, 2007).
실제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 엄격한 근무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조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
는 과정에서 실시기관 담당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 지휘명령성
요소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은 대법원이 수정판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휘명령성 요소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
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이다. 특히 수정판결에서는 지휘감독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
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는 근로관계의 다양성을 인정
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판결에 의거하면 사업주체가 채용과 해고 등의 인사권이 없다는 사실
만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한 행정부의 행정해석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둘째, 행정부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금성 요소를 부정한 근거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사회보장급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
한 법제처의 판단은 임금 성격인 자활급여와 생계보조금 성격의 생계급여를 구
분하지 않은 오류이며, 조건부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의 동기가 근로관계의 판단과는 무관하다(권두섭, 2007)는 의견이 있다. 또
한 법제처의 2006년 행정해석을 반영한 노동부(2007)의 지침에서도 자활사업
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이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사회보장사업 참여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보호작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훈련생이
아니라 근로자라고 판시하였다.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은 자활사업 참여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중
증장애인은 일반 경쟁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업훈련적 성격
의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근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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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행되는 교육으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임금
성 요소를 판단할 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핵심 쟁점이지 급여가
사회보장적 성격이냐 임금의 성격이냐가 핵심 쟁점은 아닌 것이다. 행정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의 요소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최종 판단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 판단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보호작업장 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자활근로사
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법제처가 지휘명령성 요소, 임금성 요소에서 자
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제시한 논리는 동 판결에 비추어
보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아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보호작업장 참
여자에 비해 근로능력은 물론 세부적인 근로자성 판단요소 측면에서 근로자성
이 보다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사업에서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논의
하는 첫 단계로, 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법원 판례
에 제시된 사용종속관계를 분석틀로 하여 각 사업별 지침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인 모든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부는 근로자성의 실제 적용에 있어 공공근로사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자활근로사업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장애인일
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은 판단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사법부는 유
사한 성격인 보호작업장 일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었
으며, 이에 비추어봤을 때 행정부의 논리는 매우 취약하고 검토 대상인 모든
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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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근로
자성을 확실히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후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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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Participants among Job Creating Program in Social Welfare
Jeong-hee Seo․Uk-chan Oh․Kyung-ha Park
Compared with four job supporting programs, this article analyzed whether
the participants are employee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s
and whether the differences exist on the aspect of employee. We examined
whether the participants in Public Work, Self-sufficiency Program, Job
Supporting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are in accordance with dependency on the employer which consists
in the criteria, the job monitoring, the wage, the self-employed, and the others.
The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in accordance with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bout employment relationship show that the participants
of job supporting program in social welfare are definitely employees since
they are satisfied by all the criteria. Government generally accepts the
employment status of participants in Public Work, but doesn't recognize as
employee in Self-sufficiency Program. And government reserves its the
judgement concerning Job Supporting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However the judiciary concludes that the
participants of Sheltered Workshop in social work are definitely employees.
The government as model employer should take action to protect the status
of the participants and develop decent jobs for them.
Keywords : the status of employee, job creating program, model employer, public work,
self-sufficiency program, job supporting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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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천 년대 이후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출
산 양육기의 부모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뚜
렷한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2008년 기준으로 25~64세 대졸자 고용률
의 성별 격차는 28.2%p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을 기록하였다(OECD,
2010). 또한 한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평균 자녀수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합계출
산율은 2001년 이후 1.30명 이하로 초저출산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2012년에
는 1.30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7명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 우리나라 가족친화정책의 근간은 2006년부터 시행되
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하에서 부모에게 출산과 양육
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을 목표로 하는 저출산 분야의 중앙정부 예산은 2006
년의 2.1조 원에서 2012년의 9.7조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저출산 분야 정책은 예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비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양육수당 지원, 육아휴직급여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
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다.
동일한 목표하에 여러 정책 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각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효율적인 정책 조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 중의 하나인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미친 효과를 추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은 439억 원으로 육아
휴직급여 지원사업(6,044억 원)이나 보육 및 유아교육비 지원사업(6.5조 원)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노동공급의 관계
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생성할 수 있다. 우선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공급
이 부족한 경우 보육비 지원사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아동 수 기준으로
전체 보육시설의 약 10% 전후에 해당하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부모의 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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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보다 높은 상황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은 접근도 향상 이상의 효과
를 미칠 수 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에서는 보육서비스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
문제가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보육비용과 여성 노동공급과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금전적인 비용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다루었다. 예를 들어, 조윤
영(2007)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보조금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조사한
반면, 최성은(2011)은 영유아 가구 표본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이 높고 낮음에 따
른 차이를 관찰하였다. 한편 윤자영(2010)은 개별 가구에게 적용되는 보육서비스
가격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도입으로 인한 보육
시설 접근도 향상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본 분석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장 어린이집의
존재가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 또
한 직장보육시설의 효과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탐구한다.
Cunha and Heckman(2007)이 제기하듯이, 아동이 어릴수록 교육투자수익이 더
높고, 아동 발달 과정에서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낸 시간이 중요하다면, 아동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부모의 직접 양육과 시설을 통한 보육 사이의 대체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효
과는 영유아기 인적자본이론에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지원 현황을 설명
하고, 제Ⅲ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통계 모형, 자료 설명
그리고 실증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직장 어린이집 현황

전국의 보육시설 규모는 지난 20여 년간 급격히 증가해왔다. 2011년도 보육
통계에 의하면, 전체 보육시설 수는 1991년에 3,690개소였는데, 이후 20년 동
안 약 11배 수준인 39,842개소에 이르렀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의 경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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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 동안 89천 명에서 1,349천 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보육시설 중 직장보육시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
적으로 시설 수 기준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의 비중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0.51%에서 1.13%로 증가하였고, 보육 아동 수 기준으로는 0.81%에
서 1.85%로 증가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기업에게는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
고,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파레토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확한 수요와 공급의 대응이 어렵
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의 여지가 존재한다.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한 정
부의 시책은 사업주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와 무상지원을 포함한다. 근로복지
공단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 직장어린이집 운
영 지원사업,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
업이 있다.1) 또한 직장 어린이집교사의 인건비(월 80만 원, 중소기업 월100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데, 이는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수가 일정수가 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추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책으로 직장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월 120만~5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 정부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금감면을 통한 간접지원
도 시행하고 있다. 예들 들어, 어린이집 취득 시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등이
세제를 통한 지원에 포함된다.
영유아 자녀의 양육 방안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한 2011년도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
견조사 결과 다양한 육아 관련 정부지원 중 직장보육시설이 가장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 또한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장보육시
1) 시설전환비로 사업주 2억 원, 사업주단체 5억 원,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
업주단체는 15억 원을 지원한다. 유구비품비와 교체비는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한
도 내에서 기업규모, 영아․장애아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60～80%로 차등 지원한다(근로
복지공단, 2012).
2)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남녀고용평등전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맞벌이 부모에게 가장 도
움이 되는 시설 및 제도에 대한 응답은 직장어린이집 제공(45.8%), 보육비 지원(19.1%),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14.0%),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9.9%), 산전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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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대한 만족도는 7개의 설립유형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에 이어 두 번째로 높
아 국공립시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9).
현행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
가 부과된다.3) 의무 설치 대상은 1991년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었으나, 1995년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
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2005년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
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4)5)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실제 이행률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535개의 사업장이 의
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설치 사업장 비율은 26.0%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는 39.1%로 증가하였다. 직장보육시설의 대안으로 보육수당을 지급
하거나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 의무 이행 사업장의
비율은 동일한 기간 동안 43.2%에서 74.3%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2012년 9월 기준으로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 중 약 4분의 1은 여전히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
장 명단을 매년 공표할 계획을 세우고, 2013년 1월 최초로 공표하였다.

Ⅲ.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근무시간 동안 영유아기 자녀를 보낼 보육시
설의 접근도가 향상됨에 따라 해당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가 및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7.7%)으로 나타났다(응답자 수는 1,000명).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4) 대통령령 제13444호(1991.8.1.), 대통령령 제14652호(1995.5.19.), 대통령령 제18691호
(2005.1.29.).
5) 의무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
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
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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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환경의 향상은 기존 근로자의 이직률
을 낮추고, 효율성 임금의 경우와 같이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신규 채용 시 잠재적으로 보다 유능한 근로자의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일차적인 목표인 기존 근로자, 특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공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여성 근로자의 노동공급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혼여성이 노동공급을 선택하는 표준적인 모형에 자녀의 인적자본 생산함수
를 추가한 모형을 고려한다.
max  
           
    

(1)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근로자는 자녀의 인적자본 수준(h)과 재화의
소비(c)로부터 효용을 얻는다. 자녀의 인적자본 수준은 여성이 직접 양육하는
시간(t)과 보육시설에서의 양육시간(x)을 생산요소로 하는 생산함수에 따라 결
정되고, 직접 양육시간의 한계생산이 보육시설에서 보낸 시간의 한계생산보다
더 크다고 가정한다(    ). 여성은 총시간 자원(L) 중 자녀양육에 투
입한 시간(t)을 제외한 시간 동안 노동공급을 하고, 임금(w)에 따라 보상을 받는
다. 여성의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남편의 소득 등 비근로소득(y)의 합으로 결정
된다.
여성이 근로시간을 한 시간 늘림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의 증가와 자녀의 인
적자본의 감소라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을 통한 양육시
간은 근로시간과 동일하므로, 근로시간 1시간의 증가에 따른 소득의 증가분은
임금과 보육비용의 차이(w-p)가 된다. 또한 여성의 직접 양육과 시설에서의 보
육의 한계생산의 차이만큼 자녀의 인적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여성이 근무하는 직장에 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육시설의 접근도가 향상된다. 또한 시설에서의 보육시간 중 여성이 직접 방
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보육서비스의 수요자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고 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킨다는 점은 동일한 질적 수준의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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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모형에서 직장보
육시설의 존재로 인해 단위당 보육비용(px)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소득효과가 작은 경우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근로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초
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직장보육시설의 효과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
근의 제기된 인적자본의 이론은 생애 초기 단계의 투자수익이 높다는 점과 부
모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Cunha and Heckman,
2007). 아동발달 측면에서 영유아기 동안 아동은 신체, 인지, 언어, 정서 및 사
회성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예를 들면, 만 1세 전후의 아동은 친숙한
양육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만 2세의 아동은 자기 개념과 자기 존중감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만 3～4세가 되면 자기의식적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게
되고, 상호작용적 놀이를 경험하면서 친구관계를 형성한다(Berk, 2009).
실증적으로 Waldfogel et al.(2002)은 미국에서 백인가구의 경우 아동이 만
1세일 때 모의 직장생활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만 2～3세
아동 모의 직장생활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Belsky et al.
(2007)은 역시 미국의 아동 대상 연구에서 영유아기의 시설보육보다 부모양육
이 아동발달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시설보육의 질적 수준이 큰 차이
를 초래한다고 조사하였다. 한편 Gupta and Simonsen(2010)은 덴마크의 사례
를 통해 만 3세 때의 시설보육이 아동발달 지표를 향상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하
지 못하였고, 장시간 보육은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하였다.
OECD(2011)은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시설보육과 아동발달의 관계는 보육시
설의 질적 수준과 부모의 양육활동의 내용에 따라 달려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이 시설에서의 보육보다 더 우월하다는 증거가 확정적
이지 않으나,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일정한 수준의 양육을 시설로부터 제공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여성의 직접 양육과 시설보육의 대
체성이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한
직장보육시설의 노동공급 효과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커질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본 모형은 정태적인 모형으로, 생애 주기에 걸친 여성의 노동공급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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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태적인 모형에서는 출산 후 근로시간의 기회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산 후 일정 기간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동일한 근로조건의 일을 시작하
기 어렵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미래의 기대 근로소득의 감소가 기회비
용에 포함된다. 반면 추가적인 출산의 계획은 현재 경력 추구와 관련한 근로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초래한다.
보육비용과 여성 노동공급과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일관된 결
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조윤영(2007)은 ‘2004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와 인
터넷 설문 방식을 이용하여 수집한 ‘2007년 가구조사’를 활용하여 기본보조금
의 도입으로 영아가구의 민간시설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민간시설을 이용하
는 영아모의 노동공급에는 뚜렷한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최성은(2011)
은 노동패널 10차년도 자료(2007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별 가구에 적
용되는 보육료 지원금액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윤자영(2010)은 ‘199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 가사노동, 및 돌
봄 노동시간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육비용의 감소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모두 가져오므로 이
로 인한 노동공급에 변화 방향은 이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보육비용 감소의
크기와 시설보육의 접근도, 노동시장의 제도적 특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통한 보육시설 접근도 향상
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비 감소 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문헌에서는 영유아 아동
의 보육비용 변화의 효과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나,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
과정을 고려하면, 연령에 따라 효과가 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분석에
서는 보육비용 감소가 영유아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차등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도 기존문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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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 분석

1. 통계 모형
본 실증 분석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고용안정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사업장의 여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를 추정한다. 통계모형으로는 출산 후 일정 시점 고용 여부 결정에 대한
선형확률모형을 채용한다.
P r                               

(2)

식 (2)의 종속변수는 사업장  에 근무하고 기간  에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
 가 출산 후 일정 시점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로서, 이항변수     는 복귀

여부를 나타낸다. 출산 후 고용 여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
는 관계로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이면서 출
산 시점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지 여부로서 고용 여부를 측정한
다. 노동시장 복귀 여부를 측정하는 시점으로 출산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그리고 48개월 시점을 선정하였다. 주요 관심 설명변수인 기간  시점에 출산
한 여성이 근무했던 사업장  에 복귀할 시점에 직장 어린이집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로 표현하였다. 관찰 가능한 개인적 특성 및 사업장 특성은    
로 표현되어, 월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 비중, 여성 근로자의 연령, 임금, 학력,
근로경력, 사업장 업종 등이 포함된다. 한편 관찰 가능하지 않은 사업장 특성은
  는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와    는 각각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기간별 특성

과 오차항을 의미한다.
식 (2)의 추정에 있어서 한 가지 잠재적 문제는 직장보육시설의 존재와 사업
장의 다른 특성과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다른 사업
장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직장보육시설을 활용하여 경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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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다른 가
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기 선택의 문제(selfselection problem)가 존재한다면, OLS모형이 실제 효과를 과대 추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편의를 교정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
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식 (2)에서 사업장 고정효과   를 제거하고 추정한다. 물론 사
업장 고정효과 모형에서도 어린이집 설치 이전과 이후에 입사한 여성 근로자들
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면, 여전히 자기 선택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실증 분석에서는 우선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을 설치 이행의 이
전과 이후를 비교한 후, 추정 결과가 자기 선택의 문제로 인해 얼마나 달라지는
지를 여러 표본을 고려함으로써 검토하기로 한다.
출산 후 일정 시점에서의 복귀 여부에 대한 선형확률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출산 후 또는 복귀 후 근속기간에 대한 기간모형(duration model)을 고려할 수
있다. 기간모형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존재가 매 기간의 이탈확률(hazard)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하므로, 본 분석의 복귀 확률모형을 출산 후 매 시점(예를 들
면, 매월)에 대해서 수행한다면, 기간모형의 결과와 동일한 정보를 생산한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효용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
고,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형태가 M자형을 나타낸다는 점
에서 본 분석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이 평균적인 출산 후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출산 후 단기적인 복귀율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시점별
복귀 확률모형을 채택한다. 또한 실증적 측면에서 복귀 후 근속기간에 대한 분
석에 있어서는 출산 후 4년 이후의 근로여부에 대한 관찰이 모든 표본 구성원
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표본 절단(censoring)의 문제가 발생하여, 직장
보육시설이 출산 후 4년 이후의 근속기간에 미친 영향 추정치는 표본 평균이라
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제약도 존재한다.

2. 자료 설명
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표본은 직장어린이집의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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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여성 근로자 중 출산을 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원자료에서 추출되었
다. 분석 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이 기간 중 설치 의무가 부과되
는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5년 이후 ‘근로자 500
인 이상인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다. 고용보험 자료상 매 시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수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분석 대상 사업장으로
2004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상시 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을 추출하
였다. 출산 여부는 산전후 휴가급여의 수급 여부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종표
본은 2001년 11월부터 2007년 말까지 산전후 휴가급여를 수급한 여성근로자
중 출산 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인 근로자 전체이다.6)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파악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고용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도 4분기에 직장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를 수급한 사업장은 146개소이고, 이 중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
이 55%를 차지한다. 고용규모와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미만인 사업장의
설치 비율은 1% 미만인 반면, 상시근로자수 500～999명인 사업장의 설치 비율
은 2.1%,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7.0% 수준을 각각 기록했다.
최종 표본을 구성하는 여성 근로자 표본의 요약 통계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본을 구성하는 관측치는 한 근로자의 출산 건수를 나타내어, 분석 기간
중 2회 이상 출산한 한 근로자의 경우 출산 횟수만큼 표본에 기여한다. 표본
구성원의 평균적인 특성으로 출산 연령은 29.2세이고, 출산 시 평균 실질 통상
임금은 154만 원, 시간당 임금은 평균 7,180원 수준이며, 육아휴직급여의 본인
월소득 대체율은 평균 33%이다.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여성의 평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7.3년으로, 근로경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은 전
체 표본의 54%가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가장 비중이 크고, 고졸 이하와 초
대졸 그룹이 각각 31%, 15%을 차지하고 있다.
6) 노동시장 복귀 여부 측정 시 복귀한 사업장이 출산 시점의 사업장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시근로자수 500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다. 자료에서 노동시장 복귀 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비율은 출산 후 12개월 시점에 99.5%이고, 출산 후 48개월 시
점에는 약간 감소하여 99.1%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장 복귀 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
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로 인한 추정치의 편의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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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수 및 설치 비율(2007년도 4분기 기준)
상시근로자수

사업장수

1~4
5~9
10~29
3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전체

904,746
172,424
123,686
40,741
11,908
2,043
1,304
769
1,257,621

직장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사업장수
구성비(%)
8
5.5
4
2.7
12
8.2
6
4.1
20
13.7
15
10.3
27
18.5
54
37.0
146
100.0

사업장 중 설치
비율(%)
0.001
0.002
0.010
0.015
0.168
0.734
2.071
7.022
0.011

주 :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설로 파악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재한 관계로 통계에서 제외됨.
또한 전체 사업장수에서 상시근로자수가 0인 사업장이 제외됨.
자료 : 고용보험 통계(김정호․우석진(2012) <표 13> 재인용).

표본 구성원의 출산 시 소속 사업장 중 2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직장보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후 사업장 설치 비율이 출산 후 12개월에는 24%에서
48개월에는 30%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여성 근로자의 첫 번째 고용지표로서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출산 후 12개월
시점에서는 89%를 기록하나, 출산 후 48개월 시점에는 74%에 이르기까지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한다. 두 번째 지표인 출산 후 동일 사업장 근로
비율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 출산 12개월 시점에서 48개월 시점까지 74%에
서 56% 수준으로 감소한다.
한편, 직장보육시설과 관련된 모성보호 정책 변수인 육아휴직 이용률은 37%
이고, 평균적인 육아휴직자는 약 두 달 반 동안 휴직하며, 이용자만 대상으로
하면 평균 약 6개월 반의 기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자료의 ‘사업장’은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좁은 의미의 단위로서,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여러 지점 및 공장이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으로의 복귀율을 분석해야 하나, 고용보험 자료에
서는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기업에 속하는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 복귀를 기준으로 노동시장 복귀 여부를 측정하면, 동일 기업의 다
른 지점 또는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를 배제하므로 실제 복귀율을 과소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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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복귀 시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과대 측정의 소지가 있다. 어느 지표도 완전하지 않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후자를 노동시장 복귀로 정의하여 수행한 분석을 제시하고, 전
자를 동일직장 복귀로 간주하여 분석한 결과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를 논의하
고자 한다.

3. 노동시장 복귀율
기술적 차원에서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의 추이를 출산월별로 살펴보면,
표본 구성원의 출산 12개월 후 복귀율은 2001년 11월부터 2007년 말까지 약
89% 수준을 유지하며 특정한 추세가 발견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출산 후 24
개월, 36개월, 48개월 시점에서의 복귀율은 비슷한 추세를 공유하는데, 구체적
으로 2001년 11월에 각각 81%, 76%, 74% 수준에서 시작하여 2004년 2월까지
는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2004년 8월 이후 증가세
를 보이다가, 2006년 1월 이후 다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7)
한편 분석기간 동안 최종 표본에서 직장보육시설의 보급이 꾸준히 확대된 것
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 자료에서 1995년 3분
기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사업장의 비율은 1% 수준이었는데, 2000년 전후에
는 약 3.5%로, 2007년 4분기에는 8.9%로 상승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출산 건수
자료에서는 출산 시점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
이 2001년의 13.3%에서 2007년의 28.3%로 15.0%p 상승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직장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보육료 및 유치원비
지원, 산전후휴가 지원,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러한 추세를 통제하기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과 미설치 사
업장의 근로자 복귀율 추세를 비교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의 고용 효과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8) 연도별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 표본수가 적은 2001년을 제
7)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율은 노동시장 복귀율과 비슷한 추세를 그리며, 각 시점별로 노
동시장 복귀율보다 약 15~18%p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
8)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중차감 추정치를 제시하는 분석은 익명의 심사자의 제안에 의해 수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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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전후 휴가 수급자 표본의 요약 통계(N=80,824)
변수
연령
학력 : 고졸 이하
학력 : 초대졸
학력: 대졸 이상
출산 시 실질 월급여(만 원)
출산 시 실질 임금(천 원)
출산 시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연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직장보육시설 존재 : 출산월
직장보육시설 존재 : 출산 12개월 후
직장보육시설 존재 : 출산 24개월 후
직장보육시설 존재 : 출산 36개월 후
직장보육시설 존재 : 출산 48개월 후
고용보험 가입여부 : 출산 12개월 후
고용보험 가입여부 : 출산 24개월 후
고용보험 가입여부 : 출산 36개월 후
고용보험 가입여부 : 출산 48개월 후
동일 사업장 근로여부 : 출산 12개월 후
동일 사업장 근로여부 : 출산 24개월 후
동일 사업장 근로여부 : 출산 36개월 후
동일 사업장 근로여부 : 출산 48개월 후
육아휴직 이용여부
육아휴직 이용일수
육아휴직 이용일수(이용자)

평균
29.21
0.31
0.15
0.54
153.80
7.18
7.34
0.33
0.21
0.24
0.26
0.28
0.30
0.89
0.82
0.77
0.74
0.74
0.66
0.61
0.56
0.37
72.37
197.75

표준편차
3.02
0.46
0.36
0.50
57.03
2.84
2.42
0.12
0.41
0.43
0.44
0.45
0.46
0.32
0.39
0.42
0.44
0.44
0.47
0.49
0.50
0.48
111.52
95.86

최소값
18
0
0
0
55.5
2.6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최대값
48
1
1
1
702.0
37.8
12.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518
518

주 : 실질 금액은 2010년 화폐 단위임.
자료 : 고용보험 자료(김정호․우석진(2012) <표 14> 재인용).

외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출산 36개월 후 노동시장 복귀율
을 고려한다. 모든 사업장을 동 기간 동안 직장보육시설이 계속 없었던 그룹
(DC=0), 계속 있었던 그룹(DC=1), 변동이 있었던 그룹(0<DC<1) 등 세 그룹으
로 구분한다. 여기서 DC는 직장보육시설 여부 변수의 분석 기간 동안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9)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존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귀율은
9) 직장보육시설 여부는 분기별로 측정되고, 설치 여부가 변경된 사업장에는 없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동이 있었던 그룹의 연도별 직장어린이
집 평균값이 0에서 1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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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7년 기간 동안 2.0%p 감소하였고, 존재 사업장의 경우 5.8%p 감소
하였다. 반면 생성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귀율은 1.9%p 증가하였다.
미존재 그룹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중차감법을 이용하면, 생성그룹의 복
귀율은 3.9%p 상승하였다(0.019-(-0.020)). 여기서 생성그룹의 직장보육시설 설
치율이 동기간에 38.6%p 증가하였으므로 직장보육시설 존재의 효과는 10.2%p
로 추정된다(0.019-(-0.020))/(0.386-0). 만약 존재 그룹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
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존재의 효과가 20.0%p로 추정된
다. 즉, 직장보육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출산 36개월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10~
20%p 더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이후 논의에서는 통계 분석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효과를 보다 정밀
하게 추정하고자 한다.
<표 3>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에 따른 출산 36개월 후 노동시장 복귀율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2～2007 복귀율 변화분
각 통제집단 기준 ‘생성’ 그룹 변화분
(이중차감)

2002～2007 설치율 변화분
직장보육시설이 복귀율에 미친 효과
관측치수

미존재
(DC=0)
0.734
0.744
0.749
0.748
0.726
0.715
-0.020
(A)
0.039
(B-A)

0
0.102
((B-A)/D)
51,811

생성
(0<DC<1)
0.785
0.794
0.782
0.790
0.787
0.804
0.019
(B)

0.386
(D)
22,484

존재
(DC=1)
0.873
0.872
0.875
0.855
0.835
0.815
-0.058
(C)
0.077
(C-A)

0
0.200
((C-A)/D)
10,229

주 : 전체 기간 동안 직장보육시설이 계속 없었던 사업장은 ‘미존재’, 계속 있었던 사업
장은 ‘존재’, 변동이 있었던 사업장은 ‘생성’으로 구분함. 표본은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 근로자임.
자료 : 고용보험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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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룹별 노동시장 복귀율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비율
(1) 노동시장 복귀율

(2)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주 : 전체 기간 동안 직장보육시설이 계속 없었던 사업장은 ‘미존재’, 계속 있었던 사업
장은 ‘존재’, 변동이 있었던 사업장은 ‘생성’으로 구분함. 표본은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 근로자임.
자료 : 고용보험 원자료.

<표 4>는 직장보육시설이 노동시장 복귀율에 미친 효과의 추정 결과를 제시
한다. OLS 모형을 추정한 제1열에 의하면, 여성의 출산 12개월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4.0%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통계
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제2열의 관찰되지 않는 사업장 특성
이 통제된 모형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출산 12개월 후의 복귀율을 0.9%p 높이
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높은 노동시장 복귀율
에는 사업장 단위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특성은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사업장을 선택한 근로자들이 높은 근
로의욕을 보이는 경향이나, 고용주가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다양한 가족친화적
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경향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정 시 근로자 및 사업장 측면에서의 특성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이후 논의에서는 사업장 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효과를 비교한다. <표 4>의 제3열, 제4열, 제5열에 의하
면, 직장어린이집이 출산 24개월 후 노동시장 복귀율에는 통계적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출산 후 36개월 복귀율과 48개월 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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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각각 4.3%p와 1.9%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데에
있어서 직장보육시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효과는 자녀의 연령이
36개월 그리고 48개월 되는 시점에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설명변수 중 육아휴직급여는 노동시장 복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육아휴직급여가 추가로 월소득을 10% 대체하는 경
우 출산 12개월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3.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감소폭이 출산 24개월 후에는 3.5%p, 36개월 후에는 2.7%p, 48개월 후에는
2.5%p로 추정되어, 시간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 효과는 출산 시 연령이 35세 이전에는 복귀율을 낮추는 것으로, 35
<표 4> 직장보육시설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직장보육시설 존재
육아휴직급여
월소득 대체율
연령
연령 제곱
로그 실질임금
학력: 초대졸
학력: 대졸 이상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연수)
R2
그룹 수
관측치 수

(1)
OLS
12 개월 후
0.0401
(0.0026)***
-0.2801
(0.0313)***
-0.0490
(0.0046)***
0.0007
(0.0001)***
0.0151
(0.0090)*
0.0141
(0.0042)***
0.0926
(0.0029)***
0.0222
(0.0006)***
0.09
80,824

(2)
FE
12 개월 후
0.0091
(0.0103)
-0.3086
(0.0618)***
-0.0351
(0.0058)***
0.0005
(0.0001)***
0.0167
(0.0160)
0.0154
(0.0072)**
0.0966
(0.0112)***
0.0169
(0.0012)***
0.04
652
80,824

(3)
FE
24 개월 후
0.0278
(0.0209)
-0.3502
(0.0601)***
-0.0533
(0.0079)***
0.0007
(0.0001)***
0.0015
(0.0178)
0.0329
(0.0107)***
0.1502
(0.0173)***
0.0230
(0.0015)***
0.04
652
80,824

(4)
FE
36 개월 후
0.0431
(0.0207)**
-0.2664
(0.0592)***
-0.0576
(0.0095)***
0.0008
(0.0002)***
0.0098
(0.0219)
0.0402
(0.0119)***
0.1685
(0.0192)***
0.0241
(0.0017)***
0.04
652
80,824

(5)
FE
48 개월 후
0.0190
(0.0099)*
-0.2508
(0.0556)***
-0.0616
(0.0103)***
0.0009
(0.0002)***
0.0187
(0.0231)
0.0444
(0.0125)***
0.1719
(0.0203)***
0.0242
(0.0018)***
0.04
652
80,824

주 : 설명변수로 거주지 시도 더미, 사업장 업종 더미, 연도 더미 등 포함됨.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p<0.10; ** p<0.05; *** p<0.01.
출처 : 김정호․우석진(2012) <표 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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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후에는 복귀율을 더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론적 기대와는 달리 실
질임금이 복귀율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이는 육아
휴직급여 대체율과 임금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학력과 근로경력은 노동시장 복귀율을 더 높이고, 그 효과가 시간에 흐름
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력과 근로경력이 인적
자본의 형성과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출산
후 12개월과 24개월 시점에서 학력 및 근로경력에 따른 복귀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하여 동태적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존재의 노동시장 복귀율 효과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비선형적
인 특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기 위해 출산 후 시점을 보
다 세분화하여 추정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출산 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뚜렷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27개월부터 39개
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직장보육시설이 노동시장 복귀율을 약 4%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부터 48개월 시점까지는 노동시장 복귀율을 약
2%p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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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추추추

.06

.08

[그림 2] 출산 후 시점별 직장보육시설의 노동시장 복귀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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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추정효과는 직장보육시설의 존재가 각 시점별 노동시장 복귀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의미함. 각 상자의 중간 값은 효과 추정치를 나타내고, 상자 길이
는 90% 신뢰구간, ⏉자형 연장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 고용보험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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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영유아 연령별 주요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률
(단위 : %)

기관
보육
및
교육
개인
교육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8.2

30.5

61.9

60.6

49.2

39.5

유치원

-

-

1.7

23.6

40.6

53.8

반일제 이상 학원

-

0.2

0.2

4.3

5.1

4.2

특기 및 보습학원

-

0.3

0.4

3.1

9.6

27.1

예체능 방문

-

-

0.4

0.4

1.0

1.5

과외

-

-

-

0.4

0.6

1.2

0.9

5.2

15.6

29.4

44.5

52.7

보육시설

학습지(방문포함)

주 : 유형별 중복 이용을 허용한 수치임.
자료 : 2009년 보육실태조사.

영아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보육시
설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았음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2009
년도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가 시설
유형 중 부모협동조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순위는
영아와 유아에 대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의 상대적인 질적 수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연령별 효과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
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원인으로 직접 양육과 시설양육의 대체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론적 논
의를 통해 언급하였듯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직접 양육 또는 친인
척 등에 의한 개별 양육을 시설양육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이러한 대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009년도 보
육실태조사’에 기초한 <표 5>에 의하면, 영유아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률
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효과 크기
가 3세아에 비해 4세아의 경우 감소하는 결과에 관해서는 두 가지 현상에 주목
할 수 있다. 첫째는 4세아의 경우 3세아에 비해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아지고,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외관상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서비스
는 대등한 것으로 보이나, 4~5세 아동의 경우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유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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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과 학습지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즉 아동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한 기관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특기 개발이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여러 기관에 다니는 경우 직장보다는 가정이 이러한 학원에 대한 접근도가 높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동 자료에 의하면 이용하는 양육기관 수가 두 곳
이상인 아동의 비율이 만 3세아의 경우 5.6%인 데 비해 만 4세아는 15.0%, 만
5세아는 30.9%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서문희 외,
2009). 종합하면, 4세 이후에는 유치원에 대한 수요와 다양한 교육수요의 증가
로 인해, 직장보육시설의 효과가 3세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10)
개별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 결정식에서 사업장 고정효과를 제거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장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여부는 노동공급에 대해
내생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력 추구에 대한 선호가 낮은 근로자가 직장보
육시설이 있는 사업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직장보육시설이 노동시
장 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는 과소 추정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한
편의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이전 입사자만을 대상
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6>에 모형 (1)～(5)에 제시되어 있다. 직장보육
시설의 설치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표본은 전체 표본의 약 91%에 해당하고,
<표 4>와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동일한 직장 내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 경력 추구에 대한 선호
가 낮은 여성이 출산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역시 직장어린이집
계수의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기 전에 출산
한 여성은 전체 표본의 77%에 해당하고, 이 표본에 대한 노동시장 복귀 결정식
추정 결과가 <표 6>의 모형 (6)～(10)과 같다. 역시 전체 표본에서와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5년 이후 의무 설치가 확대되었으므로,
2005년 이전과 이후의 직장어린이집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 전체 표본의 69%
를 차지하는 2004년 이후 출산한 여성에 한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모형 (11)～
(15)와 같고, 전체 직장어린이집의 효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11)
10) 직장보육시설이 동일직장으로의 복귀에 미친 영향도 노동시장 복귀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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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직장보육시설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의 강건성
표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
전 입사 근로자
(N=73,835)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이전 출산 여성
(N=62,247)

2004년 이후 출산 여성
(N=56,247)

OLS
FE
FE
FE
FE
12개월 후 12개월 후 24개월 후 36개월 후 48개월 후
(1)
(2)
(3)
(4)
(5)
0.0399
0.0098
0.0324
0.0460
0.0186
(0.0030)*** (0.0122)
(0.0243)
(0.0242)* (0.0115)
(6)
(7)
(8)
(9)
(10)
0.0388
0.0142
0.0310
0.0505
0.0182
(0.0057)*** (0.0145)
(0.0288)
(0.0292)* (0.0160)
(11)
(12)
(13)
(14)
(15)
0.0457
0.0125
0.0394
0.0490
0.0086
(0.0033)*** (0.0205)
(0.0340)
(0.0268)* (0.0098)

주 : 각 모형의 수치는 직장보육시설 존재 여부의 계수 추정치를 나타냄. 설명변수로
육아휴직급여 월소득 대체율, 연령, 연령 제곱, 로그 실질임금, 학력 더미, 고용보
험 총가입기간, 거주지 시도 더미, 사업장 업종 더미, 연도 더미 등 포함됨.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p<0.10; ** p<0.05; *** p<0.01.

4. 육아휴직 이용률 및 휴직 후 복귀율
직장어린이집의 노동시장 복귀 효과가 출산 후 27개월 이전 시점에서는 뚜렷
하지 않다는 사실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2년 이내에는 다른 양육 방안을 활
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모
성보호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육아휴직지원제도가 있다. 육아휴직 이용 기간
이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과 관계는 이론적으
로 뚜렷하지 않다.12)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육아휴직과 직장보육
시설이 직접적인 대체재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의 동태적
선택을 고려한다면, 두 제도가 보완적일 수도 있다. 즉 직장어린이집의 존재로
인해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많이 이용하고, 휴직 후 직장에 더 많이 복
귀한다면, 이는 직장보육시설이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노동시장 복
귀에 기여하는 간접적인 통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11) 비선형모형인 Logit 모형과 OLS 모형의 한계효과 추정 결과 역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사업장 고정효과 모형을 상대적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서는 선형확률모형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12) 분석 기간인 2007년 이전의 육아휴직 대상자는 자녀가 만 1세 미만인 근로자로 한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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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체 영유아기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과 주로 영아기에 이
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의 관계는 고용보험하의 모성보호사업을 기획하는 데
에 있어 시사점을 창출할 수 있다.
본 소절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이 사업장의 여성이 출산 후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는지를 조사하고, 더 나아가 휴직 종료 시점에서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율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두 정책의 관계를 논의한다. 두 경우 모두 이항
선택의 문제이므로 선형확률모형을 채택한다.
P r                               

(3)

식 (3)에서 종속변수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이용할 확률이고, 설명변수인
   는 식 (2)에서와는 달리 사업장  에 출산 시점인 기간  시점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정책변수로서 출산시점(  )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월평균 급여가 월 소득(통상임금)을 대체하는 비율
을   으로 나타낸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노동시장 복귀 여부를 종속변수로는 선형확률모
형을 상정한다.
P r                          

(4)

식 (4)에서는 종속변수와 직장보육시설 존재 여부 변수를 모두 육아휴직 종
료 2개월 후 시점에 측정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육아휴직의 활용도는 급속히 상승하였다. 표본 여성의 육아
휴직 이용률은 2001년 11월 출산 여성의 경우 27.8%에서 2007년 12월 출산
여성의 경우 52.6%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수준도 단계
적으로 확대되었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11월 도입 당시 월 20만 원이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4월에는 월 50만 원에 이르렀다.13) 육아휴
직대상 자녀는 만 1세 미만에서 2008년 이후에는 만 3세 미만으로, 2010년 2월
이후에는 만 6세 이하로 확대되었다. 한편 관련 제도로 육아휴직 대신 활용할
13) 육아휴직급여는 2002년 12월 30일 이후 월 30만 원으로, 2004년 2월 25일 이후 월 40
만 원으로, 2007년 4월 27일 이후 월 5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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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08년에 도입되었다.
식 (2)와 (3)의 추정결과가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OLS 모형 추정 결과인
제1열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의 존재는 여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10.7%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업장 특성을 제거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제2열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존재가 육아휴직 이용률을 7.0%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특성에는 근
무하는 여성들의 선호와 사업장의 근무환경 등이 포함되므로, 제1열과 제2열의
비교를 통해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에
대한 욕구가 더 높거나, 보다 가족친화적인 환경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소득을 추가로 10% 대체하는 경우 OLS
모형에서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1.7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4.93%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장 단위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 또는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여건과 실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4)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 결정요인 분석은 <표 7>의 제3열과 제4열에 제시
되어 있다. 제3열의 OLS 모형에 의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보육시설이 있
는 사업장에서는 없는 사업장에 비해 근로자의 복귀율이 8.3%p 더 높은 것으
로 추정되었다. 사업장 단위의 고정효과를 제거한 제4열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효과가 2.8%p로 추정되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
장 단위의 특성과 복귀율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의 존재가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고, 휴직 후 복귀
율을 높인다는 결과는 직장보육시설이 출산 후 여성의 고용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통로 중의 하나는 육아휴직의 활용임을 암시한다.
그 외의 설명변수의 효과는 대체로 이론적 기대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7>에서 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보면, 연령과 육아휴직 이용률 사이
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약 26~28세 이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
14) 표본의 월평균 임금은 153.8만 원(2010년 화폐금액)이고, 육아휴직급여의 평균 대체율은
0.3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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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취업 중단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클수록 휴직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휴직 후 복귀율은 휴직기간이 짧을수록, 임금 및 학력이 높을
수록, 경력이 길수록 복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직장보육시설이 육아휴직 이용률과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표본)

설명변수
직장보육시설 존재
육아휴직급여
월 소득 대체율
출산 후 휴직기간(월)
출산 후 휴직기간 제곱
연령
연령 제곱
로그 실질임금
학력 : 초대졸
학력 : 대졸 이상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연수)
2
R
그룹수
관측치수

육아휴직 이용률
육아휴직 후 노동시장
(출산 근로자)
복귀율 (육아휴직 이용자)
(1)
(2)
(3)
(4)
OLS
FE
OLS
FE
0.1072
0.0703
0.0829
0.0284
(0.0044)*** (0.0267)*** (0.0050)*** (0.0131)**
0.1718
0.4929
(0.0395)*** (0.0972)***
-0.0118
-0.0103
(0.0048)**
(0.0061)*
-0.0008
-0.0008
(0.0003)*** (0.0004)**
0.0378
0.0208
-0.0707
-0.0494
(0.0070)*** (0.0115)*
(0.0089)*** (0.0113)***
-0.0006
-0.0004
0.0010
0.0007
(0.0001)*** (0.0002)** (0.0001)*** (0.0002)***
-0.0388
0.0516
0.1117
0.0948
(0.0121)*** (0.0347)
(0.0079)*** (0.0204)***
-0.0230
-0.0148
0.0131
0.0152
(0.0053)*** (0.0121)
(0.0082)
(0.0144)
-0.0244
-0.0302
0.1011
0.0971
(0.0042)*** (0.0144)** (0.0057)*** (0.0205)***
-0.0043
0.0061
0.0202
0.0134
(0.0009)*** (0.0050)
(0.0012)*** (0.0021)***
0.11
0.05
0.16
0.06
652
498
80,824
80,824
29,578
29,578

주 : 제1열과 제2열에서의 직장보육시설 변수는 출산 시점에서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
고, 제3열과 제4열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서의 존재여부를 나타냄. 제3열과
제4열의 종속변수는 육아휴직 종료 후 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복귀율
을 의미함. 설명변수로 거주지 시도 더미, 사업장 업종 더미, 연도 더미 등 포함
됨.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p<0.10; ** p<0.05; *** p<0.01.
자료 : 제1열과 제2열은 김정호․우석진(2012) <표 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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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출산 양육기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추구하
도록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직장어린이집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출산한 근로자 표본
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직장어린이집의 존재는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효과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비선형적인 형
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직장어린이집의 존재로 인한 노동시장
복귀율 효과는 자녀 연령이 27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별다르게 관찰되지 않았으
나, 이후부터 39개월이 될 때까지는 약 4%p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후 48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약 2%p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7%p 더
높고, 휴직 후 복귀율이 3%p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대체로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육아휴직은 직장어린이집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실증 분석의 대상이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다
는 점에서, 그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용규모가 클수
록 근로환경이 보다 가족친화적이라면, 육아휴직의 효과는 중소기업보다 대기
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안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직장어린이집이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효과의 작용 방식으로 유아기 자녀의 보육이라는 직접적인 통로와 영아
기 자녀를 둔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및 휴직 후 복귀의 증가라는 간접적인 통로
가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의 유용성은 보육시설에
의 접근도 향상 또는 부모의 감시 기능 강화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여러 요소에 의한 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접근도가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확률을 높인다
는 결과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효율적인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경우 정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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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어린이
집의 설치 의무가 부과되나, 미이행 시 처벌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사업장별 설치여부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개별 기업의 설
치 이행 여부 공개는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에서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장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유인책으로 처
벌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가 강화
되는 경우 오히려 가임기 여성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
재하므로 설치 및 운영 보조금 확대 등 이행 사업장에 대한 장려책이 보다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된다.15)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고용효과가 여성의 출산 후 시점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사실은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확보해야 함을 암시한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보육
시설보다는 육아휴직, 개인별 양육 등의 방안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유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접근도 확대가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공급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
한 부모의 높은 만족도는 접근도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도 기인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에서는 다른 시설에 비해 부모의 감
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
책적 의의를 가진다. 직장보육시설의 이러한 기능에 대한 분석이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5) Gruber(1994)는 미국에서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의료보험의 부분으로서 의무화된 모성
급여의 효과를 분석할 결과 의무화된 혜택이 그 수혜대상인 집단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
를 가져왔음을 발견하였다.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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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care Center at Workplace and Women's Employment
Jungho Kim
The paper aims at evaluating the effect of childcare center at workplace
on female employment. Using the sample of female workers covered by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who gave birth between 2001 and 2007, the
analysis finds that women with the access to childcare at workplace return
to labor market after birth more often than those without it, and that the effect
is nonlinear in the age of child. That is, the effect of childcare at workplace
on return rate is not observed for the first 27 months since birth, and is estimated
to be around 4%p for the period 27 months to 39 months and to be around
2%p for the following period until 48 months. Further, women with childcare
centers at workplace tend to take parental leave more often and return to
work more often than those without them, which suggests that childcare center
at workplace and parental leave are complements. The nonlinear effect of
childcare center at workplace over child's age is likely to reflect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own care and market care and the demand for various
education of preschoolers. The findings imply that the effective promotion
of female labor supply requires the combination of various policy options
customized to the age of the children.
Key words : female labor supply, childcare center, child development, parent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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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이론이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두 가지 다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위반 형태가 서로 다른 요인들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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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
기 위한 제도로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
우 무급으로 3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2009년에 조사된 사업체
패널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1,619개의 사업장 중 약 36%의 사업장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약 14%의 사업장은 도입해 놓고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
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 그리고 무엇이 다양한 위반 형태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일까?
본 논문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New institutional theory), 일탈 문화 이
론(Deviant culture theory),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이용하여, 위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다루려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신제도주의
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미 많은 해외의 연구들이 조직의 법 순응과 위반
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Goodstein, 1994; Ingram and Simons,
1995; Kelly, 2010; Oliver, 1991). 이 이론적 전통을 따르는 연구들은 1964년
미국의 공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하여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주로 다루어왔다. 이 연구들은 법 조항 자체의 모호함
(ambiguity)과 판례를 중시하는 관습법 전통이 법원(court)에서 이루어지는 법
의 해석을 계속해서 바뀌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기업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
하는 법적 환경에 노출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Edelman, 1990; Edelman,
Krieger, Eliason, Albiston, and Mellema, 2011; Kelly and Dobbin, 1999). 이
러한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한 연구들은 기업이 복잡한 법적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또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환경의 변화를 잘 추적하고 있
느냐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
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륙법 전통을 따라 관습법 전통의 국가보다는 훨씬 더
명료한 법전(code)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이미 주어져 있는 법전의
해석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Glenn, 2007). 따라서 기존의 판례보
다는 명문화되어 있는 법 조항이 더욱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법적인 환경의 모호함이나 복잡함이 관습법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Baek and Kelly, forthcoming).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의 법적 외부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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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변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상수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습법과 대륙법의 전통이 혼용된 형태(hybrid)로 법적 체계가 바뀌어 가고 있
고(Dainow, 1966; Del Duca, 2006), 한국 역시 이전보다는 판례가 판결에서 더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관습법과 대륙법의 전통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이 시점에서 조직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모호한 법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
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에서도 법적 체계의 변화로 인해 조직은 외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야 법이 요구하는 제도를 수용하고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조직을 둘러싼 외부 법적 환경의 변화가 해당 조직
의 법의 순응과 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합리적인 질
문이라 할 수 있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신동준, 2009).
기존의 대륙법 전통의 국가들에서 수행된 법 이행과 위반의 연구는 주로 합
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이 주어진 법을
이행하거나 어길 때 얻을 수 있는 차익을 계산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
장한다(Kobayashi and Kerbo, 2012; Koutalakis, 2004). 본 연구처럼 대륙법 전
통에서 법적 외부 환경이 기업의 법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드물다
고 할 수 있다(이승현, 2012; 정용기, 2008).
본 연구는 이 외에도 두 가지 형태의 법 위반을 분석하였다. 여러 가지 법
위반 사례의 연구는 주로 위반과 이행 두 가지 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기광도, 2004; 전영실, 2009). 하지만 본 연구는 법 위반을 완전위반과 부분위
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완전위반은 법 제
도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이며, 부분위반은 제도를 명목적으로는 수용하되
그것을 이행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Baek and Kelly(forthcoming)가 육아휴직조
항에 대해 한국의 사업장들이 어떻게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을 하게 되는지 보여
주었다. 하지만 많은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부분위반의 존재만을 지적하였을
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Han and
Koo, 2010; 이항영․백경민․장용석, 2007; 정장훈․조문석․장용석, 2011). 이
연구는 Baek and Kelly(forthcoming)에서 사용한 법 위반에 대한 분석틀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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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장이 도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완전위반’, 취
업규칙과 단체협약상에서 제도 도입은 명시적으로 하였으나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부분위반’이라고 보았다. 2009년 사업체패널자료는 이 같은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설문을 실시하였고 본 논문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각각의
위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설을 도출하기에 앞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내용과 이 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나타난 사회 제도적인 변화와 법적 위반
의 연관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연구배경 : 배우자 출산휴가와 한국의 사업장 문화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
장하였다. 여성은 가정, 남성은 직장이라는 이분법이 무너지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 가사 일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가 아니라 남성 역시 그 의무를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장지연․정혜
선․류임량․김수양․장은숙, 2004).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제정하였다 (Sung, 2003).
정부는 2007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 사업장에
서 실시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남성 근로자
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남성 근로자가 이 휴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경
우, 사업주는 반드시 3일을 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2008년 배우자 출산휴가의 전면적 실시는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유지
되어 오던 기존 질서에 부딪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가 그동안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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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에서 요구되어 왔던 ‘이상적인 노동자’의 규범(ideal workers’ norm)과 충
돌한다는 것이다. 이 규범은 회사에 장시간 근무하며, 전적으로 충성심을 보이
는 노동자가 바로 이상적인 노동자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 규범은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많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남성에
게는 생계를 위한 노동자(breadwinner)가 될 것을, 여성은 가정을 돌볼 것을 기
대한다. 이러한 성역할 규범에 따라서 남성이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노동자가
될 것을 더 많이 사회적으로 요구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구분은 남녀의
구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유교문화권에서 더욱 공고히 되고 있음을 여러
기존 연구에서 알 수 있다(Sung, 2003; Won and Pascall, 2004). 본 연구는 이
러한 사업장 내에 팽배한 이상적 노동자 규범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위반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임을 지적한다. 이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의 위반을 설명하기 위해 신제도주의 이론, 일탈 문화 이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에 기초한 여러 가지 가설을 도출한다.

Ⅲ. 이론과 가설

1. 신제도주의 이론(New Institutional Theory)
신제도주의 이론에서는 조직을 그 자체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
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왜 많은 조직들이 서로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를 설명하려 한
다. 그들은 조직들이 사회적 환경 내에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압력(institutional pressures)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
해 서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압력은 크게 강제적(Regulatory), 규범적(Normative), 인지적(Cognitive)
압력으로 구분이 되며, 이러한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는 조직들은 사회 구성원
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요약하면,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조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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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인 가치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한 구조와 정책들을 요구하는 제도적 압력에 순응한다고 주장한다
(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Scott, 2007; 김회성․
박기태․이명진, 2009; 이항영 외, 2007).1)
조직이 법에 순응 또는 위반하는 것 역시 이러한 신제도주의 이론에 의해 설
명될 수 있다. Edelman(1992)나 Kelly and Dobbin(1999)은 미국의 고용평등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이 만들어내는 강압적 동형화 현상
(coercive isomorphism)에 주목한다. 미국의 고용평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의 차별금지 조항은 무엇이 차별인지 정의하지 않은 채 광범
위한 차별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무엇이 차별인지 자신들
이 정의를 해서 그에 맞는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제도가 법원에서 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들
은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다시 그 법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고안해야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특정 사업장이 고안해 내놓은 제도
나 정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제도나 정책은 급속
도록 퍼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요약하면 법적 강제 조건을 만족하는 제도를
도입하게끔 요구하는 제도적 압력은 각 조직의 이해관계에 맞게 해석되고 각
조직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틀 내에서 각색된 정책들을 내놓게 된다. 그리
고 이것이 법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획득하게 될 때 다른 기업들은 해당 제도나
정책들을 도입하게 된다(Edelman, 1992; Edelman et al., 2011, Kelly and
Dobbin, 1999). 조직이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변화들에 대해 민감하
지 못하여 법적인 변화들을 내부로 수용하는데 실패하면 그 조직은 법을 의도
치 않게 위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Kelly, 2010;
Oliver, 1991; Goodstein, 1994; Ingram and Simons, 1995).
1) 제도주의 이론은 크게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은 이 세 가지 중 사회학
적 제도주의이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측면이 역사적인 맥락 내에서 어떻
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 제도주의와 개인들의 행위가 도구적이고 전략적 계
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론과 달리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 즉
규범, 문화, 상징체계, 특히 당연시되는 신념과 인지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이론
적 차이를 잘 드러낸 연구로 하연섭(2002)과 Hall and Taylor(1996)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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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
선행연구는 조직의 가시성(visibility)이 높거나 외부 환경과 연결 고리를 가
지고 있을 때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Kelly and Dobbin,
1999; Dobbin and Sutton, 1998; 이항영 외, 2007). 가시성이 높은 조직들이나
복잡한 법적 환경의 변화를 잘 추적하고 있는 조직들은 법적 요구 조건을 만족
하는 제도나 정책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법에 순응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시성이 높은 조직들은 외부의 다른 조직들에 비
해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감시에 노출된다.
따라서 가시성이 높은 조직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다른 가시성이 낮은 조직
에 비해 외부 감시를 통해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기존 연구들은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주변 조직들에 비해 높은 가시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
한다. 높은 가시성은 조직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를 높임으로써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직의 규범 조응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김회성 외, 2009;
송은영․장용석, 2007). 또한 공공부문에 속하는 사업장 역시 높은 가시성을 지
니게 된다. 이러한 사업장들은 정부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
라 정부의 법률이나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노용진․김동배․박우성, 2003). 또한 공공부문에 속하는 사업장
은 다른 사적부문에 속하는 사업장에 비해 법적 요구조건을 잘 구비하고 있느
냐에 따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적부문에 있는 기업에 비해 법규 준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 규모가 큰 사업장이거나 공기업과 같은 가시성이 높은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덜 위반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 법적 환경을 잘 추적하고 있는 사업장일수록 어떤
제도나 정책이 법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연구들은 독립적인 인사부서를 설치한 사업장은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법률
의 변화를 잘 추적하여 그 법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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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bin and Sutton, 1998; Osterman, 1995; Nelson and Nielsen, 2000; Dobbin
and Kelly, 2007; Kelly, 2010; Baek et al., 2012). 그러나 독립된 인사부서가
없는 사업장은 법적 환경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의도하
지 않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2 : 독립된 인사부서를 가진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덜 위반할 것이다.

나. 구제도2)와의 충돌 그리고 법 위반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조직 내에 도입되고 완전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전에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던 제도나 정책을 대체하여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
나 제도가 이전 제도와 정책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경우, 조직 내에는 구성원
들을 규제하는 다수의 제도가 존재하게 되고 그것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 상
황이 된다(Heimer, 1999; Kelly, 2010). 이럴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제도
나 정책들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새로운 법 제도를 위
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조직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가 조직
내부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제도가
예전 제도를 대체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여전히 구제도를 따르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도인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상황에 맞추어 생각해 보면, 사업장 내에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상과 함께 이상적인 근로자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을 경우
양성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도입과 사용은 앞서
언급한 가부장적 남성상 및 이상적인 노동자의 규범과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남성 중심문화가 사업장 내에서 얼마나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
기 위해 먼저 사업장 내의 남성 근로자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2) 제도(institutions)는 한 사회의 정치적, 법적 체계를 문화와 함께 포괄하는 일련의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다(Wilkinson, 1996). 즉, 제도는 사회의 가치와 신념 체계 이외에 정
치적, 법적 체계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양성 평등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가 이전 법체계를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위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논문의 초점은 남성중심의 기존 문화가 어떻게 법 위반을 초래하느냐가 아니라 새
로운 제도의 도입 실패가 법 위반과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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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남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조직 구
조와 규범이 팽배하며,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을 사업장 내 도입하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Kelly, 2010; Cha, 2010;
Moss Kanter, 1977; Gerstel and Armenia, 2009).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위의
맥락에서 제시할 수 있다.
가설 3: 남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
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직장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정책 역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부로 볼
수 있다(Baek et al., 2012). 따라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들을 도입
하고 시행 중인 사업장은 이 정책들이 지향하는 가정생활의 양성 공동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 양성 평등의 가치를 이미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적게 도입한 사업장은 양성 평등의 가치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법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4: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제도를 많이 도입한 사업장일수록 배우
자 출산휴가제도를 덜 위반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
자 출산휴가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부여되는 새로운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가 정확하게 무엇
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에 팽배한 이상적인 노동자의 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권리
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Albiston, 2005). 또한 사업장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부 시스템 또는 조직이 없으면 그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은 권리를 행사하려 해도 실패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권리 행
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조직과 사내 시스템들로는 인사
부서, 정보공유 통로, 그리고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164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2호

(Albiston, 2005; Baek and Kelly, forthcoming; Harlan and Roberts, 1998).
먼저 인사부서는 법적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 이외에 근로자들에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안내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가지 정보공유 통로가 있게 되면
근로자들은 그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공유하게 된
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 인트라넷, 정기적인 회합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공
유 통로가 많을수록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고 그것을 행사하게 된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그리고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가 사업장 내에 존재할 경우 근로자들은 수월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Budd and Brey, 2003).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5: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된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덜 위반할 것이다.

다.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의 차이
본 논문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관한 두 가지의 위반 형태를 대조해 보려
고 한다.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을 살펴보는데, 완전위
반이란 사업장이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행은 물론이거니와 출산휴가제도를 도
입하지 않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명시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부분위반이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
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를 하였지만, 그것을 실제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경
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두 가지 위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조직의 다양한 제도
순응 방식에 관한 기존 연구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Oliver(1991)는 조직이 외부의 제도적 환경에 덜 노출되어 있을 경우 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Goodstein(1994)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
는데 조직이 외부 제도적 환경의 요구와 변화에 둔감하거나 이를 무시할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work family policies)의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
주었다. Ingram and Simons(1995) 역시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Goodstein(1994)
과 유사한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한국 사례에서도 Baek and Kelly(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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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장이 조직 외부의 제도적 환경에 둔감할수록 육아휴직제도를 도입조차
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먼저 가능하
다.
가설 6: 사업장의 가시성과 외부 환경과의 연결을 측정하는 변수는 주로 완전위반
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이에 반해 기존 연구들은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부분
위반은 주로 사업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제도와 구제도의 충돌 때문에
빚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주
장하는 부정합화 현상(decoupling)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신제도주의 학자들
은 조직이 제도를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상징적으로만
도입을 하며,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다양한 조건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Westphal and Zajac, 2001; 정장훈 외, 2011).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사업장 내에 이상적 노동자의 규범과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에 대한 관념이 팽배한 경우, 그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들
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부 시스템이 갖추어 지
지 않은 경우에 부분위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 7: 기업의 내부 맥락과 관련된 변수(남성 노동자 비율,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도입 개수,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돕는 내부 시스템
의 유무)는 주로 부분위반 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2. 일탈 문화 이론(Deviant Culture Theory)
비행이나 일탈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동료 집단(peer)이 비슷한 범죄
를 저지를 때 개인이 동일한 범죄에 동참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Coleman 1998; Vaughan, 1999). 다시 말하면 주변 집단이 일탈을 당연
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 주변 동료들에 둘러싸인 한 개인도 규범을

166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2호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조직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Kelly(2010)와 Baek and Kelly(forthcoming)는 주변 사업장이 육아휴
직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 역시 육아휴직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주변 동료 집단을 동일 산업군으로 정의
한다. Kelly(2010)와 Knoke(2001)는 동일 산업군 내의 조직들이 다른 조직들에
비해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8: 동일 산업군 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의 비율이 높을
때, 해당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
합리적 선택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행위자가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제
반 상황을 고려한 후 최대의 효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택을 한다고 주장한
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 위반은 법을 위반할 시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클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Ashenfelter and Smith, 1979). 그
러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위반 역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
공하는 것의 비용이 효용보다 클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위반
하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효용과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특성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Kelly, 2010). 사업장 내
에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상승시
키기 위해 또는 더 좋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채용 전략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Osterman, 1995; Davis and Kalleberg, 2006). 하지
만 Baek et al.(2012)의 연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도입 여부와 사업장 내 노
동자의 성별 비율은 서로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
내의 근로자 성별 구성비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도입은 서로 불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성별 비율을 합리적 선택 이론을 검증하는 명확한
가설로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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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사업주는 전문직종에 있는 근로자나 관리직에 있는 직원들에게 배
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직종 종사자나 고위 관리직종
에 있는 직원들은 사업장에서 다시 대체하기 힘든 인력들이며, 이들은 이미 굉
장히 숙련된 인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Davis and Kalleberg, 2006; Glass
and Estes, 1997). 따라서 사업주는 이들을 계속 고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이들에게 높은 임금과 함께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적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도입되고 이행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일반 종업원들과 달리 자신이 받는 대우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직 종사자나 관리직에 있는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배우
자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Glass and
Fujimoto, 1995). 한국 사례를 연구한 Baek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요약하면, 전문직이나 관리직의 경우 낮은 대체가능성과 높은 협상
력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실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설 9: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
휴가법 조항을 덜 위반할 것이다.

Ⅳ. 분석 자료 및 모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된 2009년도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하였
다. 사업체패널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격년마다 각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패널조사이다. 이 사업체패널은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기
업을 대상으로 층화표집을 통하여 추출된 사기업과 공기업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패널은 현재 한국의 고용구조와 노동수요를 분석하고 기
업의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구성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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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 사업체패널의 설문은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사업장 특성,
고용현황 및 고용관리, 보상 및 평가,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등에 관하여 인
사담당자, 노무담당자, 근로자대표에게 질문하여 획득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들이 사용한 2009년도 사업체패널자료의 경우 전국 사업
체 1,737개를 대상으로 2010년 7월 말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7개월간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얻은 2009년도 당시 사업체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문항에 응답한 사업체 1,619개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배규식․김정우․김기민, 2012).

2.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사업장이 완전 위반
을 하고 있는가와 부분적으로만 위반하고 있는가이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2008. 6. 22) 배우자의 출산을
경험한 모든 사업장의 남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이 이 법에 반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먼
저 사업장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제로 실행한 경우이다. 연구자
들은 이를 완전순응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하
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연구자들은 부분위반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
로 도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위반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개의 설문 문항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는 “다음의 모성보호 조
치들 중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회사 방침으로 실시하는 하
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이다. 두 번째 질문은 “귀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성보호 조치들 중에서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정책들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
시오”라는 문항이다.3) 위의 두 가지 질문의 선택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3) 본 문항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문지와 유저가이드에
나타나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에 문의해 본 결과 종업원이 본 휴가를 사용하려
고 신청하는 경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제
도를 도입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부분위반의 경우는 종업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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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한 경우는 완전순응으로 정의하여 ‘2’로 입력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배
우자 출산휴가를 선택하였으나 두 번째 질문에서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부분위
반으로 정의하여 ‘1’로 입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질문 모두에서 배우자 출산휴
가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완전위반으로 정의하여 ‘0’으로 입력하였다.

3. 독립변수
본 연구는 사업체의 어떠한 요인들이 각각의 위반 형태(완전위반 및 부분위
반)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1>에서는 각각의 위반 형태에 따른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신
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로 사업체의 가시성과 위반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이 공공부문에 속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측정하였
다. 사업장 규모는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자연로그를 사용하여 조작
화하였다.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사업장 규모가 좌편향 왜도(skewedness)를 보
이고 있어 이를 조정해주기 위함이다.4) 사업체가 공공부문에 속하는지 여부를
조작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이 공공부문인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의 연결성을 측정하기 위해 인사부서 보유 여
부를 사용하였다. 사업장이 독립적인 인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로, 그렇
지 않은 경우 ‘0’으로 조작화하였다.
새로 도입된 제도와 사업장 내 기존 규범과의 충돌을 측정하기 위해 총 네 가지
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남성 근로자 비율은 사업체 내 남성 근로자 수를 전
체 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또 다른 변수인 사업체 내 이미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개수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이 출산 휴
가,5)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직장 보육시설 그리고, 보육수당 지급정책 중 몇 가지
하나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종업원 수를 변수로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으나 결과
에는 차이가 없었다.
5) 사업체패널 조사는 모성보호에 관련한 문항 중 출산휴가 도입여부에 대한 문항만은 제공하
지 않고 있다. 대신 출산휴가가 실제로 사내에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항이 있
는데, 도입 여부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여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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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였는가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만약 기업이 다섯 가지 모두를 도입한
경우 ‘5’을 부여하였으며, 다섯 가지 제도 중 하나도 도입을 하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하였다. 사업장 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의 활용을 돕는
사내제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의 유무, 사
내 커뮤니케이션채널의 개수와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유무를 활용하였다. 2009년
사업체패널 설문문항에는 9가지 사내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
이 있는데, 사업체가 이 9가지 모두를 실시하고 있을 경우 ‘9’를 부여하였고 하나
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0’을 부여하였다.6) 노조 유무는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체는 ‘1’로 어떤 것도 없는 사업체는 ‘0’으로 코딩하였다.
일탈 문화 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일 산업군 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위반 비율을 사용하였다. 특히 동종 산업군 내 ‘완전위반’을 하
고 있는 타 기업의 비율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완전위반만을 고려한 이유는 제
도를 도입해 놓고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산업
군 내에서 더 쉽게 목격될 수 있고 이웃한 다른 조직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조직은 환경 내에서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여 법규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검증을 위해서는 전문직과 관리직
근로자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해당 사업장의 연령과 사업장이 제조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통제변
수로 사용하였다. 먼저 사업장 연령의 경우, 사업장 연령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조직 내 관성(inertia)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Hannan and Freeman, 1977). 그러나 동시에 사업장 연령은 해당 사업
장이 가진 지식 또는 경험과 비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업장이 새로운

6) 기존에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사내 커뮤니케이션채널의 개수를 측정하기 위해
합성변수(composite measures)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각각의 항목이 일․가정 양립 지원 정
책 또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개념(concept)을 잘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 합성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각각의 항목은 설문자료 구성 시부터 이미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 그리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측정키 위해 구성된 변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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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수용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오래된 사업장의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더 잘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사업장 연령의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모두 예상되기에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설
문조사가 이루어진 2009년과 해당 사업장의 설립연도와의 차이를 계산하여 연
령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좌우도로 인한 정보의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자연로그
를 취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제조업 여부는 한국 기업체의 남성 주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한
국 제조업은 대부분 남성중심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업종에 비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도입․실행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Baek et al., 2012). 제조업에 속한 사업체는 ‘1’로 비제조업 사업체
인 경우 ‘0’의 가변수를 사용하였다.7)
<표 1> 위반 형태별 독립변수 기술통계
완전위반
변수
사업장 규모(로그값)
공공부문
인사부서
남성 종업원 백분율 (%)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
노조 (노사협의회)
동일 산업군 내 위반 백분율 (%)
전문직 백분율 (%)
관리직 백분율 (%)
사업장 연령(로그값)
제조업 부문

사례수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평균
표준편차
4.62
1.13
0.01
0.10
0.12
0.33
73.50
25.10
1.49
0.98
2.34
1.62
0.57
0.50
20.59
15.86
11.51
23.47
10.88
14.21
2.87
0.71
0.49
0.50

최소값
1.10
0.00
0.00
1.38
0.00
0.00
0.00
0.00
0.00
0.00
0.10
0.00

최대값
7.73
1.00
1.00
100.00
5.00
9.00
1.00
100.00
95.24
100.00
4.71
1.00

7) 남성 비율 이외에도 제조업은 비제조업 분야보다 전문직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전문
직 비율이 산업군의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제조업 분야에 속하는 사업장 여부
를 통제함으로써, 분석에 사용한 전문직 비율이 위반 형태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최대
한 찾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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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부분위반
변수
사업장 규모(로그값)
공공부문
인사부서
남성 종업원 백분율 (%)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
노조 (노사협의회)
동일 산업군 내 위반 백분율 (%)
전문직 백분율 (%)
관리직 백분율 (%)
사업장 연령(로그값)
제조업 부문
완전순응
변수
사업장 규모(로그값)
공공부문
인사부서
남성 종업원 백분율 (%)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
노조 (노사협의회)
동일 산업군 내 위반 백분율 (%)
전문직 백분율 (%)
관리직 백분율 (%)
사업장 연령(로그값)
제조업 부문

사례수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평균
표준편차
5.15
1.24
0.05
0.21
0.13
0.33
72.51
21.90
2.00
0.91
3.53
2.01
0.74
0.44
18.42
15.94
14.92
26.67
10.52
13.38
2.95
0.75
0.45
0.50

최소값
2.64
0.00
0.00
12.07
0.00
0.00
0.00
0.00
0.00
0.00
0.10
0.00

최대값
8.94
1.00
1.00
98.67
5.00
9.00
1.00
65.52
89.62
94.12
4.82
1.00

사례수
810
810
810
810
810
810
810
810
810
810
810
810

평균
표준편차
5.30
1.27
0.08
0.27
0.17
0.38
70.34
22.88
2.29
0.71
4.17
2.24
0.74
0.44
16.61
14.13
21.26
30.71
10.81
13.77
2.92
0.79
0.40
0.49

최소값
2.20
0.00
0.00
1.98
0.00
0.00
0.00
0.00
0.00
0.00
‐2.30
0.00

최대값
9.67
1.00
1.00
100.00
5.00
9.00
1.00
80.00
98.44
100.00
4.81
1.00

5. 분석모형
본 연구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다중명목)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은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용하는데,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완전순응, 부분위반, 완전위반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종속변수의 3가지 순응/위반 범
주를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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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사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
변수의 3가지 범주가 동일한 등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 전제가 성립하
는지는 승산치의 동등분성에 대한 우도검증(Approximate likelihood·ratio test of
proportionality of odds)을 사용해 검증해 볼 수 있다. 이 검증방법의 영가설은 “각
범주가 동일한 등간을 가지고 있다”이고 이 검증 결과 p<.001의 수준에서 이 영
가설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각 범주는 동일한 등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종속변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적절치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분석결과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1,619개의 사업체 중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완전순응으로 구분되는 사업체는 810개(50.03%), 제도를
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였으나 실제 근로자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부분위반 사
업체는 229개(14.14%), 제도의 도입과 실행 모두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
은 나머지 580개로 전체 분석대상의 35.82%를 차지한다.
완전순응을 기준범주로 하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잘 나
타나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가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표 2>의 첫 번째 열은 세 가지 이론에 기반한 변
수들이 어떻게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완전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열은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이 제도의 부분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여준다. <표 2>안에 a로 표시된 변수의 경우는
두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이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기준 범주를 부분위반으로 바꾸어 분석한 <부록 1>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공공부문에 속해 있는 경우 사업체의 가시성이
높아져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위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 1
은 지지되었다. 분석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사업장이 규모가 크거나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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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기준범주 : 완전순응)
완전위반

부분위반

‐0.160**,a
(0.067)
‐1.126**,a
(0.461)
0.318,a
(0.200)
0.000
(0.003)
‐0.841***,a
(0.087)
‐0.357***,a
(0.038)
‐0.127,a
(0.150)

0.009
(0.076)
‐0.170
(0.359)
‐0.178
(0.235)
0.001
(0.003)
‐0.349***
(0.103)
‐0.103***
(0.039)
0.232
(0.196)

0.002
(0.004)

0.001
(0.005)

‐0.004
(0.003)
‐0.002
(0.005)

‐0.005*
(0.003)
‐0.002
(0.006)

0.104
(0.091)
‐0.015
(0.134)
2.965***
(0.418)
1,619

0.079
(0.109)
‐0.029
(0.164)
‐0.500
(0.498)
1,619

신제도주의 이론
사업장 규모 (로그값)
공공부문
인사부서
남성 근로자 백분율(%)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
노조(노사협의회)
일탈 문화 이론
동일 산업군 내 위반 백분율(%)
합리적 선택 이론
전문직 백분율(%)
관리직 백분율(%)
통제 변수
사업장 연령(로그값)
제조업
상수
사례 수

주 :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p<0.001, ** p<0.01, * p<0.05.
3) a : 완전 위반과 부분 위반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표시.

문에 속해 있으면 완전위반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측
된 확률값(predicted probability)을 계산해 볼 때, 공공부문에 속한 사업장은 약
14% 정도만 완전위반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그 외 사적부문에 속한 사업
장은 약 32%가 완전위반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외부 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잘 추적하고 있는가를 통해 사업장의 배우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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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휴가제도에 대한 순응 정도를 측정하고자 했던 가설 2는 분석결과 지지되지
않았다. 독립된 인사부서의 유무는 어떠한 위반 형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8)
사업장 내에 ‘이상적인 노동자’ 규범이 팽배한 경우 조직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위반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들은 일부 지지되었다. 남성 근로자의 비
율은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가능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이미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개수는 사업장의 배우
자 출산휴가제도의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
로 드러났다.9)
이와 더불어 사업장 내 배우자 출산휴가의 이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내 시스
템이 있을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위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 예측한
가설 5는 완전위반과 부분위반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사측과 노측을 연결해주고 있을 경우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완
전순응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예측된 확률 값을 계산해보
8) 해외 연구는 독립된 인사부서의 유무가 법의 변화를 해석하고 추적하여 법 순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사부서가 법 순응에 큰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구나 <부표 1>에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독립된 인사부서
의 존재가 오히려 상징적으로라도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사부서의 존재는 법적 요
건의 해석이나 추적에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오지 못할 뿐 아니라 서구사회와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륙법 체계와 관습법 체계에서의 인사부서의 역할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9) 한 심사자께서 남성 근로자 비율 대신 장시간 근로를 자주 시행하는 사업장인가가 실제
남성 중심의 문화를 더 잘 대변해 줄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가 일
상적인 사업장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가사와 육아의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남
성보다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된 사업장에서는 남성 노동자 비율
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다시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게 된다. 따라서 남성 노동자 비율은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간결성을 위해 남성 근로자 비율만을 남성 중심 문화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논평자의 지적대로 장시간 근로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 분석에 사용하여 보았다. 2009년 사업체패널 설문지에 “귀 사업장에서 일반
근로자들의 초과근로는 얼마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는 변수를 장시간 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4가지 응답 중 ‘매일’과 ‘1주일에 평균 2~3일”이라는
응답들을 초과근로로 정의하고 변수값 1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계절적으로 바쁜 시
기에만”, “일이 바쁠 때만 아주 가끔”이라는 응답은 변수값 0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 변
수 역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의 두 형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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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약 6% 정도가 완전위
반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
장은 약 58% 정도가 완전위반을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부서와
함께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의 존재는 어떤 위반 형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표 2>의 결과는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이 서로 명확하게 다른 요인들과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업장의 외부 환경과 관련된 변수는 사업장의 배
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완전위반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6은 지지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사업장 가시성과 관련된 변수인 해당 사업
장의 규모와 공공부문 소속 여부는 완전위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업장 조직 내부 환경과 부분위반 여부를 살펴본 가설 7 역시 지지되었다.
사업장의 내부 환경과 관련된 변수인 기존에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과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개수는 부분위반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지
만, 사업장의 가시성과 환경과의 연계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부분위반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탈 문화 이론에 근거하여 동일 산업군 내 완전위반 비율이 개별 사업장의
위반 가능성과 정(正)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 가설 8은 지지되지 않았
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라 전문직과 관리직은 낮은 대체가능성과 높은 협상
력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사업주로부터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
할 수 있지만,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그러한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단지 전
문직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부분위반 가능성을 낮
추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전문직과 관리직 비율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위
반 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이들의 협상력
이나 낮은 대체가능성 때문에 이 법 조항에 사업주가 순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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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배우자 출산 시 3일간의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9년 사업체패널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1,619개의 사업장 중
약 36%의 사업장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았으며 약 14%의 사업장은 도입
해 놓고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왜 사업장들이 이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 위반 형태인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을
결정하는 요인은 각각 무엇이며 위반 형태 간 차이는 또한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법과 조직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네 가지 중요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을 차용하여
관습법 국가보다 훨씬 더 명료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륙법 국가에서도 조
직들이 외부의 제도적 환경에 반응하여 법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
다. 여러 기존 연구에서 관습법 국가에서는 법전 자체의 모호함과 판례의 상대
적인 중요성이 조직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 법에 잘 순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Edelman,
1992; Dobbin and Sutton, 1998; Kelly and Dobbin, 1999). 하지만 대륙법 체계
에서는 법의 모호함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의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이 상대적
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최근 대륙법 체계와 관습법 체계가 서로
융합되면서 조직을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 내에서도
조직의 법적 순응과 위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본 연구의 결과는 법적 환경에 얼마나
조직이 잘 노출되어 있는지가 법의 위반(특히 완전위반)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
도가 됨을 밝히고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조직 내에 구제도를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대체하지
못할 경우 조직은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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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상적인 노동자’를 가정생활에 최소한으로 참여하며 속한 조직에 충
성을 보이는 노동자로 정의하였으며 이 노동자는 보통 남성이라고 간주되었다.
이러한 규범이 사업장 내에 팽배할 때 ‘남녀평등’과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이러한 사업장 내의 오래된 규
범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충돌이 심한 사업장은 결국 이 제도를 도입하
지 못하거나, 도입하더라도 실행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사업장 내 근로자의 정
당한 권리 행사를 도와줄 수 있는 내부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조직은
부분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위반 위반형태 중 부분위반은 신제도주
의 이론의 핵심 중 하나인 부정합화(decoupling) 현상과 맞닿아 있다. 신제도주
의 이론에서는 제도나 정책은 상징으로 도입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
는 것은 조직 내부의 맥락에 달려있다고 보았다(Hallett, 2010; 정장훈 외,
2011).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반 현상과 원인이 비단 한국에만 유의미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남녀의 차별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에 있는 국가(일본, 중
국, 대만 등)에서는 남성은 생계유지 역할이, 여성에게는 가사 책임 역할이 강
조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고정된 성역할과 얽혀진 이상적인 노동자 규
범이 사업장에 만연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 이 규범들이 배우자 출산휴
가제도, 더 나아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관련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
지 않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Sung, 2003; Won and Pascall, 2004). 이에 대해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어떤 국가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관련된 법에 순응 또는 위반하는
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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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기준범주 : 부분위반)
완전위반

완전순응

사업장 규모(로그값)

0.169**
(0.084)

0.009
(0.076)

공공 부문

0.956*
(0.540)

0.170
(0.359)

인사부서

0.496*
(0.261)

0.178
(0.235)

남성 근로자 백분율(%)

0.001
(0.004)

0.001
(0.003)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0.492***
(0.108)

0.349***
(0.103)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

0.253***
(0.047)

0.103***
(0.039)

노조 (경우 노사협의회)

0.359*
(0.201)

0.232
(0.196)

0.001
(0.006)

0.001
(0.005)

전문직 백분율(%)

0.002
(0.003)

0.005*
(0.003)

관리직 백분율(%)

0.000
(0.006)

0.002
(0.006)

사업장 연령(로그값)

0.025
(0.118)

0.079
(0.109)

제조업

0.014
(0.173)

0.029
(0.164)

상수

3.465***
(0.536)

0.500
(0.498)

사례 수

1,619

1,619

신제도주의 이론

일탈문화 이론
동일 산업군 내 위반 백분율(%)
합리적 선택 이론

통제 변수

주 :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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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compliance

with

Paternity

Leave

Provisions

across

Korean Workplaces: Focusing on Two Types of Noncompliance
Kyungmin Baek․Ki Tae Park
This paper analyzes noncompliance with Paternity Leave Provisions across
the Korean Workplace using three theories: New‐Institutionalism, Deviant
Culture

Perspective,

and

Rational

Choice

Theory.

Among

1,619

organizations in the Workplace Panel Survey 2009, 36% are fully
noncompliant (i.e. have no paternity leave policy in the workplace) and 14%
are partially noncompliant (i.e. acknowledged failure to implement an
adopted policy).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those two types
of noncompliance with the Paternity Leave Provisions, we us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ur results confirm that three theories used in
this research adequately explain noncompliance with Paternity Leave
Provisions, and that two different types of noncompliance with Paternity
Leave Provisions in particular, are related to different organizational factors.

Keyword : Paternity Leave, Work and Family Policy, Noncompliance, New
Institution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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