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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력관리시스템이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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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성과 HRM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일어나는 레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HLM(Hierarchial Linear Modeling :
HLM)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력관리시스템은 조
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성과 HRM과 경력관
리시스템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경력관리시스템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경력관리시스템의 효과를 제
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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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 문제 제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
였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고용시장과 고용환경에서도 변화를 일으켜 그동안
경직성이 강했던 고용시장이 유연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은
우리나라 특유의 평생직장이라는 신화를 깨뜨렸으며, 기업은 이전보다 탄력적
이고 성과지향적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변화들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유규창․박우성, 2007). 이러한 고용환경의 변화는 외부의 우수인
력 영입을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을 본격적으로 심화시켰고 우수한 경력직 사원
의 채용은 이제 보편화된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Buy 전략만으로 차별화된 기업의
핵심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외부
인재의 활용과 내부 인재의 육성을 동시에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Cappelli, 2008). 특히 핵심 인재의 경우, 기업의 핵심 가치를 체화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내부에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업 입장에
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조직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내적으로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
인 제도가 경력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력관리제도를 통하여 종업원 개인은 자신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
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직은 개인의 개발된 역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력관리제도는 사람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경력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경
력관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이기성, 2006), 경력
관리제도를 단순히 교육훈련 또는 이동관리 차원으로 인식하여 활용하고 있고,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의 조절효과(이수현· 석진홍· 박우성) 

3

경력관리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 역시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월간 HRD, 2011).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경
력관리제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자에 따라 다르고, 그것이 의미하는 구체적
인 제도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은
그 자체로 경력관리제도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저해하며 그 결과 경력관리제
도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연구들 역시 매우 드문 실정이다(Baruch &
Peiperl, 2000).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경력관리제도가 기업의 인적자
원관리 전략이나 시스템과는 별개로 이해되고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부
저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력관리가 인적자원관리시스템과 통합되어 유기
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대되는 효과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Schein, 1978; Von Glinow et al., 1983).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과는 달리 경력관리와 인적자원관리시스템과의 적
합성이 과연 경력관리제도의 효과를 높이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미
한 실정이다. 특히 경력관리제도는 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활용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시스템(HPWS : High
Performance Work System)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경력제도의 효과에 미치는 고성과 HRM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실시한「제3차 인적자원기업패널(HCCP)」자료를 사용하여 HLM
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
으로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력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
는 한편, 실제 기업 현장에서 경력관리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경력(career)에 관한 관심은 다분히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오늘날 많은 조직들
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와 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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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경력목표 달성을 지원한다(Baruch, 1999). 이러한 조직 차원의 경력
관리는 현재 많은 기업에서 경력관리제도 또는 경력개발제도 등으로 불리고 있
으며 인적자원 육성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조직에서 시행되는 경력관리제
도를 통해 개인은 적성과 니즈에 맞는 경력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성장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조직은 종업원의 경력목표에 따른 경력경로를 설
계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장래를 위해 요구되는 인력 풀
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Milkovich & Boudreau, 1997).
조직은 구성원의 경력을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개인의 입사 시점부터 퇴사
시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도들을 실행하며 경력단계별로 각각 다른 제도들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조직 차원의 경력관리는 경력관리제도 또는 경력개발이
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경력을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
관리 또는 경력개발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말하기보다는 개인의 역량개
발을 위한 통합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접근일 것이다.

1. 경력관리와 조직몰입
경력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은 전통적으로 경력관리를 위한 조직
의 지원이 개인의 경력에 대한 만족이나 몰입을 증가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Greenhaus et al., 1990; Colarelli & Bishpop, 1990; Kong, Cheung &
Song, 2012; Orpen, 1994; Barnett & Bradley, 2007; 서균석 외, 2003). 그러나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경력관리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동기부여를 제고해서 성과를 향상시
키는 것이다. 조직 측면에서 보자면 종업원 경력관리가 조직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면 종업원의 경력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문재승ㆍ최석봉, 2012). 이
러한 관점에서 조직몰입과 같은 직무태도는 개인의 성과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NG & Feldman, 2008), 경력만족이나 경력몰
입보다는 조직몰입이나 성과와 같은 결과변수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부여 상태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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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특히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원의 이직이나 결근, 직무만
족,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중요한 사전 지표로
여겨져 왔다(Bateman & Strasser, 1984; Mathieu & Zajac, 1990). 이러한 이유
로 인해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은 조직몰입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으며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Morris & Steers, 1980; Allen & Meyer, 1990;
Morrison & Robinson, 1997; Rhoades & Eisenberger, 2002; 고환상․서재현,
2012). 예컨대 Morrison and Robinson(1997)은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따
르면 조직은 개인에게 고용안정 및 성장을 지원해야 하고 개인 역시 조직의 기
대를 충족시켜야 할 상호적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이 이러한 계약 사항
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조직에 대한 만족은 저하되는 반면 이직 의도는
증가한다.
조직과 구성원의 단기적이고 거래적인 관계가 점점 심화되는 경영환경에서
심리적 계약 이행은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있어서 쉽지 않다. 고용환경의 유연
성으로 인해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몰입을 기대할 수 없
게 되었다. 개인 역시 조직이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거나, 미래에 대한 비
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경력에 보다 집중하여 스스로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것이고 심지어는 이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력관
리가 종업원의 조직몰입을 촉진시키는지 여부는 기업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행동주의적 관점(behavioral approach)에 따르면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조
직구성원의 기대행동을 도출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
제도이다(Schuler & Jackson, 1987).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종업원의 역할
행동이 인적자원관리제도와 성과 간의 매개변수로 설정된다. 이를 경력관리 측
면으로 적용한다면 조직 차원의 경력관리는 종업원으로부터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역할 행동을 창출해 내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최종적
으로 조직성과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종업원은 조직이 혜택을 주거나 지원을 제공
한다고 믿게 되면 조직에 보답해야 할 의무감을 갖게 되며(Blau, 1964),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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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조직 지원을 높게 인식하게 될 때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직무에 대한 책임감, 조직몰입 등도 증가하게 된다(Eisenberger et
al., 1986). 즉 조직 차원의 경력관리를 받은 종업원은 사회적 교환이론에 내재
하는 상호 호혜의 규범에 기반을 두어(Blau, 1964), 조직의 호의에 보답하고 조
직과의 교환관계에서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몰입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Becker(1960)의 부차적 투자이론에 따르면 조직 차원의 경력관리
를 받는 종업원은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현재 조직에 머무는 것이 개
인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직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경력관리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Sturges et al.(2002)은 조
직의 지원을 인지한 개인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조직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Granrose and Portwood(1987)는 개인의 경력계획과 관리에 대한
정보의 인지 정도 역시 조직몰입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연구들에서도 조직의 경력개발 지원을 인지한 개인의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eng et al., 2010; 문재승ㆍ최석봉, 2012; 이영구ㆍ임명재,
2011). 또한 전통적으로 경력관리가 경력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고,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경력만족과 조직몰입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yee & Tan, 1992; Blau, 1985). 그 중
Wallace(1993)은 메타 분석을 통해 경력몰입과 조직몰입 간에는 비교적 강한
양(+)의 관계가 성립됨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관점과 실증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경력관리제도는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 경력관리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경력관리와 고성과 인적자원관리(HRM)
실제 기업에서 경력관리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은 개인의 입사 시
점부터 적용되어 길게는 퇴사 시점까지의 장기적인 과정을 아우르도록 설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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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그 일련의 과정 동안 경력관리제도들은 채용, 개발, 평가, 보상 등과
같은 인적자원관리의 기능들에 의해 촉진되거나 지지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방해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타 인적자원관리제도들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역시 오랫동안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
으며, 특히 몇몇 연구자들은 경력관리 개념을 단순히 인력관리의 한 기능으로
서 바라보지 않고 인적자원관리 전반적 기능과 통합, 상호작용하는 기능으로
이해될 때 조직 내 경력관리 및 인적자원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설계․관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chein, 1978; Von Glinow et al., 1983). Schein(1978)은
전체 경력 사이클을 통해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Total
Systems)’의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통합 시스템을 통해 평가 및 보상, 인적자원
수급계획, 종업원 경력관리와 같은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river(1978)의 ‘경력유형모델(Career Concept Model)’ 역
시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조직 내 경력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조정에 대해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경력관리와 조직의 제도 사이의 일
관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방향성의 일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무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상세한 직무분석이 수반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Driver, 1979).
이러한 통합적 관점의 맥락에서 Von Glinow et al.(1983)은 통합적 인적자원
관리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들의 통합적 인적자원 모델은 인적자원관리의
여러 하위 부문 및 관련 부문이 시스템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제시했고, 경력개발 지향적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결국 통합적 관점의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성공적으로 조직 차원의 경력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용부터 직무
순환 및 배치, 직무․역량평가, 보상, 교육훈련 등의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경력
관리제도와 연관되어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기
성, 2006; 김정은․김민수, 2009).
이상과 같은 많은 연구들은 경력관리와 인적자원관리제도 간 통합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경력관리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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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제도들이 구축되어야 하고 경력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인적자원관
리제도들이 같은 목표를 지향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Barney & Wright, 1998; Becker & Gerhart, 1996; Ichniowski, Shaw
& Prennushi, 1997; Milgrom & Roberts, 1995).
하지만 통합적 관점의 경력관리에 대한 이론적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효
과를 직접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합적 관점이라는 것
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경력관리에 연관된 인적자원관리라는 것이 결
국 거의 모든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을 망라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포괄적인 관계
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적
자원관리와 경력관리의 연관관계를 고성과 HRM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그
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가능하다. 경력관리시스템은 입사부터 퇴직에 걸
쳐 조직원들의 경력에 대한 계획 및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내부 인재 육성을 통해 조직의 경쟁우위를 확보하
고 동시에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고성
과 HRM이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고성과 HRM을 지향하
는 정도와 경력관리 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이라
는 추론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분석을 통해 인적자원관리제도
와 경력관리 사이의 통합성이나 연계성이 경력관리의 효과를 개선시키는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성과 HRM의 경우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
공통적인 특징이나 제도들이 어느 정도 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증연구를 위
한 측정이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표 1>은 고성과 HRM을 구
성하는 인사제도들에 대한 주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지원하고 개별 구성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광범위한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하는 고성과 HRM은 헌신형(Walton,
1985), 참여형(Lawler Ⅲ, 1988), 몰입형(Arthur, 1992) 또는 혁신형(MacDuffie,
1995)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학자들이 제시한 인
적자원 관행은 그 실행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Becker
& Huselid, 1998). 구체적으로 고용보장, 선별적 채용, 참여적 직무설계, 조직성
과에 기초한 보상, 광범위한 훈련 등의 하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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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하위 요소
연구자

Pfeffer(1994)
Ichniowski & Shaw
(1999)
유규창․김동원
(2003)
MacDuffie(1995)
Bae & Lawler
(2000)
Huselid(1995)

Baruch & Peiperl
(2000)

인적자원관리제도
고용안정, 선별적 고용, 자기관리팀 및 팀 워킹, 조직성과 기준
성과급, 광범위한 훈련, 지위격차 제거, 정보공유, 내부 승진
성과급의 광범위한 사용, 팀제, 고용보장, 직무순환, 광범위한
훈련, 종업원참여 시스템
인적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및 장기적인 관계 강조, 고용안정,
내부 승진, 경력개발 종업원참여
공식적 작업팀, 품질관련 문제해결에 종업원참여, 종업원 제안,
직무순환, 고용보장, 지위장벽 제거, 교육훈련
교육훈련, 성과급, 권한위양, 선별적 채용, 폭넓은 직무설계
선발요건 강화, 직무분석, 내부 승진, 성과 기반의 승진, 성과평
가의 보상 반영, QWL제도, 경영참여, 교육훈련, 인센티브제도
경력계획을 위한 기초가 되는 성과평가, 평가센터, 360°다면평
가, 직속상사에 의한 경력상담, HR부서에 의한 경력상담, 공
식적 멘토링제도, 경력워크숍, 일반적인 경력경로, 이중경력경
로(전문직을 위한 평행한 위계) 개별 직원별로 작성된 경력계
획, 전직지원 프로그램, 승계계획, 경력관련 책자의 발행, 사내
공모제, 경력개발을 위한 공식적 교육훈련, 교차 기능을 경험
하기 위한 평행이동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고성과 HRM은 구성원의 참여를 지원하고 개별 역량을 높
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강조하는 장기적 관점의 인적자원관리라
고 할 수 있다. 고성과 HRM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은 오랫동안 지지되어 왔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들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다(Ichniowski, Shaw & Prennushi, 1997; MacDuffie, 1995;
Becker, Huselid & Ulrich, 2001).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이 경력관리시스템과 통합적
으로 시행되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을 포함한 다른 인적
자원관리제도들이 지향하는 바가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서 연구자들은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이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 보다 서로 같은 방
향성을 갖는 제도들이 함께 시행될 때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그 효과성이 더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Huselid, 1995; MacDuffie, 1995; 장은미, 2003). 이
러한 점에서 구성원 각각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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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며, 종업원이 능력 발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과 인적자원
관리는 경력관리시스템과 함께 실시될 때 보다 높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고성과 HRM이 시행되고 있는 기업에서 경력관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 방법론

1. 분석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0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인
적자원기업패널(HCCP :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이다. HCCP는 2005
년도에 조사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동일한 대상 기업을 2년 단위로 추적 조사
<표 2> 표본의 특성
(단위 : 명, %)

조직 수준
항목
기업규모

업종

기업연령

노조유무

범주

300명 미만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2,000명 이상
제조업
금융업
비금융업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노조 유
노조 무
전체

명
220
171
34
48
336
37
100
7
113
117
236
419
54
473

비율
46.5
36.2
7.2
10.1
71.0
7.8
21.0
1.5
23.9
24.7
49.9
88.6
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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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개인 수준
항목
성별

연령

재직형태

근속연수

학력

범주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정규직
비정규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전체

명
8,124
1,885
717
4,212
3,568
1,312
9,808
208
4,713
3,364
1,660
230
177
2,774
1,499
4,716
806
10,019

비율
81.2
18.8
7.3
42.9
36.4
13.4
97.9
2.1
47.3
33.8
16.7
2.3
1.8
27.8
15.0
47.3
8.1
100.0

하여 현재는 3차 데이터까지 구축된 상태이다. HCCP의 조사는 크게 기업 전반
에 대한 조사(기업 조사)와 기업 구성원에 대한 조사(근로자 조사)로 구성되며,
이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의 연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분석
에 사용된 3차(2009)년도 조사 모집단은 한국신용평가정보의『KIS 기업 Data
(2007)』개요 정보에 속한 종업원 10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기업이며,
최종적으로 얻어진 표본은 473개의 기업과 10,019명의 근로자이다. 표본의 특
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경력관리시스템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고성과 HRM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기본 목적
이다. 독립변수인 경력관리시스템은 집단 수준의 변수이며, 결과변수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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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은 개인 수준의 변수이기 때문에 분석 수준의 레벨 이슈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의 한 방법인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al linear
modeling : HLM)을 사용하였다.
위계적 선형 모형은 다양한 다수준 분석기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상위 수준의 변수들이 하위 수준의 변수에 직접적으로 혹은 하위 수
준 변수들의 관계에 조절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다른 기법에 비해 적절한 표준편차와 자유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법이라 여겨지고 있다(Hofmann, Griffin & Gavin, 2000; 박원우․김재원․최
혜원, 2003).
최소자승(OLS)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다수준 모형을 검증할 때 상위 수
준의 지표를 사용하는 환원적 방법(disaggregation)이나 하위 수준의 점수를 합
산하는 접근법(aggregation)을 사용하게 된다. 환원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원
자오류(atomistic fallacy)가 발생한다. 원자오류란 모든 변산성을 하위 수준에
서만 고찰하고 이를 모든 상위 수준에 동일하게 일반화하는 것이다. 한편 합산
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생태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한다. 생태오류
는 원자오류와는 반대로 개인 수준에서 존재하는 개념을 합산하여 상위 수준에
동일한 점수를 단순 부여하고 하위 수준의 변산성을 무시할 경우 발생하게 된
다(한태영․김원형, 2006). HLM을 사용해서 분석할 경우 최소자승회귀분석을
사용할 때 발생하게 되는 원자오류(atomistic fallacy)와 생태오류(ecological
fallacy)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인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HLM 기법을
사용할 경우 하위 수준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
것은 HLM이 다른 집단에 속한 관측치에 비해 동일한 집단에 속한 관측치들
사이에 더 큰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보다 많은 관측치를 가진 집단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Bliese, 2000).

3. 변수의 측정
가. 통제변수의 측정
개인 수준에서는 선행연구(강순희, 2010; 문재승ㆍ최석봉, 2012)를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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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ㆍ연령ㆍ고용형태(정규직 여부)ㆍ교육수준을 설정하였으며, 추가로 조직몰
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결혼 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
(여자 0, 남자 1), 정규직 여부(비정규직 0, 정규직 1)와 결혼 여부(미혼 0, 기혼
1)는 더미 코딩을 하여 사용하였고, 교육수준과 연령은 각 구간별 수준에 비례
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연속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조직 수준에서는 선행
연구(김정은ㆍ김민수, 2009)를 참조하여 산업 유형, 기업규모, 노조유무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산업 유형(서비스업 0, 제조업 1), 기업규모(종업원 수 300
인 미만의 기업 0,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 1)와 노조유무(무노조 0, 유노조
1)는 모두 더미 코딩을 하였다.

나.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조직몰입이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
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Mowday & Steers, 1979). HCCP에서는 ‘동기부여와 조직몰입’이라는 제목하
에 근로자의 일과 조직에 대한 태도를 총 7개 문항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 7개
문항 중에서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4개이며, Mowday, Steers and
Poter(1979)가 만든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OCQ)에 기초하
고 있다. 원래 이들이 만든 조직몰입 측정 설문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HCCP의 경우 이 중에서 4개 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HCCP의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4개 문
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표 3>에 구체적인 설문 문항들이 나타나 있으며,
이들은 각각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5개로 만들어진 설문 문항들을 4
개로 줄인 경우에도 그 개념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문
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15개 문항이 모두 HCCP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각각의 개념들을 모두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설문지가 매우 비대
해지게 되고 그 결과 응답률이 낮아지거나 응답 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조사와는 달리 HCCP와 같이 대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많은 정
보를 수집하는 조사에서는 전체 측정 설문들의 일부만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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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직몰입의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적재치
(loadings)

나는 이 회사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느낀다.

0.759

내가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내 인생의 많
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0.791

이 회사는 내가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

0.862

나는 회사 밖의 사람들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야
기하는 것을 즐긴다.

0.625

아이겐 값(Eigen Value)

2.236

설명된 분산

Cronbach α

0.747

58.409

다.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조직 차원의 경력관리란 조직이 미래 필요성에 대비하여 자격 있는 사람들의
인력 풀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원을 선발, 평가, 할당,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서균석 외, 2003), 이러한 관점에서 경력관리시스템은 개인의 경력을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경력단계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되는 다양한 제도들
의 묶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내 기업에서 경력관리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도들은 멘토링ㆍ코칭제도, OJT제도, 승계계획, 핵심인재제도,
전직지원제도, 사내공모제도 등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05). 인적자원기업패널
자료는 이들 제도들에 대한 설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력
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경력관리를 대부분 조직의 지원에 대한 개인의 인식
(Aryee & Tan, 1992; Orpen, 1994; 서균석 외, 2003; 이영구ㆍ임영재, 2011; 문
재승ㆍ최석봉, 2012)이나 단순히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가 여부
(김정은․김민수, 2009; 강순희, 2010)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조직 차원의 경력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력관리와 관련된 제
도들이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Schein, 1978; Baruch &
Peiperl, 2000; 김정은․김민수, 2009). 이는 곧 경력관리에 대한 연구가 근로자
개인의 인식 수준을 넘어서 조직 수준에서 경력관리제도들이 통합적으로 관리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
대로 경력관리를 조직 지원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단순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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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여부로 측정하여서는 통합적 경력관리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조직의 지원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대
신 분석의 수준을 높여서 조직 내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경력관
리시스템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 연구에서는 경력관
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의 실시 여부에 대한 응답을 더미 코딩하고 각 문항
을 합하여 경력관리시스템 지수를 만들어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합산 점수
가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경력관리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고 간주할
있으며, 지수의 신뢰도 계수는 0.51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인 고성과 HRM은 종업원의 높은 몰입과 참여를 유도하여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추구하고 종업원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성과 HRM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마다 고성과 HRM을 구성하는 제도들에 대한 의견
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모든 제도들을 다 포함하는 자료를 확
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 HRM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여러 문헌들을 검토한 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관행들과 Baruch and Peiperl(2000)이 제시한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을 지수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고성과 HRM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장은미, 2003). 첫 번째 방법은 고성과 HRM 안에 독립적인
다면 차원이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하위 구성요소를 각각 구별하여 측정하는 방
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고성과 HRM 제도들을 다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
들어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중 합산하는 방법은 일련의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이
활용되어 전략적 경쟁 자원을 형성하는 데 전체적으로 기여한다는 시각을 가지
고 있으므로(MacDuffie, 1995), 본 연구와 같이 통합적 관점의 경력관리를 검
증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고성과 HRM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적자원관
리제도나 관행들을 설정한 후 그 도입 여부를 더미화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성과급제도, 다면평가제도, MBO, 공식적
교육훈련제도, 직무분석의 도입 여부를 각각 더미 변수화(도입 : 1, 미도입 : 0)
하여 합산하였다. 이렇게 합산하여 고성과 HRM을 측정하는 방법은 선행연구
들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된 바 있다(Way, 2002; 노용진․김동배․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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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이민우, 2008). 지수의 신뢰도 계수는 0.533이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신뢰도가 모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뢰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신뢰도 계수가 0.5를 약간 넘고 있다. 신뢰도 계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신뢰할 만한 신뢰도 수준인가에 대해 명확
한 방법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Nunnally
(1967)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0.6 이상의 신뢰도 수준이면 양호한 것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0.5 이상의 신뢰도 수준이면 받아들일 만한 신뢰도로
간주될 수 있다(Røssberg & Friis, 2003; 강병서․김계수, 2009)는 점에서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의 신뢰도는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분
석에 사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도의 도
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활용 정도를 모두 포함시키는 경우 더 정확하게 경력관
리시스템 및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의 수준이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HCCP
에는 아쉽게도 제도의 활용 정도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도입
여부와 활용 정도를 모두 고려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참고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지수화하는 방식은 크게 더하는 방식과 곱하
는 방식이 존재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더하는 방식의 경우 곱하는 방식과는 달리 정규 분포를 유
지하게 해주며, 또한 곱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0으로 측정된 변수가 하나라
도 있다면 전체 효과를 0으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장은미, 2003). 그러
한 이유 때문에 Huselid(1995) 역시 더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Ⅳ. 분석 결과

가설 검증에 앞서 각 구성 개념 간의 상관성과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의 두 가지 분석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 분석 역시
두 수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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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인 수준의 상관관계
1.
2.
3.
4.
5.
6.

조직몰입
성별
결혼여부
연령대
교육수준
고용형태
평균
(SE)

1
1
.136**
**
-.128
.013
.120**
-.003
3.36
(.65)

2

3

4

5

6

1
**
-.28
.02
.11**
.00
.81
(.39)

1
-.02
.06**
.01
.29
(.46)

1
-.02
.05**
2.23
(.85)

1
.01
3.32
(1.02)

1
.9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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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조직 수준의 상관관계
1.
2.
3.
4.
5.
6.

조직몰입
산업유형
기업규모
노조유무
경력관리시스템
고성과 인적자원관리
평균
(SE)

1
1
.07**
.15**
.07**
.18**
**
.16
3.32
(.65)

2

3

4

5

6

1
.26**
.11**
.02
**
.04
.38
(.48)

1
.18**
.23**
**
.17
.62
(.48)

1
.13**
**
.16
.90
(.29)

1
**
.55
2.77
(1.22)

1
3.5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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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검증을 위한 위계적 선형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설 검
증에 앞서 영모형(null model) 검증을 실시하였다.
HLM 분석에서 영모형이란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 간 분산이 존재하는지 확
인하기 위한 모형으로 다른 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인 조직몰입만 투입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업원의 조직몰입 평균은 3.30(T=218.623, p<.001)
이고 ICC(Intra Class Correlation: 집단 내 상관관계)는 0.18741로 나타났다.
ICC란 전체 분산 중 조직 수준의 분산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수준
변수인 조직몰입에 집단이 미치는 영향력이 약 18.74% 정도라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조직 수준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χ2=2722.84, df=464,
p<0.001)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집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집단별
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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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위계적 선형 모형 결과

절편 :
L1 : 조직몰입 = β0 + r
L2 : β0 = γ0 + u0
무선계수모형 :
L1 : 조직몰입 = β0
+ β1(성별)
+ β2(결혼여부)
+ β3(연령대)
+ β4(교육수준)
+ β5(고용형태) + r

L2 : β0 = γoo
+ γo1(산업유형)
+ γo2(규모)
+ γo3(노조유무) + u0

모형 1
Coef.(SE)

모형 2
Coef.(SE)

모형 3
Coef.(SE)

2.86***(.06)

2.72***(.07)

2.85***(.12)

.151***(.02)
-.122***(.02)
.006(.01)
.050***(.01)
-.006(.04)

.154***(.02)
-.121***(.01)
.006(.01)
.048***(.01)
-.007(.04)

.154***(.02)
-.120***(.01)
.006(.01)
.048***(.01)
-.006**(.04)

.034(.03)
.150***(.03)
.090**(.05)

.040(.03)
.114***(.03)
.061(.04)

.040(.03)
.107***(.03)
.018(.04)

.070***(.01)

-.031(.03)
-.024(.02)

준거로서 절편모형 :
L1 : 무선계수모형의 L1 방정식
L2 : β0 = γo1(산업유형)
+γo2(규모)
+γo3(노조유무)
+γo4(경력관리시스템)
+γo5(HPWS 번들)
+γo6(경력관리시스템 *
HPWS 번들) + u0

Deviance

.021***(.01)
17713.79

17687.85

176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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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1은 경력관리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의
통제변수들만을 투입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모형 2는 모형 1에 독립변
수인 경력관리시스템을 투입한 것으로서 경력관리시스템이 종업원의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경력관리시스템이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이론적
주장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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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모형 3은 고성과 HRM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다.
HLM 분석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할 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각각 다른 수준
의 변수일 경우 분석 과정에서 자동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지만 본 연구
에서는 같은 수준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존재하므로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하였다. 모형 3의 분석 결과를 보면 모형 2에서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던 경력관리시스템의 영향력은 사라졌으며 고성과 HRM 역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항은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성과 HRM이 경력관리시스템과 조
직몰입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즉, 고성과 HRM
이 강력하게 시행될수록 경력관리시스템이 조직몰입에 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토론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

Ⅴ. 요약 및 토론

본 연구는 경력관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한편, 경력관리제
도와 다른 인적자원관리제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지금까지 조직 차원의 경력관리와 관련된 연구들의 경우 주로 경력지
원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 제도나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력관리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조합하여
경력관리 지수를 설정하고 이것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러한 영향관계에 고성과 HRM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한 바와 같이 경력관리시스템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에서 경력을 관리해 주는
제도들을 다양하고 많이 시행할수록 조직에 대한 종업원의 조직몰입이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업원들의 경력을 조직 차원에서 개발시키고 활용함으
로써 조직과 개인 양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많은 이론적
주장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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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고성과 HRM의 조절효과이다. 분석 결과는 경력관리시스템과 고성과
HRM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달리 말하면
고성과 HRM이 조절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관리시스
템이 고성과 HRM 제도들과 결합되었을 때 조직몰입에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성과 HRM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을 경우, 경력관
리시스템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분석 과정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할
경우 독립변수인 경력관리시스템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상호작용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관리시스템이 다른 제도들이나 상황적 요인들과 결
합되었을 때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Von Glinow et al.(1983)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경력관리시스템과 다
른 인적자원관리제도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분석 결과로 확
인시켜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추가 분석을 통해 경력관리시스템과 고성과 인적자원관리 번들을 구성
한 제도 각각의 개별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관계를 분석해 보았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성과 HRM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제도 자체가 가지는 의미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그러한 제도들이
하나의 번들(bundle)로서 도입되고 운영될 때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
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경력관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다양한 경력
지원제도들의 유무를 지수화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러한 제도들이 기업 내에서 얼마나 내실 있게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제도 활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못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본 연
구에서와 같이 2차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
서 경력관리 활용의 정도를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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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경력관리 역시 많은 인적자원관리제도와 같이 상황적 요인들에 따라서 그 효
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 분위기나 조직 문화에
따라 경력관리의 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에 그치는 경력만족이나 경력몰
입에 비해 일반적으로 성과의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조직몰입이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력관리가 종업원의 성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경력관리가 종업원의 동기부여나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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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areer Management Syste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 The Moderating Effect of
HPWS(High Performance Work system)
Lee, Soohyun・Seok, Jinhong・Park, Woosung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areer Management Practi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teractive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other human resource practices. The data from KRIVET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 of variables. Also,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method was
used to solve the level issue between Organizational variable and personal
variable.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Career development practice have
a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interactive effect with
HPWS(High Performance Work System)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implications, future direc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is discussed.
Keywords : career manag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HPWS(High
Performance Work System),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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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먼저 일과 은퇴를 둘러싼 경험의 주제 영역은 ‘일에 대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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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베이비부머 세대란, 우리나라에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동년배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2010년 기준 약 713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
며 전체 인구 중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중․장년기까지 이르는 동안
경험했던 생애주기와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외형적 성장 과정에서 일어
났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가령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생을 전후로 전
개되었던 대대적인 국가재건정책은 후일 이들 세대가 ‘선성장 - 후복지’ 명제를
다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또한 1970년대 공교육 대상
이 확대됨에 따라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부모 세대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기초
학력 수준이 향상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들 세대가 본격적인 경제주체로 등
장한 1980년대는 산업화와 고도성장 그리고 민주화 운동 등의 중요한 사회변
화가 나타난 시기로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리하고 있었
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 과정을 함께 겪어왔다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국내 각종 사회․경제지표가 하
락세로 돌아서게 된 2000년대 후반부터다. 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전후
로 발생한 빈곤과 실업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시장 배제와 이탈은 그들과 관련된 사회복지 비용 증가라는 쟁점
(정경희 외, 2010)을 급부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라는 외피 요인은 베
이비부머 세대들이 일과 사회로부터 타율적으로 단절되거나 배제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역할 부재 현상 등 여러 쟁점이
파생되고 있지만, 아직 이들과 관련된 지원 제도와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소득단절, 노후보장 등과 관련된 연구
들은 상당수 진척되고 있다. 다만 그들의 일과 은퇴에 대한 기존 연구는 패널데
이터 등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위주로 노후 자산 축적 수준과 관련된 접근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박태정) 

31

주류를 이룰 뿐, 일반적인 개념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
여주는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주지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
대들은 한국전쟁 이후 ‘개발 시기’의 영향을 받은 세대이다. 따라서 그들이 경
험한 일, 그리고 은퇴의 의미는 다른 세대와 그것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성질과
욕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이
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출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
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당사자들의 생애를 통해 드러난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인 의미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Ⅱ. 이론적 검토

1. 베이비부머 세대의 개념 및 국가별 비교
베이비부머 세대는 미국․일본․한국 등 주요 국가에 걸쳐 나타나는바, 우리
나라의 경우 대체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집단을 일컫는 용
어로 쓰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출생률의 급격한 증가
는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는데 1955년부터 1963년까지가 첫 번째 증가(1차 베
이비붐)이고 두 번째 증가(2차 베이비붐)는 1968년에서 1974년까지이다. 따라
서 광의의 의미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인
구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국내 학계에서는 대체로 1차 베이비붐 시
기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1955년부터 1963
년 사이 당시 출생인구는 매년 평균 70만 명 이상 웃돌 만큼 높았으며, 이 기간
내 출생인구의 총합은 7백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0).
한편 전술한 것과 같이 베이비붐은 우리나라만의 인구학적 특징은 아니다.
주요 국가별 베이비부머 세대 특징을 비교해 보면, 먼저 미국과 영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세계대전 이후 인구 팽창기(1945~1963년)에 태어난 집단을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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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전후 재건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전쟁 시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유년기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베이비부
머 세대는 총 7,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영국은 1,4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이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전쟁과 인권
운동 등을 경험하면서 소위 ‘사회운동’의 주류로 등장한 바 있고, 영국 역시 오
일쇼크에 따른 경제 불황 그리고 대처리즘 체제의 문제점을 직접 겪는 과정에
서 순응과 저항의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1960년대
케인즈 노믹스 체제에서의 경제성장기와 1970년대 경제 불황 그리고 냉전에
따른 이데올로기 갈등에 따른 국가 간 갈등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송양
민, 2010: 32). 일본 베이비부머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년간에 걸쳐
출생한 집단을 지칭하는데 단카이((團塊) 세대라고도 한다. 비록 3년이라는 단
기간이지만, 일본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고, 이른바 ‘회사형 인간’이라고 불
리면서 일본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베이비부
머 세대는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구축
하고 소비문화를 꽃피우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들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후반부터 이들의 거취
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방하남 외, 2010).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
탕으로 주요 국가별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국가별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 비교
명칭
출생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1955∼1963
1946∼1964
1945∼1963

4·19혁명
주된 경험
5·16군사정변
(역사적 이슈) 유신체제
민주화운동

일본
단카이 세대
1946∼1948

베트남 전쟁
패전
비틀즈 코드
(태평양전쟁)
흑인 등 소수자 출산율 저하
1970년대 오일쇼크 반정부 시위
인권운동

인구 분포

약 712만 명
(인구 14.6%)

7,700만 명
(인구 30%)

1,490만 명
(인구 24%)

관련 개념어

한강의 기적
산업화, 민주화

사회운동과 혁명 (자유와 정의)

680만 명
(인구5%)
회사형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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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시작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약 10년 정도 늦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차이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고유한 특징
이 나타나는 지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체로 1960년대 대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였고 1970년대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를 경
험한 세대이다. 그러므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보수와 진보, 혹은 전통과 혁신이
라는 이중 잣대를 가진 것으로도 보인다. 동시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낀 세대’ 혹은 ‘샌드위치(sandwich)’ 세대라고도 볼 수 있다(방하
남 외, 2010).
일과 자기계발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
선 범국가적인 경제개발 과정을 경험하면서 소득 증대 및 사회기반 확충에 따
른 성장기회와 안정감을 누렸던 것과 동시에 외환위기 이후의 각종 어려움까지
함께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일에 대한 욕구가 대체로 높은 편에 속한다(삼성경제
연구소, 2010). 다만 일과 자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성장해 왔던 세대인
만큼, 평생학습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자기계발 활동의 참여율은 전체 성인 학습
자의 참여율(28%)에 비해 낮은 23.7% 수준이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09).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2010년을 기준으로 평
균 50세 전후의 연령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된 거주 지역이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0). 또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른 조
기퇴직 현상으로 인해 퇴직연령이 평균 53세로 형성됨에 따라 현재 상당수 베
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의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거시적 측면에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재정 약화 등의
문제 현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지목된다(전찬호․진성미, 2011: 22).
가족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먼저 핵가족이 보편화된 것이다. 즉 베이
비부머 세대의 출생 시기 당시 대가족 내지 확대가족 유형이 대부분이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단기간 내 가족구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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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베이비부머의 가족 형태

비율

무자녀
(%)

자녀 수
(명)

자녀
동거율
(%)

손자녀
비율
(%)

5.1

1.9

82.7

11.8

형재․자매 수(명)
본인

배우자

5.1

5.0

자료 : 정경희 외(2011) 참고 재구성.

만 아니라 2000년을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베이비부
머 당사자의 원 가족에 비해 생식가족의 규모가 더 작은 현상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표 2>에서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는 평균 1.9명인 데 비해
베이비부머 본인의 형제․자매 수는 5명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점차 가족 규모
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퇴직 등에 따른 노후생활을 보내는 주요
한 계획으로서 취미생활과 자원봉사, 일정 규모의 소득창출 활동 등 생산적 활
동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2012). 이는 무보
수 가사노동과 손․자녀 양육 등으로 특징지어졌던 그들 부모 세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원하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인들의 기존 노동자 지위를 상실하는 물리적 기산
점인 퇴직을, 곧 자신들의 은퇴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판단된
다.

3. 주요 선행연구 동향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와 관련된 연구는 2010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선행연구들의 개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베이
비부머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비롯하여 노후보장 영역에 해당하는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상황, 소비실태, 은퇴준비 등이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뿐만 아
니라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에 따른 노후생활
설계, 주요 욕구 등의 이슈를 다루기도 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
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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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선행연구 동향
연구자

방법

연구 주제 및 주요 내용
노후
경제활동,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생활실태
근로의사
소비수준
보장준비
및 안녕
●

김지훈․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갈등 대처방식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심
양적
강욱모
리적 변인인 우울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패널)
(2013)
근거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갈등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
강상경
(2012)

강은나
외
(2012)

●
●
양적 삶의 만족도 및 관련 변수들에 대한 세대 간 비교를 통해 연령
(패널) 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U-형태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대
적 행복도가 가장 낮음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
●
●
양적
(2차)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 성별, 주관적 건강, 가구원 수, 가구소득, 자녀로의 경제적 이
전, 현제 경제활동 여부, 최장기간 종사상 지위, 건강보험의 충분
성 인식 등을 제시하고 이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방향
을 제언

●
●
중년 독신 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성공적 노년생활
준비 태도에 대한 질(탐색)적 연구
●
김준영
이론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고령자 고용정책과 관련된 주
(2011)
요 내용 및 한국적 함의 제시
●
●
졍경희
양적
외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상태, 노후준비, 여가 등에 대한 2차 자
(2차)
(2010)
료분석 및 관련 정책 제언
●
●
석재은․
양적
이기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제활동 상황, 소득층위 및 성별에 따른
(패널)
(2010)
다층노후보장 준비 수준의 차이 파악 및 관련 정책 제언
●
●
나일주․
임찬영․
이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주요 문제를 개인, 사회, 국가적
박소화
차원에서 제시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제언
(2008)
강정희․
설연욱
질적
(2012)

이 밖에 경영학 분야에서는 소비자적 관점에서 중년 베이비부머 여성의 삶의
가치를 분석하여 이를 ‘시간, 관계, 젊음과 건강, 자아실현, 의식’으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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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지현․김선우, 2012)가 있으며, 남성 사무직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력
개발 관련 동기요인에 주목하여,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연구(전찬호․진성미, 2011) 등이 발표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의 경우,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개인
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퇴직이 일어나는 시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그 주된 요인들을 개인적 특성, 일자리 관련 요인,
건강, 재정적 인센티브로 구분․제시하였다(Meadows, 2003). 그 외 노동시장에
서 분리되는 요인으로서 부양자녀를 가졌거나 미혼인 여성은 조기은퇴율이 높
으며, 일보다는 여가에 삶의 가치를 더 부여하는 사람들 역시 일찍 노동시장에
서 이탈하는 것이 분석되고 있다(Tillesley et al., 2001). 다만 이와 달리 우리나
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개인의 역량여부 혹은 자유 의지에 의한 은퇴보다는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강제적인 퇴직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우리
나라 상황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이비부머 집단은 대체로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자집단인 만큼, 사회서비스 이용자 내지 복지정책의 수급자로서만이 아니라,
이들의 소비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연결된 산업 분야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
(Coleman et al., 2006)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베이비부머 세대
에게 정형화된 일곱 가지의 왜곡된 기존 소비 관념과 실제 양상을 비교분석한
논의(Coughlin & D'ambrosis, 2009) 역시 다뤄진 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해 보면, 국내
베이비부머 관련 연구 동향은 거의 대부분 정량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은퇴 준
비 태도 내지 이들의 사회심리적 특성 및 노후생활 보장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
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빈곤계층, 중증장애인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는 새로운 집
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그 실태와 현황을 다룬 연구가 다수
진행된 것이다. 그에 비해 국외 연구의 경우 소비자 분야에서 노동경제 영역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들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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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들의 인구사회학적 현황과 사회경제적 실태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던 만
큼,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특성과 욕구 그리고 가치 등을 주목하는 연구들은 시
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실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당사자의 삶의 경험과 목소리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당사자들의 자기인식과 경험에서 비롯됨
으로써 기존 관념과 차별화될 수 있는, 즉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험을 통해
인식된 일과 은퇴의 고유한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둘러싼 연구방법론 및 연구 주제가 좀 더 다양해져
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참여자
본 연구는 생애사적 관점에 기반한 심층면담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각한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를 탐구하는 목적을 가진
바, 연구방법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층면담은 정량적 연구방법이 미처 설명해 내기 어려운 연구대상(당사
자)의 현실세계를 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삶과 경험으로부터 발견되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
라 기존 연구 내지 이론적 틀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드러냄으로써 상황
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곽영순, 2009: 41). 또한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층면담은 해당하는 현상
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얻고자 할 때도 이를 가능하게 한다(김영천, 2011: 324). 아울러 생애사
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심층면담은 한 사람의 과거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
게 하는 방식으로서, 참여자는 연구자에게 개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능한 한 완벽하고 솔직하게 말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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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틀이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볼 때 본
논문이 채택한 생애사적 관점에서의 심층면담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경험하거
나 참여관찰 하기 어려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일해 왔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일과 은퇴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
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는지 또는 연
구를 일반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보다는, 얼마나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이태진 외, 2007: 17). 즉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만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연구대상의 규모를 크게 하고
그 특징을 평준화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양적 접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자
들의 수보다는 그들이 경험한 것의 깊이와 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현상을 충분히 경험하
면서 이를 충실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the right person)을 선정하
여야 하는 점(Mayan, 2009: 49)에 주력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구
대상으로서의 접근성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할지라도,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 가족에서부터 자신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이야기와 경
험을 두텁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의 특수
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여러 가지 표본추출 전략 가운데 의도적인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고졸 이상
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직업으로서의 일을 갖거나 경험한 자를 주된 기준 대상
으로 하여, 두터운 진술을 할 수 있는 참여자를 유의 표집하였다. 첫 연구 참여
자로서 성인 평생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A대학에 재학 중인 베이비부머 세
대 여성을 시작으로 하여, 선행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나타난 본 논문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 표상(이미지)에 부합되는 참여자를 추천받아 분석하였다.
총 12명의 연구 참여자를 인터뷰하였고,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진 8명이 본 연
구의 주된 분석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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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참여자

연령

성별

직업

최종 학력

A

56

여

강사

대졸

B

53

여

공무원

대졸

C

50

여

자영업

대재

D

52

남

사회복지사

대졸

E

54

여

간호사

대졸

F

55

남

구직 중(前 영업직)

고졸

G

52

여

주부

고졸

H

50

남

자영업

고졸

2.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9월부터 시작하여 자료가 포화 상태에 이른
2013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그들 자신의 개념
과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는 심층면접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모든 심층면접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허락하에 녹음을
한 후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질적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의미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
이다. 즉 연구자료에 대해 일련의 질서, 체계,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해당한
다(김영천, 2011). 이러한 특징에 대해 Miles and Huberman(1984)은 자료의 분
석을 ‘자료 감소 - 자료 배열 - 결론 도출’의 3단계의 과정으로 압축적으로 제시
하였는데, 본 논문 역시 이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아래의 과정을 거쳐 분석되었
다. 첫째, 자료의 반복 읽기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연구 주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의미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을 응축하고 범주화하는 분석 과정
을 실시하였다. 둘째, 범주화된 주제를 세분화하면서 분류․조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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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료 분석 과정
심층
면담

→

전사
작업

→

노트

→

개방
코딩

→

심층
코딩

→

본질적
주제
제시

→

의미
도출

마지막으로 본질적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고 그것의 의미를 도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무엇보다 질적 연구 분석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 분리된다기보다, 상호보완적
으로 융합되어 있는 만큼 심층면담을 통한 연구자료 수집 과정과 분석 작업을
반복하여 실시하였고, 유추적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을 위한 노력
본 연구는 연구자의 오랜 면접 경험에 의해 참여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무리가 없었으며,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야기해 주었다. 면담 장소
는 참여자의 선택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녹취 자료를 반복해서 읽었으며,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은 ‘괄호치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관련 사회서비스 전문가 1인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질
적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 측정(트라이앵귤레이션, triangulation)을
활용하였다. 특히 덴진(Denzin)이 제시한 삼각 측정의 다섯 가지 방법 가운데
이론의 통합과 자료 통합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Bogdan and Biklen
(2003)이 제시한 분석 지침을 준수하여 연구 분석의 객관성과 엄격성을 유지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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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를 탐구하
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분석 결과, 24개의 개념과 6개의 하위 범주 및 3개의 주제
가 도출되었다. 먼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에 대한 경험은 ‘사회인의 세계로 들
어가면서 직장인으로 버티었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닥을 치
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호구지책 수단이 아닌 보람 있는 나의 일을 찾게
<표 5> 범주화 결과
-

개념
보수적인 가족문화
취업에 대한 압박과 부담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일을 시작함
우연히 갖게 된 직업
가족의 생계가 달림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은 일
돈을 벌기 위한 명함으로서의 직업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짐
나를 지탱해 준 좋은 사람들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어 나옴
끝까지 버리지 않은 노력의 끈
분명한 선택과 마주함

-

새로운 나를 발견함
생계에서 보람으로
늦게 만난 첫사랑 같은 나의 꿈
나의 또 다른 자아
전투적으로 살아온 우리들
돌봐 줄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음
가족이 우선인 세대
부양의 도리와 양육의 책임
아직 준비할 것이 남은 미래
의․식․주에 대한 복잡한 고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나의 일은 현재 진행형

하위 범주

본질적 주제

사회인의 세계로
들어감

직장인으로 버팀
일에 대한 경험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섬

호구지책 수단에서
보람 있는 나의 일
로 변화됨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 낀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인
식

끝이 아닌 내 삶의
연속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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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당사자의 자기인식을 살
펴보면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 낀 세대’로 이해되고 있었다. 은퇴의 경험적 의
미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내 삶의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는 앞의 <표 5>와 같다.

1. 일에 대한 경험
가. 사회인으로 들어감
참여자들은 유년 시절을 거쳐 사회인이 되는 과정에서 대체로 ‘보수적인 가
족문화’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가족문화는 딸과 여성에 대한 희생을 묵인하
는 것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맏이와 아들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버지도 사업 실패하고 고향분들에게 보증 섰다가 그렇게 되어서 (중략)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 생각해보니
까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퇴를 세 번 했어요.” (참여자 A)
“장녀라는 무게감이 심리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똑바로 못하면 동생들

한테 낯이 없는 거죠.” (참여자 G)
“아들들만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였어요. 3남 3녀에 막내딸이었는데 그쪽 동네가

상당히 보수적이었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컸고요.” (참여자 C)
“저도 집에서는 순종형의 딸이에요 큰 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하라

고 하면 하고. 저도 거역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동생들한테 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여자 E)

또한 참여자들의 유년 시절은 우리나라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
로서 근면과 성실의 가치가 무엇보다 강조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풍토는
‘취업에 대한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일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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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15, 16세가 아니라 열 살부터 일을 해요. 초등학교 3,
4학년이잖아 나도 시골학교 다닐 때만 해도 농번기에 학교가 며칠 쉬는 게 있었어요.

쉬는 날이 아니면 빠지는 애들도 꽤 있었지. 일을 해야 하니까. 초등학생인데.” (참여
자 H)
“어릴 때부터 집안일 도와드리는 셈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 (참여자 C)
“공부만 한다는 게 한가롭게 보였습니다. 고등학교쯤 배웠으면 취직해서 돈을 벌

어야 하는 거다 싶고, 제 위와 아래들도 그랬고요.” (참여자 F)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게, 군대를 대학 졸업하고 왔으니 분명 집에 가면

눈치가 보인다 취업을 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중략) 솔직히 먹고 자는 게 눈치 보이더라고요.” (참여자 D)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아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같이, 직업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일자리를 찾았다기보다는 이리저리 일할 곳을 알
아보다가 ‘우연히 갖게 된 직업’을 통해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안에서 다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무 업무를 보다가 우연찮게 ○
○신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참여자 C)
“제가 20대에 대학에 사회사업학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은 많았어요. 하지만

첫 직장은 ##일보 편집국이었어요. 첫 직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직장이 대부분 인텔리
만 있고 고졸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중략) 부모님들 소원이 좋은 데 가서 진출하면
좋겠다였으니.” (참여자 A)
“전산이 좋아서 ###로 간 게 아니었어요.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고 보자고 했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과를 일단은 들어가고 보자고 했던 거고.” (참여자 D)

나. 직장인으로 버팀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은 ‘가족의 생계가 달린 것’이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 자립을 통한 생존의 중요성이 최우선 순위로 여겨지게 된 당시의 현실
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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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굉장히 몸이 약하셔서 심장 수술을 두 번 하셨죠. (중략) 그러다 보니 내

가 넘어지면 온 가족이 도미노처럼 넘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직장에선 시
집 안 가고 뭐하러 와서 일하느냐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요 말없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참여자 A)
“어쨌든 그때 일이 무엇이었든 나한테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었죠. (중

략) 밥 먹고 살게 해주는.” (참여자 B)
“노가다에 도급에 하도급이 줄줄이 내려가면서 옷만 바꿔 입는데 일은 똑같은 거

예요. 그래도 제가 못 뿌리치고 나오는 게 발목이 잡히는 게 ##에 있을 때 결혼을
한 거예요. 처자식이 딸려 있지, (중략) 집사람과 자식이 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 D)

참여자들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해 왔고, 이는 곧 ‘일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는 공통적인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후일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전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성실성을 잃지 않고자 애쓰는 모습과도 이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없이 놀아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집에 있지를 못했죠. 안 되

면 무엇이라도 배웠고,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했지요.” (참여자 D)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성실하라는 거죠. 일을 두고 어떻게 딴청을

부릴 수 있냐 싶어요. 저 역시 어려서 부지런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고, 커서도 지금까
지도 하루도 일을 안 하거나 쉬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G)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명함’을 갖게 되는 의미로 여겨졌
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우리나라에서는 명함이 없으면, 어느 회사에 다니는

지, 없으면 어디 얼굴 들기 힘들어요.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좋은
직장, 대기업 타령을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내가 가진 명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돈을 버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참여자 H)
“일을 하면서, 일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보면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면 보는 시각들이 아무래도 직장이 있는 사람을 괜찮게 보는 시각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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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다.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40대 중년으로 접어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겪은 시기였다. 외환위기는 시장의 침체와 경제 불
황을 동시에 야기하였다. 어떤 일을 해왔든 당시 대부분이 부도․실직과 같은
위기를 겪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그들이 20대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해왔던
직업으로서 ‘일’을 외부 요인에 의해 타의적으로 중단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95년 즈음 ○○이 무너지기 직전 문화센터를 새로 시작하면서

몇 억씩 투자할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저희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중략) 그런데 ○○의 1차 부도 소식을 광고 찍으러 인쇄소 가는 차 안에
서 라디오로 들었어요. (중략) 4년을 끌다가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정말 많은 걸 잃
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었지요.” (참여자 C)
“처음으로 내 집을 사겠다고 계약을 하러 갔는데. 약간 기분이 이상하긴 했죠. 모

델하우스에서 바로 중도금까지 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준공 입주가 다가오니까 선
납을 하면 좀 깎아주겠다면서. 덜컥 내버렸죠. 10년 세월 넘게 모아 왔던 걸요.(중략)
엎친 데 덮친다고 부도난 회사 상대로 어떻게든 다시 지어 보겠다고 입주자 대책회
의 어쩌고도 다녀봤는데 IMF까지 터져버리니 다니던 직장까지 넘어가고. 정말 집도
절도 없어졌어요.” (참여자 F)
“하청으로, 하청으로 다니는데 IMF가 팍 터지더라고요. (중략) 결국 제가 1순위로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 ’99년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정리로
들어가더라고요. 버티다가 나오게 되었지요.” (참여자 D)

난생 처음 겪게 된 경제위기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지만, 가족과 동료 그리고 지인들의 도움과 신뢰 그리고 격려가 위기를 극
복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제도 등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사회적 자본은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원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기존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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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효과를 논증한 연구 결과(박태정, 2010)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이는 참여자들이 ‘좋은 사람’으로 지칭하는 관계망에서 비
롯된 보이지 않는 힘, 즉 사회적 자본이 그들의 위기 극복에 중요한 도움이 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남들은 상상도 못한 일을 겪었고 (중략) 무너지는 과정에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는데 그러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략) 주변 사람
들로 인해서 받았던, 채워지던 것들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인맥이었고 (중략)
그 덕분에 뼛속 깊이 힘들었던 순간도 그만큼까지는 못 느끼고 버티고 나온 것 같아
요.” (참여자 C)
“힘 들 때면 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중략)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 주고 저

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참여자 E)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다시 모 금융회사에 파트타임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는 동생 때문에 들어왔다고 오해도 받았지만 (중략) 내가 시간을 통해 보여주자 결심
했지요. (중략) 그러다 보니 7명의 모임도 생겼고 그 안에는 그 회사 노조 회장까지
했던 분도 계셨어요. 저를 신뢰하여 이런저런 일도 더 밀어주고.” (참여자 A)
“실업급여 타 먹으면서 뭐가 있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용지원센터인데 그땐

고용안정센터라고 있었어요. (중략)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내 적성이 뭔지 모르겠
다 하니까 그분이 웃으시더군요. (중략) 그분 덕에 적성검사란 걸, 그 곳에서 제가
나이 마흔 여섯에 처음으로 적성검사를 해봤더니 (중략) 복지 쪽으로 길을 들어서게
되었지요. 그 센터와 상담원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 모습은 상상이 안 됩니다.” (참여
자 D)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였고 변화의 소용돌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직과 도산 그리고 빈곤에 봉착했지만, 태생적인 성실함을 바탕으로 3D 업종
에서부터 파트타임에 이르기까지 일에 대한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는 위
기를 벗어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업에 실패한 다음에 문화센터 기능을 못하고 방과후로 전환을 해서 교사 5명이

서 팀으로 진행했어요. 아이들 세계에서.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스케줄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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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참여자 C)
“도배일도 했어요. 한 7개월 정도. 그 일이 진짜 거칠어요. (중략) 2002년인가 풀통

들고 도배하러 다녔지요. 대기업 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전락했나 싶어 눈물도 나
고. (중략)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일을 찾다가 ○○○맛 사탕이라고 아시지요.(중략)
한마디로 막장에서 일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중략) 거기서 일한 다음에 옮긴 데가
그 ○○○생명 있지요, 보험설계사도 했어요. (중략) 실업급여도 끊어지니 저는 보험
설계사하면 교육 때 월급이 나온다고 해서.” (참여자 D)
“늦게라도 학교를 다녔으니 졸업장 있겠다, 이제 늘 이력서를 들고 다닌 거예요.
(중략) 그러다가 면접 보러 오라던 곳에서 야간경비 일을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중

략) 낮에는 다른 자격증 학원 다니면 되고 밤에는 지키면서 월급 받고 일하면 되니까.
됐다 싶더라고요.” (참여자 F)

한편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위기를 겪고 난 후 과거
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일과 직업에 대해 직면하게 되는 계기를 맞았다는 점
이다. 이는 일을 하는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어 참여자들로
하여금 중년 이후 삶에서 일의 목적을 둘러싼 고민과 분명한 선택과 마주서게
만든 동기로 작용하였다.
“아 다시는 실직, 정말 이런 일을 안해야겠다. 내가 이제 자기계발을 해야겠다 생

각을 했습니다. (중략) 그러면서 시간을 쪼개자. 그리고 적성에 나왔던 복지랑 상담
관련 쪽으로 대학을 가자 결심했죠.” (참여자 D)
“나중에 안 거지만, 제가 엄마랑,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가 너무 지나치게 밀착되었

어요. (중략)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감정적으로 엄마를 핑계 삼아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지요. (중략)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분야로 경력을 더 쌓고. (중략) 그래서 내후년에는 그 길로 (독립해서) 나
갈 거라고 엄마한테 얘기도 했지요.” (참여자 A)

라. 호구지책 수단에서 보람 있는 나의 일로 변화됨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청년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격동
적인 사회변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전례 없었던 외환위기를 고스란히 경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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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타의에 따른 직업상의 위기
를 맞았고 이를 극복해 가면서 잠재되어 있었던 자아 성장 및 계발 욕구를 뒤늦
게 확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일을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보람을 찾으며 원래 품었
던 자신의 꿈에 좀 더 다가서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나아
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 내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기보다
과거에 비해 급여 혹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을 찾아 하게 되고 그 일 속에서 자신들의 또 다른 자아를 찾게 되었다고도
강조하였다.
“소위 영업을 하던 일에 대해 내 단점을 발견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때 ○○○○이

라는 곳은, 공고문을 보고선 ‘아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중략) 그리고
물론 생활도 해 줄 수 있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지요.”
(참여자 B)
“시간이 가면서 정말 달라졌어요.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사회를 알아야지 되겠다

는 욕심도 생기고, 저는 봉사도 안 해봤는데 심지어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그런 생각
도 들고. 저한테 변화가 많았지요.” (참여자 G)
“인정을 받고 격려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보람이지요. (중략) 오히려 예전보다

출세욕 그런 거는 별로 없어졌어요. 그보다는 저에 대한 욕심이나 자기발전하는 걸
좀 더 보게 되죠. (중략)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 발전을 위한 것들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무튼 뭐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참여자 H)
“(예전에 비해 이 일이) 훨씬 낫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보람 있는 일이다 싶어요. (중략) 그냥 프로그램 짜 가지고 실적 보고하고
일 잘 돌아간다면 그게 보람 있는 일일까. 아니다 그거는 ○○○기업 안에서만 잘 돌
아가면 그만이지. 이거는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다. 이것처럼 변화되는 일이 어디
있냐 싶어요.” (참여자 D)
“내년엔 경력을 더 쌓아서 군부대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안가

려 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군인들 상담도 하고 도와주고 싶어요. (중략) 오늘도 눈
뜨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다’라
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하죠.”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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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자기인식
가.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 낀 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동년배 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 ‘전투적으로 살아온
우리’이자 ‘가족이 우선인 세대’로 표현하면서 공감과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의 도리와 자녀를 향한 양육의 책임을 깊이 느끼
지만, 부모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의 자녀들로부터 부양 등을 기대하지 않는다
는 공통적인 생각들이 드러났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부모와 자녀 세대의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이라고 이해하면서 양쪽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높
았으며, 나아가 미래 후세대의 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저도 그렇지만 모두 전투적으로 살았잖아요. 저도 사고, 보증,

부도 다 겪으면서 가족들한테만큼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
아요. (중략) 그리고 정말 너무 열심히 사시잖아요. 나를 돌보기보다는. 자기보다는
가족이 우선이고 저도 물론이고.” (참여자 C)
“제가 실업자 시절이 있긴 했어도 어쨌거나 밥을 굶기진 않았잖아요. 옷도 입혔고

공부도 시켰고. 근데 참 서운한 게 뭐냐면 애가 월급을 타오니까 노트북하고 지 할
일은 다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중략) 제가 화가 나서 너 한 달에 30만
원씩 내라고 하려다가 그 말이 나오다가도 쏙 들어간 게, 아 내 세대는 아니지. 손
벌리는 세대가 아니지. 손은 못 벌리겠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중략) 내가
내 앞가림을 해야 하는구나 싶어요.” (참여자 D)
“우리가 자식이 일곱이지만, 다 별로 넉넉하지 못해서 내가 우리 어머닐 많이 부양

하는 편인데, 엄마를 어느 정도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양도 질로 따지면 한이
없는 거지만 지금도 잘 부양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략)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 아래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건 좀 다르죠.” (참여
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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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
가. 끝이 아닌 내 삶의 연속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연구 참여자들의 은퇴란 끝이 아닌 삶의 연속
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은퇴는 ‘아직 준비할 것이 남은 미래’이면서
‘의․식․주에 대한 복잡한 고민’을 떠올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여겼다. 동시에 퇴직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일이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
해 명확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현황, 은퇴 전․후
생활 수준 변화 등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은퇴를 둘러싼 통계적 의미를
제시한 것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이제 앞으로 고민은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운전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기술적으로 빨리 습득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지금 하는 일을) 다
른 사람 도움 없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음 어디든지 나를 부른다면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더 좋겠죠.” (참여자 A)
“저는 은퇴해서 돈을 못 번다고 해도 집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

죠. 제 도움이 필요한 곳,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곳의 실태를 제가 이제 알고 봤잖아
요. 진짜 돌봐줘야 하는 거고. 정말 은퇴는 하더라도 할 일은 많다,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D)
“어떤 모임에서 만나는 분이 연금을 250만 원을 매월 받으면서도 경조사 모임이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던데, 여태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보
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심각성을 느껴요. 전 연금도 없잖아요. 현실감각을 잃지 말아
야 하는 건데.” (참여자 C)
“노후보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은 들어놓고, 국민연

금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것 갖고 살 수 있을까, 가끔 생각은 하지요. 주택을 담보해서
도 연금 준다던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참여자 E)
“아직도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이제 무엇이라도

배우고 싶고. 힘들더라도 저한테는 만족이니까 하고 싶은 일인데 이제 해야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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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E)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은퇴란 걸 한 후엔) 책도 읽고 공부도 더하고 싶고. 내 전

공이 사회학이잖아요. 철학, 사회학 이런 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었
던 거죠. 이제 시간이 나면 앞으로는 그걸 해볼까 싶어요.” (참여자 B)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제도 각 방면의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한 베이비부머
세대 당사자들의 생애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일과 은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
인 통찰을 갖고자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은퇴에 대한 경험
적 의미를 구조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험한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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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제시된 본질적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주
요한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일에 대한 경험적 의미는 ‘진
입, 전개, 전환’이라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진입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의 경험들은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출생
했던 시대적 상황과 연결된다. 즉 그들의 출생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이지만 성
장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빠른 산업화를 함께 경험한 세대들이
다. 이는 해방 이전 청․장년기를 보냈던 베이비부머의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집단이 경험한 전근대적 사회경제 체제, 특히 농어업 중심 경제구조와 차별되
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농․어업 중심의 가업을 물려받아 직업을 시작했
다기보다, 산업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많은 직종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일
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세대들에게서 ‘취업’이란 매우 생경한 개념이었다
고 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활동’ 내지 ‘취업’ 등
과 같은 개념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가 일에 진입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는 선성장 - 후복지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기였
다. 이는 곧 경제적 성공이 본인의 안녕과 사회발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
었다는 것으로도 바꿔 설명되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적성과 비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생략한 채, 외형적으로 ‘좋은 직장’을
빨리 구하여 자신과 가족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려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주
된 배경 요인이 된다. 아울러 부모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구직활동’을 통해
자리 잡은 직장에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에 따른 보
상도 어느 정도 이뤄졌던 시기이며, 적성 여부와 무관하여 해당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그런 성실성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문제
의 해결방안이라고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전개 단계에서 찾을 수 있는 주된 일의 경험은 1990년대 후반 즈음
그들에게 닥친 외환위기와 그의 극복 과정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당시의 경
제위기는 베이비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근간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서로 다른 직업세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단계에 이르러 그동안 해왔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경제활동의
단절을 경험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위기는 베이비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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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들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을 확보해야만 하
는 것으로 연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작정 일을 시작했던 진입 단계와는 달
리, 스스로의 역량과 욕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의 전환 단계에 이르러 일의 경험들은 과거 진입 단계에서 인식했던
것과 구분되는 의미로 새롭게 드러난다. 즉 전술한 것과 같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찾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숙고한 바에 따라, 일을 둘러싼 책임감과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보람 있는 가치로서의 일을 찾아 해
나가는 것에 주력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면서 일의 의미와 그것을 보는 자신의 태도 역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주제로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자기인식을 살펴보면, 낀 세대로
서 가교 역할을 맡는 것과 더불어, 남아 있는 삶 역시 주체적으로 책임져야 하
는 세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 인식과 책임감은 베이비부
머 세대까지 공유되는 것이며, 자녀 세대와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 주제로서 은퇴의 의미를 모든 일이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두드러졌다. 베이비부머 세대 당사자들은 인구사회학적
으로도 준고령자적 위치에 있는 만큼 그들은 스스로를 ‘노인’으로 동일시하지
않았으며, 직업에서의 은퇴가 사회경제적인 활동의 단절로 해석되는 것을 지양
하였다. 즉 급여가 있는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위기’로서 은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인
식되고 있으며 은퇴 이후 원하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졌다. 즉 경제적 보상의 크기로 직업을 선택했던 일의 초기 단계와 달리,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이후 시기는 삶의 보람과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중요시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베이비부머 세
대의 은퇴를 경제적 측면의 위기로 간주하여 소득, 노동실태 등으로 접근했던
기존 관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요컨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살펴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파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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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 결과는 일을 둘러싼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치를 구세대와 이후
세대로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
비부머 세대들의 일에 대한 경험의 경우, 한국전쟁 이전 세대와 현세대를 비교
하여 세대별 일에 대한 경험 및 가치관의 변화 추이와 같은 연구로도 발전될
것이며 이는 거시적 차원에서 세대별 노동시장 운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구세대와 현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존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인적자
본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과 연구들은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력이 시장 내지 사
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물리적인 은퇴 이후 원하는 일을 찾는 것에
서 중점을 두는 것은 경제적 보상의 크기 여부가 아님은 분석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난 바 있다. 그보다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자아실현 등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커
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목적을 함께 추구
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유형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경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좋은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이 컸다는 사실
은 연구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갖
는 특징과 효과에 주목하여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상경(2012).「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이후 세대간 비교」.
『사회복지연구』43 (4) : 91∼119.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박태정) 

55

강은나․김혜진․김영선(2012).「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 지속의사 및 근로
형태에 관한 연구」.『보인복지연구』55 : 159∼182.
강정희․설연욱(2012).「중년 독신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대한 질적 연구」.『한국가족복지학』17 (2) : 127∼151.
곽영순(2009).『질적 연구 -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교육과학사.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
육개발원.
김영천(2011).『질적연구방법론ⅠBricoleur』. 아카데미플러스.
김준영(2011).「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에 관한
연구 : 한국에의 시사점」.『한일경상논집』50 : 3∼35.
김지훈․강욱모(2013).「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갈등대처방식이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한국가족복지학』18 (1) : 51∼69.
나일주․임찬영․박소화(2008).「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
책방향 : 국가인적자원개발측면에서」.『노인복지연구』42 : 151∼174.
박태정(2010).「균형적 관점에서 본 사회자본의 재검토 및 개발방향」.『사회
보장연구』26 (4) : 525∼552.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 준․김지경․신인철(2010).「한국 베이비붐 세대
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2010).「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
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석재은․이기주(2010).「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별 유형화와 다층노후
소득보장 전략」.『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회 및 복지재정 DB 학술대
회 자료집』.
송양민(2010).「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밥, 돈, 자유」. 21세
기북스.
이지현․김선우(2012). ｢한국의 베이비부머세대 중년여성이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질적연구 - 서울 거주 중산층을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14 (2) : 127∼157.
이태진 외(2007).『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56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3호

및 담당자 심층면담 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찬호․진성미(2011).「경력중기 남성 사무직 베이비부머의 경력개발 학습동
기에 관한 연구」.『HRD연구』13 (2) : 21∼43.
정경희(2012).「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전망」.『보건복지포럼』187 : 40∼49.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1).「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10).「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Bogdan, R. C. and S. K. Biklen(2003).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4th ed.). Pearson.
Coleman, L. J., Hladikova, M., and M. Savelyeva(2006). “The Baby Boomer
Market.” Journal of Targeting, Measurement and Analysis for Marketing 14
(3) : 191∼219.
Coughlin and D'Ambrosio(2009). “Myths of Financial Planning and Baby Boomer
Retirement.”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Marketing 14 (1) : 83∼91.
Geertz, C.(1973).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Mayan, M. J.(2009). “Introduction to the essentials of qualitative inquir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Conference.
Meadows, P.(2003). “Retirement Age in the UK: a review of the literature.”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18, DTI.
Miles, M. B. and A. M. Huberman(1984).『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SAGE.
Tillesley, C., P. Taylor, J. Beausoleil, R. Wilson and A. Walker(2001). “Factors
Affecting Retirement Behavior.”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Research Report.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박태정) 

57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Exploring the Essential
Meaning about Work and Retirement in Baby Boomer
Tae Jeo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specific understanding about the
meaning of work and retirement among the baby boomer in Korea. With this
purpose, I took main research question as follows : “what do they experience
and how do they evaluate it?” Eight interviewee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I opera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and us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are 3 categories : ‘The
essential experience of work’, ‘Self-insight of baby boomer’, ‘perspective of
retirement’. In conclusion, clear messages emerged from our research are that
there are needs for down-to-earth subsidy provides adequate self-development
opportunities to the baby boomer in desperate need.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count of expanding labor market, such as social service and/or social
enterprise related jobs. Also, they should consider them as major human
resource, not simply as retired one.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government
must build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es, as well as a unified support policies channel.
Keywords : baby boomers, retirement, the quality of post retirement, life history research

59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호구성: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 이정아· 정주연) 

노
1)

동 정 책 연 구

2013. 제13권 제3호 pp.59~9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연 구 논 문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호구성 :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

*

김수현
**
이정아
***
정주연

본 연구는 노동시장 내 중고령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별에
대해 고찰한다. 기존의 생산적 고령화나 여성의 노동시장 차별에 대한 분석
들은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중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의 노동시장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위임금선과 산업×직업 매트릭스, 최
소자승 선형회귀분석과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한 임금분해방식을
통해 노동시장 내 중고령 여성이 처한 현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
과 중고령 여성은 성차별과 연령차별에 동시에 직면하며 저임금 일자리에
편중되어 분포해 있다. 이러한 중고령 여성의 저임금에 일자리 특성의 차이,
차별적 대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저임금 중고령
여성의 임금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편중된 일자리 특성의 개선과 차별 해소
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중고령 여성 임금격차, 성차별, 연령차별, 등위임금선,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
분석

논문접수일: 2013년 5월 31일, 심사의뢰일: 2013년 6월 12일, 심사완료일: 2013년 7월 8일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수료(sida7@korea.ac.kr)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수료(faith0502@korea.ac.kr)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jjooyeon@korea.ac.kr)

60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3호

Ⅰ. 서 론

정년연장,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열악한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고령화하기 시
작한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 및 정부의 복지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취지 이면의 해결
해야만 하는 ‘문제’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그로 인한 노인 자살률
로, 최근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 도입은 노인들의 경제적 삶을 지금보다 나아지
게 하는 것이 사회적 당면 과제임에 대한 공감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반영
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소위 정책방향으로서 ‘생산적 고령화(productive ageing)’ 또는 ‘활동적 고령화
(active ageing)’ 논의가 있다. 이는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건강과 경제적 보장에
의해 가능해지는 한편,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 유지 및 경제적 보장의 증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고용의 지속이 고령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도 중
요하다는 주장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
자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미 높은 수준이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아, 이
를 토대로 한 정책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저임금의 고령자 노동시장에 고령자
들을 더 밀어 넣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정주연․이정아, 2012).
또한 고령자라는 인구집단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을 도모할 경우 고
령자 인구의 절반인 여성 고령자를 소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고령
자의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에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배
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성별 직종분리 정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
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취업여성 내부에서도 양극화, 이중 구조화되었는데,
이는 상당 부분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에서 기인한다(황수경, 2003).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게 된 여성 고령자의 상황은 남
성 고령자보다 훨씬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령자 전체의 문
제로 환원시키면 그 안에 내포된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감추어지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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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성 고령자는 연령에 의해 차별을 받지만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령
차별을 경험하고, 성차별을 겪지만 젊은 여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 즉
여성 고령자들은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노동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이해리, 2005).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 노동에서 연령대에 따
른 이질성을 간과해 왔다. 이는 ‘생산적 고령화’, ‘활동적 고령화’ 논의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중첩된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분석은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여성 고령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여성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도
록 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더 열악한 조건으로 내
몰리게 된 여성 고령자의 실태를 연령차별과 성차별의 중첩이라는 관점에서 고
찰한다. 여기에서는 중고령 여성, 중고령 남성, 청년층 여성 임금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고령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0세 이상으로 하
되 노동시장 참가 수준을 감안해 65세 미만으로, 청년층은 중고령층과 동일한
연령구간인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이때 연령차별에 대한 고찰의
대상을 청년층으로 한 것은 청년층과 중고령층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임
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산, 육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성을 공
유하고 있는 한편,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적은 청년층과의 비교가 중고령 여
성의 저임금 상황을 분석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
장 내 중고령 여성의 현실에 대한 고찰을 위한 방법으로는 등위임금선과 산업×
직업 매트릭스 분석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OLS)과 무조
건부 분위수 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금분해를 통해 중고령 남성, 청년층 여성과의 임금격차를 기존의 평균 수준
에서뿐만 아니라 10분위, 50분위, 90분위에서도 살펴본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연구배경을 살
펴보고,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과 Oaxaca-Blinder 임금분해방식 등의 분석
방법,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변수를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등위임금선과 산
업×직업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된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

62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3호

장 현실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성별, 연령별 직종분리와 여성 고령자가
집중된 일자리가 저임금 노동시장에 속하는 것은 상호구성적임을 드러낸다. 제
Ⅳ장에서는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과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의 결과와 임
금분해방식을 이용해 중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분위수별 임금격차 분해 및 여성
청년층과 여성 고령층의 분위수별 임금격차 분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중고
령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의 원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연구배경 및 중고령 여성 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선행연구
노동시장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의 바탕에는 소위 정
책방향으로서 ‘생산적 고령화(productive ageing)’ 또는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논의가 있다. 활동적 고령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생산활동을 강조한 생
산적 고령화에 더해 삶의 질과 정신적․육체적 안녕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국제
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전략이다. 활동적 고령화의 세 가지 요소는 건강, 참
여, 경제적 보장인데 사회참여는 건강과 경제적 보장에 의해 가능해지는 한편,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 유지 및 경제적 보장의 증진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방
하남 외, 2005). 그러나 일견 타당해 보이는 활동적 고령화 논의는 이미 상당히
구성되어 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활동적 고령화가 생
산적 고령화보다 폭넓은 개념이라고 소개하지만, 고용을 지속하는 것이 고령자
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도 중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내용 면에서는 고
령자의 경제활동이 강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과 저
임금 근로자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활동적 고령화 전략은 사전에 형성되
어 있는 저임금 고령자 노동시장에 고령자들을 더 밀어 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정주연․이정아, 2012).
박선권(2013)은 생산적 고령화(노화)에 대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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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에서 생산적 고령화는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과 사회보장 재정적자를
둘러싼 논란의 단계에서 노인의 비효율성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응하여
전개된 것이다. 이는 노인이 생산적일 수 있고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논리로 극
복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연령주의의 극복
이 노인의 의존과 사회의 부담이라는 신연령주의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있는 양식화된 비판일 수 있다. 노인의 의존은 생애과정의 결과에 따른 구조
화된 의존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대한 생산적 노동의 주장은 연령에 근거한
최소한의 복지수혜마저도 위험에 빠뜨리는 ‘희생자 비난’의 새로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즉 은퇴로 인한 인구집단의 증대가 공적부조나 연금지급의 증
대를 초래하게 되자 연금지급 시점을 연기하고 극단적인 임금격차를 가진 노령
기의 저임노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재정위기의 완충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에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은 상
대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황수경(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직종분리
정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취업여성 내부의 양극
화로 인해 이중 구조화되었는데, 이러한 여성 노동의 구조적 양극화의 원인을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로부터 파악하였다.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게 된 여성 고령자의 상황은 남성 고령자와는 다르다.
이해리(2005)는 여성 고령자는 남성 고령자보다 훨씬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전체의 문제로 환원시킴에 따라 그 안에 내포된 성차별적 사
회구조가 드러나지 않게 됨을 지적하였다. 여성 고령자는 연령에 의해 차별을
받지만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령차별을 경험하고, 성차별을 겪지만 젊은
여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 비공식적이고 주변화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한 여성 고령자의 노동경험은 노동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들의 노동력
은 평가절하되거나 비가시화되며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점점 더 열악한 조건으
로 내몰리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은 여성 고령자의 심각한 빈곤 상황으로 반영되었다. 기존 연
구들에 의하면 여성 고령자는 빈곤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남성 고령자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박영란, 2004; 김교성 외, 2008; 송미영, 2008; 김수완,
2010). 최현수․류연규(2003)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해 여성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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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성 고령자보다 5%포인트 정도 빈곤율이 더 높음을 밝혔으며, 석재은․임
정기(2007) 역시 여성 고령자의 소득이 남성 고령자 소득의 37.5%에 불과하고
빈곤율은 10%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공적이전소득 지원이 고령자의 빈곤탈출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선진
국과는 달리(Williamson and Smeeding, 2004),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나 공적지
원은 여전히 미흡하므로 심각한 여성 고령자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노동시장 구조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 고령자들은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노동시장의 사
각지대에 놓여 있다(이해리, 2005). 그러나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에 관한 기
존의 연구들은 여성 노동에서 연령대에 따른 이질성을 간과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고령층과 여성 고령층, 여성 청년층과 여성 고령층의 일자리
분석 및 임금분해를 통해 여성 고령자의 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차별과 배제의
중층구조에 놓인 여성 고령자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Levin-Waldman(2011)의 방식을 따른 등위임금선과 산업×직
업 매트릭스를 통해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현실에 대해 살펴
보는 한편, 두 집단 간의 임금격차를 분석하는 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Oaxaca-Blinder 임금분해방식(Blinder, 1973; Oaxaca, 1973)을 통해 중고령 남
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여성 청년층과 중고령층 간 임금격차에 대해 구체적으
로 분석한다.
Oaxaca-Blinder 임금분해방식은 두 비교집단의 임금격차를 변수의 차이로 설
명되는 임금격차와 계수값의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중
고령층 여성 집단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 중고령층 남성 집단, 그리고 청년층
여성 집단과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있는데, 중고령층 남성 또는 청년층 여성
을  집단으로 하고 중고령 여성 집단을  라고 하면  집단과  집단의 로그임
금(  )은 다음 (1)과 같은 임금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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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 ∈  
이때  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경우  집단과  집단의 임금격
차는 다음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2)

이를 다시  집단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이때       ′ 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로,       는 계수값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로 해
석할 수 있다.
                ′       

(3)

또한 이와 같은 임금분석에 있어 기존의 최소자승회귀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임금분석과 함께 저임금층, 중위임금층, 고임금층에서의 집단 간 임금격차
를 분석하기 위해 Firpo, Fortrin and Lemieux(2009)가 제시한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를 이용한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모델(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을 기반으로 임금분해를 실시한다.
Firpo, Fortin, and Lemieux(2009)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 온 Koenker and
Basset(1978), Koenker(2005) 등의 분위수 회귀분석을 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
(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으로 보았는데, 이들에 따르면 조건부인 경우와
무조건부인 경우의 계수값의 추정치가 동일해진다고 설명될 수 있는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과 달리, 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분위에서
의 계수값과 종속변수의 무조건부 분포에서 구한 각 분위별 독립변수의 한계효
과는 상이하다. 그러므로 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에는 Oaxaca-Blinder 임금분
해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Machado and Mata(2005), Melly(2005), 안태현(2012) 등은 반사실적(counterfactual) 방법 등을 이용해 분위별 임금격차를 추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방법을
따를 경우 전체적인 수준의 임금격차는 분석 가능하지만 변수별로 얼마만큼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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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Firpo, Fortrin and Lemieux(2009), Fortin, Lemieux and Firpo
(2011)가 제시한 RIF           ≤    (단,  는 종속변수(  )
의  분위값)를 이용한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과 Oaxaca-Blinder 임금분해방
법을 이용해 성별 임금격차, 연령대별 임금격차 분석을 실시한다.1)

나. 연구자료 및 변수
등위임금선과 산업×직업 매트릭스, 최소자승법과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
을 이용한 임금분해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자료 원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임금수준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통계자료로
서, 개인과 관련된 가구특성 변수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특성과 임금,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장점이 있어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 관련 연구(남재량, 2007)
나 성별 임금격차(신광영, 2011; 안태현, 2012) 등 임금구조와 관련된 여러 연
구들에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의 월평균임금과 주간 노
동시간을 이용해 계산한 시간당 임금을 이용해 등위임금선과 산업×직업 매트
릭스를 만들었으며,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과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에는
다음 <표 1>의 변수들을 이용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성별 혹은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격차의 분석을 위해 월평균임금
의 자연로그값을 사용한다. 또한 노동시간을 독립변수로 사용해 노동시간의 차
이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방법을 택했다. 독립변수는 노동시간
과 함께 기존 많은 연구들에서 임금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어온 변수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크게 개인속성 변수, 생산성 관련 변수, 노동시간 변수, 일
자리 특성 변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개인속성 변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구적 특성들로 가구주 여부, 연령 및 연령제곱,

1) RIF(또는 RIF-OLS)를 이용한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Firpo, Fortin, and Lemieux(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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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월평균임금(만 원)
가구주(가구주=1)
연령(만나이)
배우자유무(유=1)
초졸 이하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교육
수준
2년제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경력(근속연수)
교육훈련(훈련=1)
주간노동시간(시간)
상용직
종사상
임시직
지위
일용직
한시직(한시직=1)
시간제(시간제=1)
비전형(비전형=1)
노조가입(가입=1)
5인 이하
5~9인
기업
10~29인
규모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
(n=25,814)
204.78
0.56
42.95
0.68
0.09
0.09
0.39
0.15
0.24
0.04
5.42
0.38
41.91
0.62
0.29
0.10
0.20
0.11
0.14
0.12
0.20
0.17
0.23
0.20
0.09
0.11

중고령여성
임금근로자
(n=2,735)
126.36
0.40
55.28
0.74
0.29
0.28
0.32
0.03
0.05
0.02
4.52
0.27
41.55
0.38
0.48
0.14
0.26
0.20
0.26
0.04
0.32
0.17
0.23
0.20
0.05
0.03

중고령남성
임금근로자
(n=3,527)
264.90
0.97
55.38
0.90
0.13
0.17
0.41
0.06
0.18
0.06
9.94
0.41
44.79
0.66
0.19
0.15
0.19
0.04
0.20
0.17
0.17
0.18
0.24
0.19
0.11
0.12

청년층여성
임금근로자
(n=3,408)
160.37
0.13
27.71
0.32
0.00
0.01
0.29
0.32
0.35
0.03
2.63
0.39
40.73
0.68
0.28
0.04
0.20
0.10
0.06
0.10
0.19
0.18
0.23
0.20
0.09
0.11

주 : 산업과 직종 대분류에 대한 기초통계는 생략함.

배우자 유무로 구성된다. 이때 연령의 경우 실제분석에서는 청년층과 중고령층
의 비교분석을 위해 청년층은 20세를, 중고령층은 50세를 시작으로 계산한 값
을 사용한다. 생산성 관련 변수는 Becker, Mincer 등 인적자본이론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인적자본과 관련된 변수들로 교육수준, 경력 및 경
력제곱, 교육훈련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일자리 특성 변수는 종사상지위, 한시
직노동 여부, 시간제노동 여부, 비전형노동 여부, 기업규모, 직종, 산업 등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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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일하는 일자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생산성이 통제되었을 때 일자리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할 수 있다.

Ⅲ. 중고령 여성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호구성

1. 등위임금선
<표 2>는 등위임금선(wage contour)상의 전체 임금근로자와 여성 중고령 임
금근로자의 분포 및 중위임금을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 등위임금선은 기준
임금으로부터 25% 높은 수준까지를 하나의 등위로 정의하는 Levin-Waldman
(2011)의 방식을 따라 도출하였다. 2012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정액급여로 계
산한 임금의 제도적 하한인 최저임금 4,580원부터 이보다 25% 높은 5,725원
미만은 1번째 등위에 속한다. 2번째 등위에는 5,725원부터 이보다 25% 높은
7,156.25원 미만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의 임금근로자 등위임금선은 최고 15번째까지 도출되는데 이 등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약 27배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경우를 0번째 등위로
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9.58%가 여기에 속하며 이 등위의 중위임금은 최저임
금의 약 80%이다. 표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미만으로부터 25% 이
하를 –1 등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등위선 0을 분할하면 –11번째 등위까지
도출된다.
여성 중고령자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0등위선에 분포한 비율
은 무려 20.49%에 이른다. 2번째까지의 등위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여성 중
고령 임금근로자는 약 68%이며 3번째 등위선까지 포함하면 약 82%이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분포는 6번째 등위선까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며 약 83%
가 여기에 속한다. 여성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
하고 있으며, 역으로 저임금 일자리 자체가 여성 중고령자에게 편중되어 있다
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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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등위임금선의 분포 및 중위임금
등위

전체 임금근로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9.58
10.07
14.19
13.91
10.99
11.87
12.34
5.71
5.86
3.27
1.47
0.51
0.17
0.05
0.02
0.00

여성 중고령
임금근로자(%)
20.49
23.61
24.24
14.00
5.62
3.33
2.74
1.51
2.36
1.35
0.56
0.15
0.05
0.00
0.00
0.00

중위임금(원)

3,682
4,986
6,329
8,055
9,863
11,763
15,691
20,137
23,014
28,767
36,613
46,027
57,534
73,225
92,055
123,288

이와 같은 등위임금선의 분석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에의 편중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저임금의 가장 널리 쓰이는 정의 방식인 “풀타임 노
동자의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윤진호, 2007)를 기준으로 하면 2012년 8월
현재 저임금고용의 비중은 29.2%이다. 이 기준의 저임금고용은 <표 2>의 0, 1
번째 등위선 전체와 2번째 등위선 내 상당수를 포함한다. 등위임금선 분석은
저임금 노동시장을 일자리에 기초하여 정의하는 방법에 속하는데(김은하․백
학영, 2012; Bernstein and Hartmann, 2000), 공통의 임금설정 특성을 가진 일
자리 집단의 존재를 고려한 것이다. 두 정의에 의해 2번째 등위선까지를 저임
금 노동시장으로 정의하고 저임금 일자리 집단의 존재를 다음의 산업×직업 매
트릭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산업×직업 매트릭스
산업×직업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임금근로자가 속한 산업과 직업의 교차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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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저임금 일자리의 편중 현황을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
업분류의 대분류에 의해 21개 산업, 9개 직종을 구분하여 교차시키면 189개의
일자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은 이 매트릭스를 통해 여성 중고령층과
남성 중고령층, 여성 청년층이 각각 5% 이상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를 분포율의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타낸 일자리의 수는 남성 중고령층이 4개,
여성 청년층이 6개, 여성 중고령층이 7개로 여성에게 있어서 집중된 일자리가
많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되어온 성별 직종분리의 심각성(황수경, 2003)이 산
업×직업 매트릭스 분석에서도 확인되는데, 여성 청년층과 중고령층이 집중된
일자리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자리의 인구학적 분리에 있어서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성 중고령자는 이러한 두 요인이 교
차하는 지점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중고령층의 일자리들은 모두 앞서 정의한 저임금 노동시장에 속한
다. 여성 청년층과 남성 중고령층의 일자리 중에서도 각 1개의 일자리가 저임
금 노동시장에 속하는데 여성 중고령층이 집중 분포한 일자리와 중복된다. 이
는 등위임금선 분석에서 보았듯이 저임금 일자리 자체가 여성 중고령자에 편중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여성 중고령자의 노동으로 대표되는 일자리가 노동시장
에서 저평가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여성 중고령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이 상호구
성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 중고령자의 20%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집단별로 집중 분포한 일자리들을 살펴보면, 여성 중고령층이 집
중된 일자리들은 대개 단순노무종사자이다. 세 집단에서 모두 나타난 제조업의
경우 여성 청년층의 직종은 사무종사자, 여성 중고령층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
자, 남성 중고령층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로 다르다.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별, 연령별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내에서도 청년층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
자로 일을 하고 중고령층은 서비스종사자로 일을 하는데 중고령층의 일자리만
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속한다. 직종분리는 성별 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연령대에 따라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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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 이상 집중 일자리
산업×직업

분포율(%)

여성
청년층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교육서비스업×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도매 및 소매업×판매종사자*
도매 및 소매업×사무종사자
제조업×사무종사자
금융 및 보험업×사무종사자

14.5
11.9
7.2
5.6
5.2
5.1

여성
중고령층

숙박 및 음식점업×서비스종사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단순노무종사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서비스종사자*
숙박 및 음식점업×단순노무종사자*
가구내고용활동×단순노무종사자*
제조업×단순노무종사자*
도매 및 소매업×판매종사자*

10.2
9.1
7.2
6.7
6.3
6.2
5.8

남성
중고령층

건설업×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제조업×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운수업×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단순노무종사자*

9.9
9.6
7.3
5.8

주 : *는 중위임금이 2번째 등위선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임.

Ⅳ. 중고령 여성의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여기에서는 제Ⅱ장에 소개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한 Oaxaca-Blinder의 임금분
해방식을 활용해 중고령층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받고 있는 복합적 차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중고령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29만 1천 원으로 중고령 남성 월평균
임금인 264만 9천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청년층 여성의 월평균 임
금인 163만 8천 원에 비해서도 낮은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임금격차는 기존
에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최소자승 선형회귀모델을 바탕으로 한 OaxacaBlinder 임금분해방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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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위별 성별, 연령별 임금격차
(단위 : 만 원)

중고령 남성 월임금
중고령 여성 월임금
청년층 여성 월임금

평균
265
129
164

10%분위
100
50
80

50%분위
200
110
150

90%분위
500
200
250

임금격차는 분위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표 4 참조). 이는 임금구조가 분위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최소자승 선
형회귀모델을 이용한 임금분해 방식만으로는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의 분위
별로 다른 양상을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제Ⅱ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최소자승 선형회귀모델과 함께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해
중고령층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 그리고 청년층 여성과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의 저임금층, 중위임금층, 고임금층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1. 성별 임금격차 요인 분해
<표 5>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를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과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해 얻은 결과를 Oaxaca-Blinder 임금분해방식
을 통해 분석한 내용이다.2) 임금분해는 제Ⅱ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고령 여성을 차별받는 대상으로 해 중고령 남성과
<표 5>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중고령남성 월평균임금(A)
중고령여성 월평균임금(B)
격차(A/B)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는 격차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

(1) OLS
(2) Q10
(3) Q50
(4) Q90
216.70*** 106.79*** 226.25*** 522.76***
102.98*** 52.40*** 105.40*** 211.16***
2.104*** 2.038*** 2.147*** 2.476***
1.603*** 1.664*** 1.548*** 1.267***
1.313*** 1.225*** 1.387*** 1.953***

주 :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표의 결과는 분석에서 사용된 로그함수를 다시 월평균임금으로 전환시킨 것임. 임금분해에
사용된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과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의 결과는 <부표 1>과 <부표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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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표 5>에서 모형 1은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의
결과를 이용해 임금분해를 한 것이고, 모형 2, 모형 3, 모형 4는 각각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의 10분위, 50분위, 90분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임금분해
한 결과이다. 그리고 <표 6>은 변수별로 임금분해 분석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
이다.
<표 6>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 변수별
최소자승
회귀분석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는 임금격차
가구주여부
1.040*
연령
0.998
배우자유무
1.012***
교육수준
1.031***
경력
1.080***
교육훈련여부
1.010***
노동시간
1.009***
종사상지위
1.039***
한시직노동
1.004***
시간제노동
1.106***
비전형노동
1.002
노조가입여부
1.003
기업규모
1.057***
산업
1.014
직종
1.081***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
가구주여부
1.006
연령
0.974
배우자유무
1.028
교육수준
1.014
경력
1.001
교육훈련여부
1.005
노동시간
0.582***
종사상지위
1.034*
한시직노동
0.993
시간제노동
0.929***
비전형노동
0.981*
노조가입여부
0.993***
기업규모
1.051***
산업
0.994
직종
1.120
상수
2.018***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
10분위
50분위
90분위

1.033
0.998
1.025***
1.023**
1.019**
0.999
1.038***
1.052***
1.004**
1.180***
1.001
0.995
1.039***
1.034
1.092***

1.039
0.998
1.018***
1.016*
1.082***
1.008**
0.990***
1.074***
1.003
1.053***
1.010***
1.011***
1.035***
1.024
1.089***

1.000
0.999
1.009
1.047***
1.096***
1.019***
0.998
0.987
1.000
1.004
0.999
0.980***
1.062***
0.982
1.064***

1.016
1.005
1.120**
0.979
0.990
0.993
0.499***
1.051
0.976
0.883***
0.999
0.995
1.039
1.067
0.772
2.895***

1.002
0.961
1.069**
1.013
1.058***
1.001
0.564***
0.982
0.997
0.968**
0.964***
1.001
1.014
0.952
0.753**
3.349***

1.016
0.897**
1.025
1.087**
0.848***
0.991
0.741**
1.131***
1.052***
1.022
0.945**
0.960***
1.083*
0.794**
4.228***
0.771

주 :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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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평균적으로 보면(모형 1)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
성 월평균 임금의 두 배 이상이며, 교육수준, 연령, 경력, 교육훈련여부, 노동시
간, 종사상 지위, 산업 및 직종 등과 같은 변수들이 동일해질 경우 여성의 임금
이 약 1.60배 상승해 임금격차가 줄어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와 같이 변수의 차이로 인해 설명되는 격차를 모두 남성과 여성의 생산성의 차
이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생산성의 차이도 포함되어 있지만 노동시간
을 동일하게 했을 때, 그리고 상용직여부, 한시직여부, 시간제여부, 비전형노동
여부, 노조가입 여부, 기업규모, 산업, 직업과 같은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변수
들을 동일하게 했을 때 증가하게 되는 중고령 여성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이다.
중고령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변수별로 살펴보면 이런 일자리 특성
변수를 동일하게 해 줄일 수 있는 중고령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생산성 관
련 변수들의 동일화로 줄일 수 있는 임금격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
수준, 교육훈련여부, 경력과 같은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를 동일하게 할 경우 중
고령 여성의 임금은 1.13배 증가하는 수준이지만,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변수
를 동일하게 할 경우 중고령 여성의 임금은 1.34배 증가해 현재 47.5% 수준이
던 중고령 여성의 임금이 63.8%까지 상승하게 된다.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계수값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기존의 연구
들에서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로 해석되어 왔었는데, 상수항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같거나 동일한 일자리에 종사하는데도 존재하는 중고령층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반영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계수값이 동일해지면
중고령층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1.31배 증가해 남성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성 변수가 동일하고 하는 일이 같아도 중고령층 여성
은 남성보다 76.2%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변수별로 보면 교육수준, 교육훈련여부, 경력에 대한 계수값의 차이가 동일
해질 경우 중고령층 여성의 임금은 1.02배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교육수준, 경력, 교육훈련에 대한
차별 시정으로 중고령 여성의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
다. 반면 동일한 종사상 지위, 기업규모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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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줄어드는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지금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일자리 특성의
차이와 함께 일자리에 따른 성차별적 대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시간제 노동자 여부 등과 관련된 차별 시
정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별 임금격차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노동시간의 계수값 차이는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그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중고령 남성과 분리된 노동시장에 직면해 있는 중고령 여성 임금
근로자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arkume, 2010; 이정아, 2013).
또한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이 큰 중고령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중고령 남성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발생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을 통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중고령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중고령 남
성과 중고령 여성은 상당한 수준의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특히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산업, 직업과 같은 일자리 특성의 차
이와 동일한 일자리에 있는 남성과 여성에게 존재하는 차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한 임금분해를 통해
저임금층, 중위임금층, 고임금층의 임금분위별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여기
에서는 중고령 남녀 10분위(모형 2), 50분위(모형 3), 90분위(모형 4)에서의 임
금격차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임금군 사이의 비교로
갈수록 중고령 남성대비 여성의 상대적 임금격차가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
다. 10분위, 50분위, 90분위에서의 중고령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은 49.1%,
46.6%, 40.4%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변수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임금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분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변수의 차이를 없앨 경우 여성의 임금이 1.66배 증가해 중고령층 남성 대비 중
고령층 여성의 임금이 49.1%에서 81.7%로 상승하는 반면, 50분위에 해당하는
중위임금층의 경우 1.55배가 증가해 중고령 남성의 46.7% 수준이었던 중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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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여성의 임금이 72.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분위에서는 변수의
차이를 없앨 경우 중고령층 여성의 임금은 1.27배 증가해 중고령층 남성 대비
40.4% 수준에서 51.2% 수준으로 높아지는 데 그친다.
변수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저임금군에서는 일자리 특성의 동일화로 줄일 수
있는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큰 반면, 고임금군에서는 동일한 생산성 관련 변수를
갖게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관련 변수의 동일화로 10분위에서는 1.04배의 중고령 여성의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90분위에서는 1.17배로 증대된다. 반면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변수
의 동일화의 경우 10분위에서는 1.46배의 임금을 증가시키지만 90분위에서는
1.08배 증가시키는 데 머문다.
변수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임금격차와는 반대로 변수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격차는 고임금군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를 보면 10분위에
서 90분위로 갈수록 변수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임금격차가 더 커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로 설명되었던 임금
격차가 고임금군일수록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수별로 보면 임금수준에 따라 차별의 양상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의 계수값 동일화는 10분위와 90분위에서는 임금
격차를 증가시키는 반면, 50분위에서는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경우 계수값을 같게 할 경우 10분위와 90분위에
서는 중고령층 여성의 임금을 증가시켜 임금격차 감소에 기여하는 반면, 50분
위에서는 임금격차를 더 크게 한다. 이는 저임금층과 고임금층에서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차별을 줄이는 정책이, 중위임금층에서
는 생산성 변수와 관련된 차별해소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임금 군에서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은 유리천장으로 볼 수
있는 직종에 있어서의 차별로 인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이와 같은 결과
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중고령 저임금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특
성의 동일화와 함께 이와 관련된 차별 시정을 통해 임금상승 및 성별 임금격차
감소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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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대별 임금격차 분석
<표 7>은 청년층 여성 임금근로자와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
를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과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Oaxaca-Blinder 임금분해방식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3) 앞서와 동일한
임금분해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를 차별받는 대상으
로 하여 청년층 여성 임금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비교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모형 1은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의 결과를 이용해 임금분해를 한 것이고, 모형
2, 모형 3, 모형 4는 각각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의 10분위, 50분위, 90분위
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임금분해를 한 것이다. 그리고 <표 8>은 변수별 자세
한 임금격차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한 임금분해 분석을 통해 평균 임금격차
에 대해 살펴보면(모형 1), 청년층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41만 8천 원으로 중
고령층 여성 월평균 임금 103만 원보다 1.38배 크다. 중고령층 여성의 임금은
중고령층 남성뿐만 아니라 청년층 여성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이다. 그리고 중
고령층과 청년층 여성의 임금격차는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수를 동일하게 했을 때 중고령층 여성의 임금은 1.33배 증가해
청년층 여성 임금의 72.6% 수준에서 96.9%까지 상승한다.
<표 7> 여성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임금격차
(1) OLS

(2) Q10

(3) Q50

(4) Q90

청년층 여성 월평균임금(A)

141.78***

83.34***

159.17***

262.78***

중고령 여성 월평균임금(B)

102.98***

52.40***

105.40***

211.16***

격차(A/B)

1.377***

1.590***

1.510***

1.244***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는 격차

1.334***

2.167***

1.329***

0.905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

1.032

0.734***

1.137***

1.376***

주 :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표의 결과는 분석에서 사용된 로그함수를 다시 월평균 임금으로 전환시킨 것임. 임금분해
에 사용된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과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의 결과는 <부표 2>와 <부
표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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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성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임금격차 : 변수별
최소자승
회귀분석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는 임금격차
가구주여부
0.986***
연령
1.039***
배우자유무
0.990*
교육수준
1.122***
경력
0.947***
교육훈련여부
1.012***
노동시간
0.991***
종사상지위
1.088***
한시직노동
1.004***
시간제노동
1.039***
비전형노동
0.998
노조가입여부
1.005***
기업규모
1.033***
산업
0.972
직종
1.082***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
가구주여부
0.998
연령
1.177***
배우자유무
0.990
교육수준
1.015
경력
1.039**
교육훈련여부
1.011*
노동시간
0.831***
종사상지위
0.979
한시직노동
0.993
시간제노동
0.979**
비전형노동
0.991
노조가입여부
0.996**
기업규모
0.990
산업
0.967
직종
0.979
상수
1.137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
10분위
50분위
90분위

0.989
1.093***
1.012
1.256**
0.957
1.014***
0.972***
1.181***
1.004
1.192***
0.945***
0.997
1.019**
0.974
1.265***

0.987**
1.025***
1.006
1.191***
0.991
1.009***
0.999
1.072***
1.004***
1.014***
0.988*
1.003*
1.023***
0.945**
1.050**

0.982*
1.006
0.943***
1.063
0.807***
1.016***
1.000
1.017
1.007***
1.007
1.015
1.012***
1.057***
1.019
0.977

1.009
1.395***
0.979
0.908
0.975
1.028
1.295*
0.930
0.978
0.762***
1.079***
0.995
0.958
1.423***
0.565
0.789

0.994
1.138***
0.974
0.935*
1.041**
1.005
0.689***
0.987
0.991
1.005
1.027**
1.000
0.966*
0.923
0.801
2.126**

1.043
0.922
1.092*
1.109
1.111***
0.989
0.765**
1.041
1.024
1.013
0.921***
0.976***
1.076
0.763**
3.763**
0.469

주 :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변수별로 구분해 보면 생산성 관련된 변수보다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는 중고령층 여성의 임금 부분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교육훈련여부, 경력과 같은 생산성 관련된 변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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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일하게 할 경우 중고령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07배 증가하는 데 그치지
만, 중고령층 여성과 청년층 여성 사이의 상이한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노조
가입 여부, 기업규모, 산업, 직업과 같은 일자리 특성 변수를 동일하게 할 경우
중고령 여성의 임금은 1.24배 증가한다.
이는 중고령층 여성이 받는 연령차별을 줄이는 데 있어서 중고령층 여성의
일자리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상대적으로 청년층과 중고령층 여성 사이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는 크지 않지만, 변수별로 보면 생산성 관련된 변수에 대한 계수값의 차이
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경력을 가졌거나
교육훈련 수준이 같은 경우에도 중고령층 여성보다 청년층 여성이 더 높은 임
금을 받는 차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때 연령에 대한 계수값의 차이를 동일
하게 했을 때 증가하는 중고령층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청년층에
서의 연령증가가 중고령층에서의 연령증가보다 임금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별 임금격차에 대한 평균 수준에서
의 분석결과는 앞서 중고령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평균 수준에서의 분석과 비
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임금격차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작
았지만 존재했으며, 여기에는 중고령 임금격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특성
의 차이, 그리고 동일한 일자리 특성을 가졌음에도 중고령 여성이 직면하는 차
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변수,
계수값의 차이가 중고령 여성의 저임금, 노동시장 내 차별에 중요한 원인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한 임금분해를 통해 여성 임금근로자
의 연령대별 임금격차를 임금분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앞서 중고령층
성별 임금격차와는 달리 청년층 여성과 중고령층 여성의 상대적 임금격차는 임
금분위가 높을수록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임금
층으로 갈수록 절대적 임금격차는 증가하지만 상대적 임금은 감소한다.
이때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는 임금격차는 고임금군일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에 해당하는 저임금군의 경우 중고령층 여성의 변수가 청년층
여성과 같아질 경우 임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해 임금이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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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반면 고임금군에 해당하는 90분위의 경우 중고령층 여성의 변수를 청년
층 여성의 변수와 동일하게 할 경우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10분위에서의 임금격차는 생산성으로 인한 격차도 크고
일자리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격차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의 동일화로 늘어나게 되는 여성의 상대적 임금도 큰 것이
다.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를 동일하게 할 경우와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같게 할 경우 중고령 여성의 임금은 각각 1.22배, 1.68배 증가한다. 이는 저임금
층에서는 생산성과 관련된 차이도 있지만, 청년층과 구별되는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고임금층일수록 설명되는 임금격차는 줄어드는데, 고임금층에 해당
하는 90분위의 경우 일자리 특성의 동일화는 중고령 여성의 임금을 1.11배 증
가시킬 수 있지만 생산성 변수의 동일화는 오히려 임금격차를 더 크게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 여성의 경력이 더 길기 때문에 임금격차를 줄이는 결
과가 가져온 부분이 있지만, 저임금층과 비교해보면 생산성 관련 변수의 동일
화로 증가하는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고임금층에서 더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는 고임금군일수록 더 큰 것으로 드러
났다. 10분위에서는 계수값의 차이를 없앨 경우 중고령 여성의 임금을 감소시
켜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90분위에서는 중고령 여성
의 임금을 1.38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차별적 임금격
차가 저임금군에는 적은 것으로 저임금 여성의 경우 청년층이나 중고령층 모두
상당한 수준의 차별적 대우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생산성과 관련된 계수값의 차이를 없앨 경우 90분위를 제
외하고는 중고령 여성의 임금을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낳아 임금격차를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중고령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 자체는 낮지만
교육수준이 같을 경우 청년층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쉬움을 의미한다. 하지
만 90분위의 경우 생산성과 관련된 계수값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임금격차를 줄
일 수 있었다. 일자리 특성 관련 변수의 계수값 동일화의 경우 10분위와 90분
위에서는 임금격차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수준의 임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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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던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는 중고령층 여성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 중고령 남성과의
성차별도 중요하지만 다른 연령층과의 차이도 중요함을 드러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일자리 특성을 청년층 여성과 같게 함으로써 중고령층 여성
의 임금을 증대시켜 연령대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저임금층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일자리를 가지더라
도 중고령층 여성은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차별시정을
통해서도 저임금층과 고임금층에서 청년층과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중고령 여
성 노동자의 노동시장 내 차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시간당 임금
을 이용한 등위임금선과 산업×직업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에 집
중된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고, 제Ⅳ장에서는 최소자승
선형회귀분석과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한 Oaxaca-Blinder 임금
분해방식을 통해 중고령층 남성과 여성, 청년층 여성과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
로자 사이의 임금격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고령층 여성은
저임금 일자리에 편중되어 분포해 있으며,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에 의해서도
직종분리가 나타난다. 등위임금선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
로자는 82%가 3번째 등위선 아래 포함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
자도 20.5%나 되었다. 산업×직업 매트릭스도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의 일
자리는 저임금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는 중고령층 남성, 청년층 여성 임금근로자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지만,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노조가입 여부, 기
업규모, 산업, 직종과 같은 일자리 특성이 동일해질 경우 상당한 임금상승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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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저임금에는 차별적 대우로 인한
부분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중고령층 남성, 청년층 여성 임금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수의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도 존재하지만, 그것
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동일한 교육
수준이나 경력에 대해 다른 대우를 받았음에도 발생하는 임금격차도 있지만,
동일한 일자리 특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중고령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수하는
임금격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분위별로 임금격차의 양상이 상이하다.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한 임금격차 분석결과를 보면, 중고령층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임금군일수록 상대적 임금격차가 커지는 반면, 청년층 여성과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저임금군일수록 상대적 임금격차가 커진다. 그리고 두 경우
에서 모두 고임금군으로 갈수록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적인 임금격
차가 더욱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저임금 중고령층 여성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 여
성이 중고령층 남성, 청년층 여성과 같은 일자리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같은 일자리를 가지더라도 중고령층 여성이란 이유로 받는 차별을 없애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임금군에서는 중고령층 남성, 청년층 여성과의 임금격차 모두에서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의 동일화나 계수값의 동일화보다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변수와 계
수를 같게 함으로써 증가하는 중고령층 여성의 임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중고령층 여성 노동자의 노동 현실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연
령에 의한 차별의 중첩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호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중
첩된 차별이 계속될 경우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참여는 이들을 경제활동에 참
가하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
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고령층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에 앞
서 중고령층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첩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호구성: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 이정아· 정주연) 

83

분석결과는 종사상 지위나 고용형태, 산업, 직종 등에 있어 중고령층 여성이
중고령층 남성이나 청년층 여성의 비중이 큰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
록 하거나 중고령층 여성이 많은 일자리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는 중고령층 남성이나 청년층 여성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는 중고령층 여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두 측면에서의 정책 방
안이 모두 차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고령 여성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최저임금 인상, 나쁜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등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책과 함께
경력단절, 승진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중고령
층 여성의 접근방안 개선 등 중고령층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을 개선시키
는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결과는 저임금층에서
는 연령차별 시정정책이, 고임금층에서는 소위 유리천장이라 불리는 성별차별
개선정책이 중고령 여성의 중첩적 차별을 완화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이상의 정책들과 함께 관리직, 전문직
으로의 여성 진입 촉진 및 해당 직종 내 성차별 시정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
은 중고령 여성을 위한 정책, 민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
스업에서의 중고령 여성 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임금 중고령 여성 노동자의 일
자리 질적 수준 제고 등 저임금 중고령 여성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이 중고령
여성 노동자의 중첩적 차별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들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향후 가구부문에 대한 변수와 사
업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변수들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는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 및 임금구조는 가구, 사업체, 지역 등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이와 관련된 분석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이용해 집단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는
데 있어 평균 수준의 분석에 머물지 않고 분위별 분석을 통해 저임금층, 중위임
금층, 고임금층에서 각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것과 등위임금선을 통해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본 연구가 가진 장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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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 연령층을 추가한
임금격차 분석을 통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도 향후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연
구로 생각된다. 중고령 여성의 중첩된 차별이라는 주제에 보다 집중하고, 출산
및 육아 등의 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의 한계 등
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령대 여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못한데,
향후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변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중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중요해진 최근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통한 분석으로 보다 자세한 중고령 여성의 중첩된
차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고령 여성의
현실을 개선시키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
안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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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구주여부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유무
초졸 이하
중학교졸
교육
수준

고등학교졸

10분위

50분위

0.070*
0.002
-0.001***
0.075***
-0.059***

0.058
0.028***
-0.003***
0.152***
-0.085*

0.068
0.004
-0.002***
0.112***
-0.047

0.001
-0.025**
0.001*
0.054
0.005

-0.012

-0.043

-0.014

-0.021

-

-

90분위

-

-

2년제대졸

0.048*

0.010

0.098**

0.063

4년제대졸

0.085***

0.008

0.011

0.175***

대학원졸
경력(근속연수)
경력제곱
교육훈련여부
노동시간
상용직
종사상
임시직
지위
일용직

0.184***
0.016***
0.000
0.075***
0.003***
-

0.063
0.008*
0.000
-0.009
0.012***
-

0.051
0.028***
0.000***
0.060**
-0.003***
-

-0.140***

-0.186***

-0.256***

0.513***
-0.005
0.001***
0.139***
-0.001
0.047

-0.213***

-0.377***

-0.184***

0.129**

-0.059***
-0.663***
-0.032
0.027
-

-0.066**
-1.089***
-0.017
-0.043
-

-0.048*
-0.340***
-0.185***
0.083***
-

-0.001
-0.023
0.026
-0.162***
-

5~9인

0.181***

0.225***

0.139***

0.051

10~29인

0.217***

0.240***

0.175***

0.094**

30~99인

0.197***

0.195***

0.151***

0.109**

100~299인

0.252***

0.212***

0.178***

0.229***

300인 이상

0.423***

0.264***

0.249***

0.504***

-

-

-

-

한시직노동
시간제노동
비전형노동
노조가입여부
5인 이하
기업
규모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

최소자승
회귀분석

산업
직업

-

-

-

-

상수

5.251***

4.077***

5.480***

6.517***

3,527

3,527

3,527

3,527

0.674

0.330

0.494

0.327

표본수
조정된 



주 :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산업과 직업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음. 그 결과는 생략함.

87

88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3호

<부표 2>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최소자승
회귀분석
가구주여부

0.012*

연령

-0.002***

연령제곱
배우자유무

교육
수준

0.055***

0.038*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

10분위
0.018
0.040**
-0.005***
0.000

50분위
0.063***
0.006
-0.001**
0.022

90분위
-0.039
0.018
-0.001
0.021

초졸 이하

-0.088***

-0.079

-0.062***

-0.202***

중학교졸

-0.067***

-0.036

-0.052**

-0.244***

고등학교졸

-

-

-

-

2년제대졸

0.130**

0.268**

0.033

0.394**

4년제대졸

0.212***

0.156

0.074

0.739***

대학원졸

0.260***

0.225

0.076

0.662***

경력(근속연수)

0.007**

0.010

0.011***

0.016*

경력제곱

0.000***

0.000

0.000**

0.002***

교육훈련여부

0.058***

0.017

0.055**

0.173***

노동시간

0.007**

종사상
지위

0.016***

0.028***

0.011***

상용직

-

-

-

임시직

-0.181***

-0.254***

-0.200***

-0.150**

일용직

-0.314***

-0.494***

-0.241***

-0.072

-0.035*

-0.197***

-0.458***

-0.175***

-0.136

-0.013

-0.041

0.246***

0.064

0.056

0.769***

한시직노동

-0.031

시간제노동

-0.289***

비전형노동

0.042

노조가입여부

0.175***

5인 이하
기업
규모

0.027

-

-

-

-

5~9인

0.102***

0.177***

0.073***

10~29인

0.123***

0.132**

0.123***

-0.057

30~99인

0.153***

0.197***

0.196***

-0.018

100~299인

0.191***

0.134

0.201***

0.115

300인 이상

0.309***

0.198

0.231***

0.423***

-

-

-

산업

-

-0.015

직업

-

-

-

-

상수

4.549***

3.014***

4.271***

6.777***

2,735

2,735

2,735

2,735

0.644

0.327

0.406

0.455

표본수
조정된 



주 :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산업과 직업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음. 그 결과는 생략함.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호구성: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 이정아· 정주연) 

<부표 3> 청년층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구주여부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유무
초졸 이하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교육
수준
2년제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경력(근속연수)
경력제곱
교육훈련여부
노동시간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한시직노동
시간제노동
비전형노동
노조가입여부
5인 이하
5~9인
10~29인
기업
규모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산업
직업
상수
표본수
조정된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

최소자승
회귀분석

10분위

50분위

90분위

0.051***
0.043***
-0.002***
0.024*
-0.054
-0.046
0.100***
0.188***
0.309***
0.017***
0.000
0.099***
0.011***
-0.175***
-0.484***
-0.059***
-0.399***
0.008
0.084***
0.051***
0.099***
0.173***
0.194***
0.301***
4.677***
3,408

0.039
0.109***
-0.005***
-0.029
-0.073
-0.377***
0.191***
0.152***
0.291**
-0.025
0.002
0.117***
0.035***
-0.158***
-1.312***
-0.060
-1.840***
0.281***
-0.055
0.077
0.071
0.142**
0.154**
0.145**
2.778***
3,408

0.048**
0.042***
-0.002***
-0.014
-0.184*
-0.191***
0.076***
0.152***
0.224***
0.031***
-0.001*
0.074***
0.002
-0.226***
-0.248***
-0.071***
-0.149***
0.061*
0.048**
0.026
0.069***
0.137***
0.168***
0.188***
5.026***
3,408

0.065*
-0.027**
0.002***
0.139***
-0.045
0.092
0.022
0.217***
0.568***
0.011
0.004***
0.132***
0.000
-0.090***
0.006
-0.108***
-0.069
-0.074
0.226***
0.017
0.058
0.142***
0.225***
0.564***
6.019***
3,408

0.667

0.584

0.358

0.284

주 :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산업과 직업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음. 그 결과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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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utual Construction of Aged Women Workers and the
Low Wage Work : The Study on Gender and Age Discrimination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of Aged Women
Kim, Soohyun・Yi, Junga・Jeong, Jooyeon
This study analyzes gender and ag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ged
50-64 in the labor market. The situation of aged women, that they are
confronted with gender discrimination and age discrimination at the same
time in the labor market, was not addressed well in the prior studies of
productive ageing, active age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feminization of
poverty. So this study explores this discrimination of aged women using
wage contour, industry-job matix and Oaxaca-Blinder wage decomposition
method based on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and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aged women's job are tend to be limited
to low wage work and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coexists with age
segregation together, low wages of aged women are caused by the difference
of job characteristics and discriminative treatments rather than different
productivity, and the aspects of wage disparities and discriminations of
quantile wage groups are different. And this is also proved that reducing the
discrepancy of job characteristics between others and the discrimination from
the discrepancy of the job characteristics are effective to improve the
situation of aged women who should not pay equally.

Keyword : wage differential of aged women, gender discrimination, age
discrimination, wage contour,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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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
강 순 희**

본 연구는 2011년도『고졸자 취업진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실태와 취업결정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교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과 진로지도가 취업과 노동시장 정
착가능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고졸 취업자는 대졸 취업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으며, 또한 직장에서 업무와 교육수준의 미스매치가 크고, 구직정보 획득
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상담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업계열의 경우와 고교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에 취업이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교 졸업 이후 현재
직장 이전의 일자리 경험 여부나 횟수는 취업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서는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 직장 이전의 일자리 경
험은 현재 일자리에 정착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남자의 경우 재학 중 진
로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높으나 여자는 반대이며, 재
학 중 진로상담 경험은 남녀 모두에서 오히려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가능
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고교에서 진로관련 경험이나 취업과 관련한 진
로상담 프로그램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남녀
모두에서 고교 재학 중의 성적이 높을수록 또한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클수록 협의의 정착가능성, 즉 현재 일자리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논문접수일: 2013년 3월 18일, 심사의뢰일: 2013년 5월 2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19일
* 본 논문은 경기대학교의 2012년도 신진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교수(soonhiekang@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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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층 고용문제 가운데 고졸자가 대졸 청년층과 구별되는 구
조를 가지고 있기에 특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교 재학 중
에 진로관련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진로상담을 포함한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조기에 알맞은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의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 시
스템, 직업훈련 정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고졸자 노동시장, 취업결정요인,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 진로지도

Ⅰ. 서 론

대졸자 과잉공급 등으로 인한 청년층 실업문제, 유휴화와 관련하여 그간 정
부는 대학 구조조정과 더불어 고졸채용 확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육성 등
고졸자 취업 장려 및 유인 정책을 통하여 청년 고용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진학률이 최근 들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1)
그러나 고학력 선호가 여전히 강하여 취업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을 꾀하고
동시에 공급과잉인 대졸자들의 하향취업 가능성이 크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러한 고졸자 노동시장이 안정적이고 종극적인 노동시장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고졸 청년들이 과거처럼 제조업 중심의 정규직 일자리로 이
동하기보다는, 임시적 또는 비정규적인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사회적 취약계층
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상급학교 진학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고졸자 내에서도 재학 중에 진로에 대한 준비를 거쳐 대학 진학
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다 취업도 용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것이기에 이들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
1) 고교 졸업자 중 취업자는 2009년에 일반계고 3,000여 명, 특성화고 25,000여 명에서 2011
년에는 각각 5,000여 명, 35,00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강순희) 

93

면서 경력개발을 꾀할 것이다. 특히 본래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
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관련하여 Pascual(2000)은 진로지도가 효과적으로 일자리 탐색을 하도록 하
여 취업효과를 제고하는 예방적 고용정책으로서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White & Killeen(2002)은 진로지도가 직무만족도를 높여 일자리 정착에 효과
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그간 고졸자들의 경우 대졸자 이상에 비하여 실업률이 높으며, 취업할 경우
에도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다수의 연구들에도 불구하고(전병유․이상일,
2003; 정인수․남재량․이승우, 2006; 김안국․신동준, 2006, 2007; 김유선․권
혜자 외, 2009; 박상현, 2012; 박진희, 2012; 윤형한․신동준, 2012 등), 이들의
노동시장 정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 정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고졸자들의 초기
취업이 불안정하고 열악하며, 경력개발을 수반하지 못하는 빈번한 노동이동을
근거로 이들이 노동시장의 저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김안
국․신동준(2007)의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더구나 전국 수준의 대규모 조사 자
료를 가지고 고교 재학 중의 진로선택과 관련한 활동이 고졸자들의 취업과 노
동시장 정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은 더욱 미흡하다.
이와 같이 고졸자들의 노동시장 정착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 속에서 고졸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고졸자로
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이행정보가 불충분하
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노동패널(KLIPS), 청년패널(YP), 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등에서도 고졸 미진학자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나 그 표본수가 충분하
지 않아 세부 항목별 심층 분석은 어려웠다. 2011년에 실시된『고졸자 취업진
로조사』(HSGOMS2011)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과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대졸자 위주로 사회적 여론과 정책이 형
성되고 고졸 미진학자들이 정책 및 연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시점
에서, 본 연구에서는『고졸자 취업진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그간 별로 다루
어지지 않았던 고졸자들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즉 이들의 노동시장이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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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종극적인 노동시장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
러 이러한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개인적 배경, 고교생활, 직무특성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고교 재학 중의 진로준비가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교 재학 중의 진로에 대한 준비를 거쳐
노동시장 진출을 선택한 경우에 취업이 더 용이한지,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은
어떠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고졸 청년층의 취업실태를 대졸자와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배경, 경력, 고교 재학 중의 진로선택과 관련한 활동이 이들의
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취업한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
과로부터 고졸자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과 안정적인 정착 및 경
력경로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졸자의 노동시장 정착에 대한 논의
고졸자 노동시장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일부이기에 그 정착성도 먼저 청년층
노동시장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관련 이론이나 그간의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년층 노동시장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은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
을 때까지 실업상태에서 구직을 계속하든지 다시 진학을 꾀할 수도 있으며, 취
업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취업 중 일자리 탐색(on-the job
search)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이병희 외, 2002; 이병희, 2003; 남재량․
이철인 외, 2011 등). 이러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동화 또는 노동시장 정착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아니면 두 주체의 공동 결정으로 이루어지
게 된다.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노동시장 정착은 인적자본이론, 노동이동이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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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색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개인들은 기
대수익의 현재 가치가 기대비용의 현재가치보다 더 큰 경우 추가적인 교육선택
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으로부터의 기대수익과 기대비용에는 심리적 측면
등 비금전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 시 금전적인 보상만으
로 고교 졸업 후 취업 시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클 수 있으나, 사회적․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할 경우 대학 졸업이 주는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크다면 고교
졸업 후 일단 취업을 하였다하더라도 다시 대학 진학을 선택할 유인이 클 수가
있다. 노동이동이론의 관점에서는 이동을 통한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그 비용
을 넘어서는 경우 이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직
장이동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논거가 되는데, 특히 진로와 직업정보 등이 불충
분한 경우 경험이 일천한 청년들의 경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빈번한 노동이
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클 수가 있다. 직업탐색이론은 구직자의 직업탐색 활동
과 기업의 근로자 탐색활동, 그리고 이 둘에 의한 탐색기간(실업기간)의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청년들의 경우 불완전 정보, 직무나 숙련, 그리고 유보임금
과 제공되는 일자리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직업탐색 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
과 실업을 반복할 수 있음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남재량․이철인 외(2011)
에서는 직업탐색이론을 마찰적 요인(market friction), 임금제안의 질적 요인
(wage-offer distribution), 본인의 선택(reservation wage)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강조점이 다를 뿐이
며, 현실에서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착
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인적자본투자의 관점에서 개인은 고
등교육이나 노동이동, 시장정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기대수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정착까지 잦은 이동
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구직기간도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론을 복
합하여 개인들의 노동시장 정착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 본다.
이는 Ryan(2001)의 연구에서도 보여지는데, 그는 일자리의 기대수익(인적자본
투자이론)과 더불어 정보비대칭성(직업탐색이론)이 청년층의 높은 노동이동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Jovanovic(1979)은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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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초기에 빈번한 일자리 탐색(job shopping)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매칭모델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동을 통한 인적자본투자수익의 극대화 행동이라
는 측면에서 인적자본투자이론과 노동이동, 직업탐색이론을 혼합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다.
한편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고용전략도 청년층 노동시장의 정착성에 중
요한 작용을 한다. Anderson(1993)은 기업이 채용과 교육훈련, 해고, 실업보험
부담 등의 고용조정비용이 클수록 고용조정을 덜 하려는 전략을 쓰기에 그러한
경우 종업원의 정착성은 커지게 되며, Akerlof and Yellen(1986)은 효율임금이
론(efficiency wage theory)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
으로써 종업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직장과 일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 증
대를 가져옴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 등 보상
이 증가하는 기업의 보상제도도 근로자의 정착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청년층 노동시장이 하나의 경쟁적이며 연속적인 노동
시장임을 전제로 한 이른바 경쟁노동시장가설에 근거한 이론이다. 청년층의 노
동시장 정착과정은 청년층 내에서도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또는 성별 등에 따
라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
여 경쟁적 노동시장과 대비되는 노동시장구조론으로 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Osterman(1980), Marsden and Germe(1991) 등은 분단된 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에서 청년들은 저임금의 이차적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고임금의
일차적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리는데, 그동안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
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시장의 분단성
(segmentation)이 강하고2) 고학력화가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고졸자와 대졸(이
2) 일찍이 이효수(1984)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성과 학력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단되어 있음
을 주장하였는데, 이후 류장수(1993)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이 숙련별로 분단되어 있으
며, 전병유․이상일(2003)은 청년 일자리 집약산업에 대한 숙련수준별 분석을 통하여 고졸
미진학층이 취약계층으로 퇴적되고 있어 분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김안
국․신동준(2007)은 명시적으로 분단화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졸자들의 초기 취업이
불안정하고 열악하며, 경력개발을 수반하지 못하는 빈번한 노동이동을 근거로 이들이 노동
시장의 저층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이시균․양수경(2012)은 청년남자들의
경우 노동시장 분단화로 인하여 초기에 양호한 일자리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미취업
에 따른 오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기간이 길어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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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사이의 노동시장의 구조나 그 안정성에는 차이가 클 수 있다. 하지만 본
고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구조론 등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는 방법론이나 자료
의 한계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며, 추후 별도의 연구주제로 남겨 놓는다.
이제 고졸자의 노동시장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간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고졸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병유․이상
일(2003)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 속에서 고졸자 일자리가 전문
대졸자로 대체될 가능성(crowding-out effects)이 있고, 고졸 계층이 고용성과에
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정인수․남재량․이승우(2006)는 고졸 청년 실업자가 전체 청년 실업자의
60%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업률도 가장 높으며, 고졸자를 세부 그룹별
로 나누어 볼 때 순수 고졸자 및 대학 중퇴 집단의 실업률이 대졸자보다 높은
것은 이들의 빈번한 이직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난
다는 것은 일자리와 근로자의 불합치(mismatch)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한다.
김안국․신동준(2006)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1차와 2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고 유휴화율이 매우 높음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고 졸업 청년들은 실업고(현 특성화고) 졸업 청년들
보다 노동시장 이행이 어렵고, 고졸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은 청
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직종과 업종에의 취
업이 많았는데 대부분 경력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김안국․신동준(2007)도 고졸 청년층이 매우 빈번한 노동이동을 하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직장이동에 의한 근무형태와 종사상 지위의 변화분석
을 통하여 이러한 직장이동이 정보를 탐색하여 자신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
아가는 과정이 아니며 숙련형성이나 경력개발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형한․신동준(2012)은 교육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통하여 고졸
취업자가 전문대졸, 대졸 이상 등에 비하여 작은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
금근로자나 상용근로자인 비중이 낮고 임시일용근로자인 비율은 훨씬 높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분석에 따르면, 고졸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가장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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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월평균 임금은 가장 낮다. 청년층 취업 임금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현재 일
자리를 유지하는 비율도 고졸이 가장 낮았는데, 고졸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현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
답한 비중이 전문대졸이나 대졸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생계 문제로 불가피하
게 현재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이
지난 1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고졸 청년의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 참여시간은 전문대졸이나 대졸 이상에 비해 낮다.
박진희(2012)는『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미진학 고졸 취업자들
의 고용구조와 노동이동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근로시간 등 작업여건의 불만족으로 노동이동을 희망
하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장함을 밝히고 있다.
박상현(2012)은 본 연구와 같이『고졸자 취업진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서, 남자 고졸자들이 여자에 비하여 고용성과가 미흡하며, 취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많이 취업하고 있
고, 일자리 만족도 중 인사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기업체 내의 인사관
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졸자와
비교분석을 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기술통계 분석에 그치고 있다.
노경란․허선주(2012) 역시『고졸자 취업진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
고를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개인 및 가구특성, 취업
목표, 학교 및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교육 및 훈련, 구직활동과 관련한 변인들
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6가지 모형을 실증한 결과, 부모학력, 가계소득, 취업
목표 유무, 학교교육 및 진로지도 만족도,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직업교육훈련
등은 취업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할수록 오히려 취업이 어려
울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하고
있지 않다.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이상의 논의나 선행연구 결과에서 볼 때, 고졸자의
경우 대졸자들에 비하여 노동시장에 정착하기까지 이동이 잦으며, 취업할 경우
에도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정형화된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
한 이유로 고졸자들이 취업한다 하여도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려고 하거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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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학교로의 진학을 꾀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할 것임을 짐
작케 한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에서는 고졸자 노동시장의 열악한 실태나 이행의 불안정
성에 주목하고 있을 뿐 고졸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그러한 일자리에
정착할 가능성이 어떠한지, 즉 고졸자 노동시장이 군 입대, 대학 진학 등으로
나아가는 임시적이고 경과적 경로는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
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고교 재학 중 진로준비 활동이 어느 정도 취업이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고 있지 않다.

2. 연구문제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고졸자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에 초점을 맞추
어 본격적으로 조사한『고졸자 취업진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상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분석을 통하여 고졸자들이 취업실태를 대졸자와 비교하여 분석함
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가『고졸자 취업진로조사』자료를 통해서도 지지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고졸자들의 취업실태가 대졸자들에 비하여 열악하다면 그 이유
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졸자들의 취업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인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고졸자들의 경우 취업 등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연령 등 개인적 배경,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
소득, 가구원 수, 자녀 수 등의 가족적 배경, 고교 재학 중 성적, 고교계열, 재학
중 징계여부, 일 경험, 진로관련 활동 등 학교생활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
고 있다(채창균, 2006; 최동선, 2008; 박혜숙, 2009; 김안국․신동준, 2011; 노
경란․허선주, 2012; 변수용․김경근, 2012 등).
이들 변수 이외로 여기에서는 특히 고교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이나 진로상
담 등에 대한 참가 정도 등 진로준비 노력이 취업결정이나 노동시장의 정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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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로인식단계, 중학교는 진로탐색단계, 고등학교는 진로준비단계, 대학교는
진로전문화단계로 구분되는데(김충기, 2000), 이 중에서도 고등학교에서의 진
로탐색과 관련한 노력이 그 이후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 한다(김강호․정윤경, 2009). 이들 진로발달 연구에서는 주로 진로성숙도라
는 개념 틀에 입각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진로계획이나 진로결정 및 행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는 개인의 태도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김
강호․정윤경. 2009), 노동시장 성과에는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직
업훈련, 자격증 취득, 외국어 준비, 일 경험 등 개인의 취업준비 행동이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는 꽤 있으나, 재학 중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나 취업지원 등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연구는 이상준(2009), 강순
희․이상준(2009)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1 : 고졸자들의 개인적 속성, 가족적 배경, 고교계열 등 학교특성, 재
학 중 성적 등 학교생활, 일 경험, 군 입대 계획 등은 취업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 특히 고교 재학 중 취업목표 설정, 진로관련 경험이나 진로상담 등
의 진로준비 노력은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은 취업한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지, 즉 고졸학력으로서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더라고 계속하여 노동시장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
운 경력개발 경로를 찾고자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관련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층 노동시장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적인데,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상태
에서 구직을 계속하든지 다시 진학을 꾀할 수도 있으며, 취업상태에서도 계속
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취업 중 일자리 탐색을 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금 등 금전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결혼시장이나 심리적 보상
등 비금전적인 측면을 포함할 경우, 고등교육으로부터의 기대수익이 기대비용
보다 훨씬 클 수가 있기에 고교 졸업 후 일단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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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진학을 선택할 유인은 클 것이다. 더구나 진로와 직업정보 등이 불충분한
경우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잦은 노동이동을 하
게 될 것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나 진로준비와 관련한 활
동은 노동시장 정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대, 출산 및 육아
등에 따라 생애경로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기대비용과 수익은 남녀 간에 차이
가 클 수 있기에 노동시장 정착가능성도 남자 고등학생과 여학생 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두 번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1 : 취업한 고졸자들은 고졸학력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거나 아
니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더라고 계속하여 노동시장에 머무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경력개발 경로를 찾고자
하는가?
연구문제 2-2 : 이러한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개인적 특성, 가족배경, 고교생활,
졸업 이후 일자리 경험, 특히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이나 진로상
담 등 진로준비 노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 그리고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은 남자와 여자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Ⅲ. 자료와 분석방법

1. 자 료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는 2011년에 조사된『고졸자 취업진로조사』
(HSGOMS2011)이다.3) 이 조사에서는 201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들 가운데
대학 진학자, 재수생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이 되는 미진학 고졸자 5,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4) 현재의 경제활동상태, 현재 및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재학
3) 당초 이 조사는 패널조사로 기획되었으나, 고졸 청년층의 특성상 군 입대 변수와 패널유
지관리, 조사의 어려움 등이 고려되어 일단 횡단면조사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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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육 및 진로선택과 관련한 사항, 졸업 후 구직활동과 교육훈련 등을 묻고
있다. 특히 졸업 전 진로선택 활동과 관련하여 취업목표 설정여부 및 그 내용,
취업준비 활동으로서 고교에서의 진로상담, 직업정보 제공, 진로관련 검사 등
을 포함한 진로지도, 학교의 기술습득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지원, 본인 스스
로의 진로준비 관련 활동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졸 취업자와 대졸 취업자의 비교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 중
졸업시기가 가장 가까운『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2009) 자료
를 사용하였다. 조사 시기는 HSGOMS2011이 2011년 5월이며, GOMS2009가
2010년 9월로 약 8개월의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졸업시점은 차이가 조금
더 큰데, HSGOMS2011는 2011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며, GOMS
2009는 2008년 8월과 2009년 2월에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어
서 졸업 후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이 HSGOMS2011의 경우에는 3개월에 불과하
나 GOMS2009는 20개월 정도에 이른다. 해석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본래『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는 일반계고 학생 700여 명이 표본
으로 포함되어 조사되었으나 응답부실 등이 많아 공개된 원시자료에는 이들 응
답은 빠져 있기에 여기에서 사용된 고졸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두 특성화고등
학교 졸업생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졸자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특성화고등
학교 졸업자에 대한 분석이다.5)

2. 변수와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재학 중 진로준비를 포함하여 개인 특성이
나 가족배경, 경력,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 등이 취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
4) 이는 2011년 4월 기준의 전국 고졸자 조사모집단에서 층화이중추출법(stratified double
sampling)으로 추출한 수치이며, 이하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한 54,046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할 것이다.
5) 굳이 논의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노동시장’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인문계고 졸업자 대부
분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학준비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현실에서, 고졸자 노동시
장은 사실상 특성화고 졸업자 노동시장과 거의 같은 범주로서 고졸자 노동시장을 대표한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논문제목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분명히 하였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강순희) 

103

치는지, 즉 취업결정요인을 보기 위하여 현재의 일자리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로는 먼저 개인적 속성변수로서 성별만을, 고교특성과 학교생활 변
수로서 학교계열, 재학 시의 성적,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진로준비와 관련한
변수로서 취업목표설정 여부, 교육과정 만족도, 진로관련 경험의 빈도 또는 여
부, 진로상담 경험 유무, 그리고 고교 졸업 후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 여부와
횟수,6) 가구배경으로서 부모님의 학력, 가구원 수, 부모님의 총소득 등을 포함
하였다.7)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미진학자의 경우 군 입대가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향후계획으로 ‘군 입대’를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취업
결정요인 분석 시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개인적 속성변수로는 연령, 학력, 혼인,
가구주 여부 등이 있으나 본 자료가 2011년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에
성별 이외의 변수들은 큰 차이가 없어 변수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아 배제하였
다. 대졸자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재학 중 취업준비 노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박성재․반정호, 2006; 안준기, 2009; 김정숙, 2009; 노경란․박
용호 외, 2011 등)를 참고하여 고교 재학 중 취업준비 노력으로는 재학 중 취업
목표 설정, 교육과정 만족도, 진로관련 경험 횟수, 진로상담 경험 변수를 포함
하였다.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 횟수’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경험한 행동8)의 빈도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빈도에 대한 응답은 5
6) 고교졸업 후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에 정착하기까지 경험한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성의 임시
적 일자리일수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경험여부와 그 대신에 일자리 경험 횟수를 변수로
한 분석을 각각 시행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7) 이러한 변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격 등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한 내
생성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고교 성적이나 학교생활 만족도 문항은 개인이 지닌 잠재
적 능력, 성실성, 기타 성격 등의 관찰하지 못하는 변수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
이라 본다. 특성화 고교생 중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은 비교적 성실하며, 잠재적인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8) 진로관련 경험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②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적이 있다. ③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
다. ④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적이 있다. ⑤ 나
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다. ⑥ 진로와 관련하여 나
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⑦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학원수강이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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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무응답 및 결측값은 평균에서 제외하였다. ‘재학 중 진
로상담 경험’은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 가운데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진
로상담 및 지도’를 경험한 경우를 의미한다. 부모학력의 경우 교육연수로 변환
하여 이용하였으며 재학, 중퇴, 휴학의 경우 졸업에 해당하는 교육연수에서 1을
차감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범주형 변수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소득 없음’
의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그러고 나서 고졸자들의 노동시장이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선택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향후 진로계획 중 대학진학이나 유학, 어학
연수 등 ‘계속 학습 희망자’가 현재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고졸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경력경로상
자발적 취업선택’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임시적인 경우라면, 취업자의 경우에도 향후 대학 진학이나 유학 등 계
속하여 학습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미취업자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토대로 고졸자들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을 실증하기 위
하여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동시장에
의 정착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종속변수로는 향후 진로를 묻는 항목에서 ‘현
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협의의 정착가능성)는 응답과 나머지 응답으로 나눈
것과,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직장 옮김+취업+개인사업이나 창업’(광의의
정착가능성)과 나머지 응답으로 나눈 두 가지를 채택하였다. 또한 고졸자의 진
로에서 군 입대, 대학진학이나 향후 경력경로 등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교 재학 중의 취
업관련 노력과 종속변수로 채택한 향후 진로 문항의 상관관계가 클 수 있기에
설명변수에 고교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먼저 처리하
고 다음으로 고교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을 포함한 모형을 처리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9)
설명변수로는 취업결정요인에서의 개인특성, 학교생활, 가구배경, 현 직장 이
9) 이에 대하여 유익한 논평을 하여준 익명의 논평자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로
나눈 다음의 위계적 회귀분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개
인의 특성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횡단면 자료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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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자리 경험 변수 이외로 현재 일자리의 특성으로서 임금근로자 여부, 대기
업 여부, 제조업 여부, 생산직 여부, 그리고 현재 취업에서의 만족도를 추가적
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현재 취업에서의 만족도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채택한
모형 이외로 ‘임금/소득 만족도’가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만족도’ 대신에 이를 채택한 모형으로 나누어 검증하
였다.

Ⅳ. 실증분석

1. 고졸자의 취업실태
먼저 고졸자의 취업실태를 대졸자와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자. 현재 일자리
의 종사자 수를 보면, 고졸자의 경우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에 43.3%, 300인
이상 사업체에는 30.8%가 취업하고 있는 데 비해, 전문대졸자는 각각 46.7%,
27.1%, 대졸자는 각각 29.4%와 40.2%로서 고졸자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규모
는 전문대졸자보다는 오히려 큰 곳이 많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종사하는 사
업체의 규모만으로는 고졸자들이 고학력자, 특히 전문대졸자보다 열악한 환경
에서 일한다고 말하기 어렵다(표 1).
따라서 취업자들의 고용실태를 개인 단위에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 2>
에서 학력별 취업실태를 종사상 지위에서 보면, 고졸자의 경우 상용직의 비율
이 64.3%임에 비하여 전문대졸자는 84.2%, 대졸자는 85.1%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고졸자들은 임시, 일용직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고졸 취업자들이 전
문대졸 이상 계층보다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
다.10)
상 이는 본 연구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로서 향후 성향점수매칭(PSM) 등 다른 방법론
을 통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10)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일자리, 즉 기간제 근로 여부에서도 확인된다. 고졸자들은 근
로계약이 정해져 있는 일자리(‘계약직’)에 취업한 비율이 42.7%임에 비하여 전문대졸자
는 17.5%, 대졸자들은 20.9%에 그치고 있다. 즉 전문대졸 이상자들은 통상적인 정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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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자리의 종사자규모
(단위 : 명, %)

종
사
자
수

1〜10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999명
1,000명 이상
전체

고졸
27.8
15.7
14.8
11.2
10.7
20.1
40,728(100.0)

전문대졸
28.9
17.8
16.1
10.0
7.1
20.0
153,511(100.0)

대졸
16.0
13.4
19.1
11.1
11.2
29.0
204,226(100.0)

<표 2> 종사상 지위
(단위 : %, 명)

상용직
종 임금
임시직
사 근로자
일용직
상
고용주
지 비임금
자영자
위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고졸
64.3
32.6
2.5
0.1
0.5
41,024(100.0)

전문대졸
84.2
8.5
1.2
3.2
2.7
0.2
153,512(100.0)

대졸
85.1
10.4
0.7
1.5
2.3
0.1
204,226(100.0)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일의 내용과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스스
로 판단하기에 ‘교육수준과 일의 수준이 알맞다’는 응답은 고졸자가 51.8%임
에 비하여 전문대졸자는 72.6%, 대졸자는 73.0%로서 고졸자가 교육수준과 적
합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11)
또는 무기계약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크게 높다. 근로계약을
정한 기간제 근로의 경우에도, 고졸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이 83.0%로 다수를 차지함에
비하여 전문대졸자나 대졸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각각 28.9%, 34.2%에 그치고 있으
며 1년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 내에서도 고졸자들이 상대적으로 단
기적 일자리로서 고용불안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교육수준과 일의 내용의 일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한계도 있지만
객관화가 가지는 비포괄성을 극복하는 장점도 있다. 한편 고졸자의 교육수준에 비하여
일의 수준 적합도가 낮은 것은 고졸자의 일자리의 성격에서도 나타나는데, ‘낮다’는 응답
자의 54.4%가 임시․일용직으로 전문대졸의 21.3%, 대졸자의 21.0%보다 훨씬 높고,
‘높다’는 응답자 중 상용직 비율은 81.9%로 전문대졸의 87.4%, 대졸자의 88.0% 등에
버금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에 취업한 고졸자들은 그러한 일자리가 교
육수준에 비하여 낮다고 느끼고, 높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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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 직장 일의 내용과 교육수준
(단위 : 명, %)

교육
수준
보다

고졸
31.3
51.8
16.9
40,927(100.0)

일의 수준이 낮음
일의 수준이 알맞음
일의 수준이 높음
전체

전문대졸
16.0
72.6
11.4
153,510(100.0)

대졸
15.2
73.0
11.8
204,228(100.0)

주 : 낮음은 매우 낮음과 낮음, 높음은 매우 높음과 높음의 합계임.

<표 4> 현재 일자리 정보 취득경로
(단위 : 명, %)

일자리
정보
취득
경로

학교
대중매체
인적네트워크
공공
인터넷
기타
전체

고졸
0.0
4.7
81.9
1.2
10.9
1.4
41,002(100.0)

전문대졸
8.2
3.2
42.1
1.5
39.7
5.3
150,875(100.0)

대졸
8.7
1.6
31.0
0.8
51.7
6.2
186,774(100.0)

한편 현재 일자리 정보를 취득한 경로에서는 고졸자의 경우 부모, 친척, 친구,
선후배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비중이 81.9%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졸자 42.1%나 대졸자 31.0%에 비하여 크게 높다. 학교나 학원을 통
한 경우는 전혀 없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한 경우도 10.9%로서 고학
력자에 비하여 크게 낮다. 이와 같이 고졸자들이 주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현재 취업한 일자리의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은 고학력자들에 비하여 이들을 위
한 일자리 정보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또한 고졸자들이 구직을 함에 있
어 정보를 모르거나 비체계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에서 볼 때, 고졸자들이 취업한 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도 고학
력자에 비하여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 시간당 임금을 보면, 고졸자들의 경우는
전문대졸자의 70.5%, 대졸자의 58.7%에 그치고 있다.

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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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현 직장 시간당 임금
(단위 : 원)

학교유형
고졸
전문대
4년제 대학

시간당 임금
5,866.3(100.0)
8,317.9(141.8)
9,991.9(170.3)

주 : 1) 연봉은 연봉/12개월, 주급은 주급*52주/12개월, 일급은 일급*5일*52주/12개월,
시급은 시급*8시간*5일*52주/12개월로 계산한 것을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2) ( )는 고졸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상대임금임.

이와 같이 고졸자의 고용형태나 근로조건 등 노동시장 실태가 전문대졸자나
대졸자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은 인적 속성이나 직무적 특성 등을 통제하여
분석한 윤형한․신동준(2012), 김유선․권혜자․김종진․이명규(2009)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2. 취업결정요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고졸자라 할지라도 재학 중 진로준비를 통하여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하였다면,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취업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또한 개인 특성이나 가족배경, 일자리 경험,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 등에 따라서도 취업성과는 달리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취업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기초통계를 보면, 2011년 2월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76%는 취업한 상태로서 그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서는 남
자가 여자보다 조금 많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은 상업계열이 49%로 가
장 많고, 공업계열이 42%, 기타계열이 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 성적
은 중위권을 중심으로 정규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고교 재학 중에 취업목표
를 설정하였다는 고졸자는 43.6%이고 교육과정 만족도나 학교생활 전반적 만
족도는 대체적으로 ‘보통’에서 ‘만족’ 사이에 있다. 진로관련 경험빈도의 경우
2.67로 ‘보통’과 ‘거의 없음’ 가운데 분포하고 있으며, 진로 상담은 83%가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졸업 이후 현 직장 이전에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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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수의 기초통계
종속변수
개인속성

학교생활

재학 중
취업관련노력
일자리 경험

가구배경
향후계획

변수명
취업여부
성별(남자)
계열_공업
계열_상업
계열_종합
계열_실업
계열_기타
성적_상위권
성적_중상위권
성적_중위권
성적_중하위권
성적_하위권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5점 척도)
취업목표 설정 여부
교육과정 만족도(5점 척도)
진로관련경험 빈도(5점 척도)
진로상담경험 여부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 여부
현 직장 이외 일자리 경험 횟수
아버지 학력(년)
어머니 학력(년)
가구원 수(명)
가구소득(범주)
군입대

평균
0.759
0.517
0.420
0.494
0.019
0.014
0.053
0.089
0.250
0.333
0.226
0.101
3.423
0.436
3.350
2.675
0.832
0.120
1.322
11.640
11.354
3.277
2.967
0.267

표준편차
1.368
1.599
1.579
1.600
0.438
0.375
0.717
0.911
1.386
1.508
1.338
0.965
0.836
1.586
2.553
2.730
1.195
1.041
0.714
8.050
7.522
4.793
4.235
1.415

N
5,281
5,281
5,281
5,281
5,281
5,281
5,281
5,281
5,281
5,281
5,281
5,281
5,281
5,281
5,279
5,280
5,281
5,281
5,281
4,572
4,728
5,261
4,897
5,281

11.6%이며 평균 1.3회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 및 어머니 학력은 각각 11.6년과 11.4년으로 평균적으로 고교
졸업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으며, 가구원 수는 평균 3.28명이고 부모님 소득은
2.97로 200만∼300만 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계
획을 ‘군 입대’라고 응답한 비중이 26.7%로 나타나 군 입대가 고졸자 취업 분
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결정요인을 분
석하여 보자. <표 7>에서 보듯이 고교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 가운데 진로관련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취업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학 중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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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고졸자의 취업결정요인
변수명
상수항
성별(기준 : 남자)
계열_공업
계열_상업
계열_종합
계열_실업
학교생활
성적_상위권
성적_중상위권
성적_중위권
성적_중하위권
취업목표 설정
재학 중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취업관련
진로관련 경험
노력
진로상담 경험
일자리 경험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 횟수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구배경
가구원 수
가구소득
향후계획
군 입대
AIC
SIC
모형 검정
-2 LOG L
Likelihood Ratio
귀무가설
Score
검정
Wald
개인속성

추정값

1.414
-0.156
0.248
0.611
0.008
0.087
0.512
0.252
0.233
0.132
0.118
0.056
0.088
0.065
-1.019
0.000
0.001
-0.301
0.064
-0.456

***

***

***

*
***

***
**
***

표준
오차
0.353
0.123
0.159
0.168
0.364
0.350
0.197
0.156
0.145
0.152
0.087
0.050
0.051
0.113
0.088
0.021
0.022
0.029
0.034
0.105

왈드
카이스퀘어
16.033
1.601
2.452
13.168
0.001
0.062
6.746
2.617
2.603
0.760
1.812
1.259
3.035
0.329
135.582
0.000
0.003
110.657
3.565
19.009
4191.7
4198.0
4189.7
469.0***
485.3***
376.3***

주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상담 경험이나 교육과정 만족도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업계
열의 경우 취업이 더 용이하며, 고교성적은 중위권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이 더
잘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일수
록 부의 관계를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부모
학력이나 취업목표 설정, 교육과정 만족도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은 노경란․허선주(2012)의 연구결과와 같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가
구소득이 많을수록 취업확률이 더 높으며,12) 1년 이내에 군 입대 계획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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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들
연구와 유사한 결론이다.
특이한 것은 고교 졸업 이후 현재의 직장 이전에 일자리를 경험한 횟수가 많
은 학생은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13) 이는
재직 중인 고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이 임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며, 잦은
노동이동의 노동시장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김안국․신동준(2007)의 연구
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 원인이 경험한 일자리가 경력 형성에 별 도움
이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다는 분
석결과와 연결하여 볼 때, 한눈팔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이 노동
시장에 더 잘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14) 또는 정보나 숙련
부족 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이나, 현재 변수로서 설명되지 않는 개인의
성격 등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후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이제 대학진학 대신에 취업을 선택한 고졸자들의 경우 그러한 일자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성격인 것인지, 즉 노동시장의 정착가능성을 분석하여 보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학 진학보다는 바로 취업을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 진로에 더
유리할 것이라 보는 이른바 ‘경력경로상 자발적 취업선택’을 한 경우이며, 둘째
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진학을 일단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진학 취업’, 셋째는 고교 및 입학 성적 때문에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여 취업을 선택한 ‘성적으로 인한 미진학 취업’이다. 만일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진학 취업’이나 ‘성적으로 인한 미진학 취업’이 주된 원인이라면 이들
12) 익명의 심사자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대학진학을 더 선택하기에 취업확률과는 부의 관
계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분석대상이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평균 가구소득은
200만〜300만 원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일반가구와는 다를 수 있다고 본다.
13)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여부를 변수로 채택하였을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14) 본 지적을 하여준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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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동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계속하여 상급학교 진학 등 계속 학습을 목표로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취업은 그러한 진학 준비과정에 임시적 경로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는 고졸자들에게 향후 진로를 묻
는 항목이 있다. <표 8>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군 입대 26.7%, 직장 옮김,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학교로의 진학이나 어학연수․유
학 등의 경우에는 6.5%에 불과하다. ‘그냥 쉬겠다’, ‘군 입대’, ‘구체적 계획 없
음’ 등 진로에 대한 유보 또는 소극적인 비율이 33.2%로 높기는 하지만, ‘현
직장 계속 근무’, ‘직장 옮김’, ‘취업’ 등 넓은 의미에서 노동시장에 머물겠다는
답이 58.3%로 절반을 넘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응답이 특
성화고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졸자들의 노동시장이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선택된 것인
가를 먼저 다른 측면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향후 진로계획 중 대학진학이나 유
학, 어학연수 등 ‘계속 학습 희망자’가 현재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차이가 있
는지를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고졸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경력경로상 자발적 취업선택’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 8> 향후 진로계획
(단위 : %, 명)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님
직장 옮김
취업
개인사업이나 창업
그냥 쉬겠다
국내 학교로의 진학
어학연수․유학
군 입대
구체적인 계획 없음
기타
결측값
전체

미취업자
0.0
0.0
37.9
0.5
0.8
9.6
0.2
36.7
9.8
4.3
0.1
13,022(100.0)

취업자
48.6
15.6
0.0
0.5
0.3
5.2
0.4
23.5
4.9
1.0
0.0
41,023(100.0)

전체
36.9
11.8
9.1
0.5
0.4
6.2
0.3
26.7
6.1
1.8
0.0
54,0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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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향후 계속학습 희망에 대한 차이 검정
향후 계속학습 계획 없음
향후 계속학습 계획 있음

미취업자
11,741(90.2%)
1,281( 9.8%)

취업자
38,761(94.5%)
2,262( 5.5%)

검정값

<0.0001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임시적인 경우라면(‘경제적 이유나 성적 때문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취업자의 경우에도 향후 대학 진학이나 유학 등 계속하여 학습하
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미취업자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향후 계속학습 희망을 보면, 미취업자는
9.8%로 취업자의 5.5%에 비해 더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카이스퀘어 검정결과 유의 확률이 <0.0001로 검정
기준값인 0.05보다 작아 “취업자와 미취업자에 있어 향후 계속학습 여부에 차
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취업자와 미취업
자의 향후 계속학습 희망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우리가 기대한 가설이 기각
된 것은 본 자료가 특성화고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으
며, 특성화고의 경우라 하여도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의 경우 더 적극적으로
대학 진학이나 유학 등 계속 학습을 꾀하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
다. 이는 인문계를 포함한 전체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하
여 실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제 이러한 기초분석을 토대로 고졸자들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을 실증하
기 위하여 현재 취업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자. 노동
시장에의 정착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종속변수로는 향후 진로를 묻는 항목에
서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협의의 정착가능성)는 응답과 나머지 응답으로
나눈 것과,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직장 옮김+취업+개인사업이나 창업’
(광의의 정착가능성)과 나머지 응답으로 나눈 두 가지를 채택하였다. 또한 고졸
자의 진로에서 군 입대, 대학진학 등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클 수 있음을 고려
하여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교 재학 중의 취업관련 노력
과 종속변수로 채택한 향후 진로 문항의 상관관계가 클 수 있기에 설명변수로
고교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포함한 모형을 차례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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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자.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는
협의의 정착가능성(모형 1～모형 4)과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든지 다른 일자
리를 알아보겠다’는 광의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모형 5～모형 8) 모두에서 일
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는, 고교 재학 시 성적이 좋을수록 정착가능성이 높
고, 현재 직장이 대기업, 제조업, 그리고 생산직일수록,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종합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거
의 일관되게 정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결정요인에서처럼
고교 졸업 이후 현 직장 이전의 일자리 경험 여부나 횟수는 모두 광의의 노동시
장 정착가능성에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 변수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그 외 변수
들의 영향은 거의 변함이 없게 나타나고 있어 취업관련 노력과 기타 변수들 간
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보이고 있다.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 변수를 하나씩
보면, 진로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모든 모형에서 노동시장의 정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취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것은 ‘경력경로상
자발적으로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시
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진로상담 경험은 오
히려 노동시장에 정착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취업결정요인에
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과 연결하여 볼 때, 재학 중 취업과 관련한
진로상담의 효과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재학 중 교육과정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성화고
재학 중 교육과정에 만족한 학생들일수록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고졸자 노동시
장을 떠날 의향이 큼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머지 변수에서는 현재의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할수록 노동시장에 정
착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임금/소득 만족도의 경우 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는
정의 관계, 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는 부의 관계로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
지 않다.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은 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원 수는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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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남자 고졸자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변수명
종속변수
상수항
계열_공업(기타)
계열_상업
계열_종합
계열_실업
학교
성적_상위권(하위권)
성적_중상위권
생활
성적_중위권
성적_중하위권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 횟수
아버지 학력
가구
어머니 학력
가구원 수
배경
가구소득
현직장 전반적 만족도
만족도 임금/소득만족도
임금근로자 여부
직무
대기업 여부
제조업 여부
특성
생산직 여부
재학중 취업목표 설정
교육과정 만족도
취업
진로관련 경험
관련
진로상담 경험
노력
AIC
모형
SC
검정
-2 LOG L
Likelihood Ratio
귀무가설
Score
검정
Wald

모형(1)

-5.21
-0.05
-0.01
-0.91
-12.75
0.85
0.68
0.62
0.39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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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2)
모형(3)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
-4.18 *** -4.93 ***
-0.01
-0.05
0.02
0.02
-0.78 *** -0.84 ***
-12.90
-12.67
0.89 *** 0.78 ***
0.78 *** 0.60 ***
0.72 *** 0.59 ***
0.43 *** 0.33 ***

0.21 ***

0.21 ***

모형(4)

-4.18
-0.02
0.06
-0.74
-12.84
0.77
0.65
0.65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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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현재 직장 계속 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
-2.14 *** -1.41 *** -2.00 *** -1.51 ***
-0.15 *
-0.12
-0.17 ** -0.14 *
0.02
0.05
0.05
0.09
-1.10 *** -1.01 *** -1.02 *** -0.97 ***
0.46 *
0.49 **
0.55 **
0.56 **
0.59 *** 0.62 *** 0.47 *** 0.48 ***
0.39 *** 0.46 *** 0.29 *** 0.33 ***
0.25 *** 0.33 *** 0.21 *** 0.26 ***
0.22 *** 0.26 *** 0.14 **
0.17 **

0.26 *** 0.05 **

0.03 *** 0.05
-0.02
0.00
0.04
0.03 *** 0.04 *** 0.03 ***
-0.01
0.00
-0.02
-0.01
0.02
0.02
0.02
0.02
0.00
0.01
-0.01
0.00
0.52 ***
0.51 ***
0.12 ***
0.13 ***
1.18 *** 1.26 *** 1.20 *** 1.28 ***
0.33 *** 0.32 *** 0.36 *** 0.35 ***
0.42 *** 0.40 *** 0.48 *** 0.47 ***
0.37 *** 0.25 *** 0.35 *** 0.22 ***
0.04
0.10 **
-0.21 *** -0.17 ***
0.24 *** 0.28 ***
-0.38 *** -0.32 ***
17342.2
17334.5
17334.5
17334.5
17347.5
17339.8
17339.8
17339.8
17340.2
17332.5
17332.5
17332.5
2841.3*** 2443.1*** 3025.9*** 2670.0***
2560.3*** 2250.5*** 2710.3*** 2438.9***
2111.2*** 1912.4*** 2209.4*** 2038.0***

-0.15 ***
0.04 ***
-0.02 *
-0.01
-0.07 ***
0.20 ***
0.71 ***
0.12 **
0.43 ***
0.19 ***
19132.9
19138.2
19130.9
1442.3***
1383.6***
1284.7***

0.11 **

0.13 ***

0.17 ***

-0.12 ***
0.04 ***
-0.01
0.00
-0.05 ***
-0.13 ***
0.78 ***
0.17 ***
0.42 ***
0.13 **
19121.6
19127.0
19119.6
1401.2***
1347.9***
1259.1***

-0.20 ***
0.04 ***
-0.02 **
-0.01
-0.07 ***
0.17 ***
0.74 ***
0.15 ***
0.49 ***
0.17 ***
0.06
-0.25 ***
0.25 ***
-0.13 **
19121.6
19127.0
19119.6
1686.2***
1597.0***
1453.0***

-0.17 ***
0.04 ***
-0.02 **
-0.01
-0.06 ***
-0.13 ***
0.80 ***
0.20 ***
0.49 ***
0.11 **
0.08 **
-0.21 ***
0.28 ***
-0.09 *
19121.6
19127.0
19119.6
1668.6***
1586.1***
1446.8***

주 :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와 다른 부분이 많은데, 공업계열, 상업계열, 실업계열
졸업생은 모든 모형에서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교 재학 중 성적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에 계속 머물 의향이 큰 경우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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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여자 고졸자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
현재 직장 계속 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
-2.43 *** -0.88 *** -2.21 *** -0.84 *** 1.09 *** 2.54 *** 1.30 *** 2.55 ***
계열_공업(기타)
-1.74 *** -1.35 *** -1.69 *** -1.32 *** -1.54 *** -1.42 *** -1.50 *** -1.38 ***
계열_상업
-1.39 *** -1.12 *** -1.39 *** -1.13 *** -1.22 *** -1.14 *** -1.23 *** -1.15 ***
계열_종합
-0.27
0.17
-0.24
0.20
0.19
0.45
0.22
0.52
계열_실업
-1.44 *** -1.17 *** -1.42 *** -1.19 *** -0.75 ** -0.67 ** -0.72 ** -0.66 **
학교
성적_상위권(하위권) -0.01
-0.10
-0.02
-0.10
-0.78 *** -0.78 *** -0.81 *** -0.81 ***
성적_중상위권
0.30 *** 0.24 **
0.33 *** 0.28 *** -0.56 *** -0.51 *** -0.57 *** -0.52 ***
생활
성적_중위권
0.28 *** 0.24 **
0.32 *** 0.28 *** -0.18
-0.17
-0.20
-0.19
성적_중하위권
-0.16
-0.32 *** -0.14
-0.27 *** 0.06
-0.07
0.03
-0.11
학교생활 전반적
-0.06 **
0.02
-0.04
0.01
-0.05
0.04
-0.08 ** -0.03
만족도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 횟수 -0.18 *** -0.04
-0.20 *** -0.05
1.92 *** 1.61 *** 1.91 *** 1.53 ***
아버지 학력
-0.03 *** -0.05 *** -0.03 *** -0.05 *** -0.02
-0.04 *** -0.02 * -0.04 ***
가구
어머니 학력
-0.03 *** -0.01
-0.03 ** -0.01
-0.01
-0.01
-0.02
-0.02 ***
가구원 수
-0.14 *** -0.11 *** -0.14 *** -0.12 *** 0.01
0.02
0.01
0.02
배경
가구소득
0.12 *** 0.14 *** 0.12 *** 0.15 *** -0.03
-0.01
-0.03
0.00
현직장 전반적 만족도
1.09 ***
1.11 ***
0.68 ***
0.68 ***
임금
/
소득만족도
0.47
***
0.48
***
0.12
***
0.11
***
만족도
임금근로자 여부 1.73 *** 1.85 *** 1.74 *** 1.86 *** 0.80 *** 0.97 *** 0.80 *** 0.96 ***
직무
대기업 여부
0.32 *** 0.35 *** 0.31 *** 0.35 *** -0.32 *** -0.22 *** -0.30 *** -0.19 ***
제조업 여부
0.63 *** 0.43 *** 0.61 *** 0.42 *** 0.75 *** 0.63 *** 0.72 *** 0.61 ***
특성
생산직 여부
-0.14 ** -0.31 *** -0.14 ** -0.31 *** 0.20 ** 0.10
0.18 *
0.06
재학중 취업목표 설정
0.34 *** 0.32 ***
0.32 *** 0.29 ***
교육과정 만족도
-0.09 *** -0.01
0.03
0.10 ***
취업
진로관련 경험
-0.05 ** -0.03
-0.14 *** -0.11 ***
관련
진로상담 경험
-0.12 ** -0.06
0.08
0.17 **
노력
AIC
21498.5
21498.5
21498.5
21498.5
12421.2 12421.2 12421.2 12421.2
모형
SC
21503.9
21503.9
21503.9
21503.9
12426.6 12426.6 12426.6 12426.6
검정
-2 LOG L
21496.5
21496.5
21496.5
21496.5
12419.2 12419.2 12419.2 12419.2
Likelihood Ratio 5929.2*** 4386.3 *** 6005.8 *** 4451.9 *** 1355.3 *** 845.9 *** 1399.8 *** 894.8***
귀무가설
Score
5399.3*** 4233.7 *** 5458.6 *** 4288.1 *** 1259.9 *** 792.0 *** 1309.7 *** 853.1***
검정
Wald
3799.7*** 3276.5 *** 3819.7 *** 3305.3 *** 1142.8 *** 749.1 *** 1170.4 *** 793.5***
변수명

종속변수
상수항

주 :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일부이며, 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와는 반대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낮다.
현재 일자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정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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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점은 남자와 같으나, 남자와는 달리 임금/소득 만족도가 높을수록 모든
모형에서 노동시장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자들은 남자
와는 달리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면 웬만하면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음을 보
이고 있다. 고교 졸업 후 현재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의 경우 현재 일자리에의
정착가능성을 낮추고 광의의 정착가능성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남자와
반대이다. 이 역시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와 달리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다
른 일자리를 찾더라도 상당 기간은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구소득이 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만 정의 관계를 보이고 가구원 수는
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남자와 다른 결과이다.
현재 임금근로자이거나 제조업에 종사할수록 정착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남
자와 같으나, 대기업일수록 현재의 일자리에 정착할 가능성은 높이는 반면, 광
의의 정착가능성에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생산직 종사자는 현재 일자리
에 정착할 가능성이 낮으며 광의의 정착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남자와 다른 결과이다.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에서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에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이 더 높다는 점은 남자와 같으나 교육과정 만족도는 모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진로관련 경험은 남자와 달리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진로
상담 경험이 현재 일자리에의 정착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남자와 같으나 광의의
정착가능성은 높이고 있어, 현재 일자리에는 부의 효과를 미치더라도 남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노동시장 정착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 2011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고졸자 취업진로조
사』자료를 이용하여 동시기의 대학 졸업자와 비교함으로써 고졸 청년층의 취
업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고졸자의 취업결정요인, 고졸자의 노동시장 정착가능
성을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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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대졸 취업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장에서의 업무도 교육수준과 불일치되는 비중이 크고, 구직정보 획득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취업자의 이러한 특성은
고졸자 노동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다음으로 고졸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고교 재학 중 취업관
련 노력 중 진로관련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취업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재학 중 진로상담 경험은 부호는 정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재학 중 취업목표 설정이나 교육과정 만족도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업계열의 경우에는 취업이 더 용이하며, 고교성적은 상위권 이상인 경
우에만 더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중위권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이나 부모의 학력은 취업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으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취업확률
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교 졸업 이후 현재의 직장 이전에 일자리
를 경험한 학생은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서는 남녀 간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 고교 졸업 이후 현 직장 이전의 일자리 경험은 광의의 정착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여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직장을 계속 다
니겠다’는 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도 남자는 부분적으로 정의 관계, 여자는 부
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자의 경우 남자와 달리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
하면 현재 일자리를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더라도 상당 기간은 노동시장을 떠
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노동
시장 정착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는 취업준비를 통하여 ‘경력경로상 자발적으
로 취업’을 선택할 경우에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 정
착가능성이 높으나 여자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학 중 진로상담 경험은
남녀 모두에서 오히려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교에서 진로관련 경험이나 취업과 관련한 진로상담이 기대하는 만큼
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교 재학 중 성적이 높을수록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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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클수록 협의의 정착가능성, 즉 현재 일자
리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남녀 모두에 공통적이다. 남자의 경우
에 재학 중 교육과정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학 중 교육과정에 만족한 학생들일수록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고졸자
노동시장을 떠날 의향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는 일관된 결과를 보
이고 있지 않다. 제조업, 임금근로자일수록 현재 일자리나 넒은 의미의 노동시
장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남녀 모두에게 같으나, 생산직, 대기업 종사
자 여부가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만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현재 일자리 정착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광의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 가구
원 수의 영향은 없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많을수록 현 직장에 머물 가능
성을 낮추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은 남자의 경우에는 정의 관계, 여자의 경우에
는 부의 관계를 보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남녀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부의 관계
를 보이고 있다.
본 분석 결과는 청년층 고용문제 가운데, 특히 고졸자 고용문제는 고학력 청
년층과 구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다. 고교 재학 중에 진로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
이 필요한데, 특히 진로상담을 내실화하고 잦은 노동이동 없이 조기에 노동시
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으로의 원
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재학 중 학교 내에 우선 마련하도
록 하고 그 이후 이행을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 시스템, 직업훈련 정책 등이 학
교 밖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별로 다루지 않았던 고졸자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와 진로관련 노력이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 본다. 하지만 고졸자에 대한 비교적 풍부한 표본과 조사내용에도 불구하고
횡단면조사 자료이기에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내생
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졸업과 조사시점의 차이가 몇 개월에 불과하여
고졸자 노동시장 이행과 정착과정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분석하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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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향후『고졸자 취업진로조사』자료가 패널조사로 구축되면 고졸자
노동시장의 동학(dynamics)에 대한 보다 정치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조사 표본의 한계로 인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온전한 고졸자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역시 앞으로『고졸자 취
업진로조사』자료가 극복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고졸자들의 노
동시장 정착에는 수요 측의 요인도 많이 작용할 것이나 자료의 제약으로 이에
대하여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이것도 추후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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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mployment Determinants and Labor Market
Attachment Possibil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Soonhie Kang
This paper analyzed the labor market situation, employment determinants,
and labor market attachment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using
the raw-data of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1.
The result shows that their jobs are more unstable, their wages are lower,
mismatch between jobs and education attainment is bigger, and acquisition
of job information is more unsystematic comparing to the college graduates.
The career-building activities during the high school life affect the employment
positively, but career consulting does not. Prior work experience affects the
employment negatively, which shows that frequent job turnover does not
helpful for their career building. The employment goal setting during the high
school life makes their employment more stable, so they are more likely to
settle down in the labor market. The career consulting experience or work
experience, however, affect the labor market attachment negatively. It means
that career consulting in the high school is not effectiv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employment policy should be different between
the high school graduates and the college graduates, since the structure and
cause of employment problems are different. The career guidance and career
consulting in the high school also should be advanced to increase their effects.
Keywords : labor market of the highschool graduates, employment determinants,
labor market attachment possibility, career-related experience while
in high school, career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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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휴학이란 재학 중이던 교육기관에 대한 소속을 중단한 상태인 학업중단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퇴학, 전출, 편입 등은 자의 또는 타의로 교육기관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휴학은 현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어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주휘정․차성
현․표민호, 2011). 현재 한국 대학의 휴학률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되
어 3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휴학생 수는 2010년 이후 100만 명
으로 집계되어 이제는 휴학생이 대학가의 계층군을 형성하고 있다(조선일보,
2012.12.7). 물론 한국의 남자대학생들은 군대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실제 휴
학률과 휴학생 수는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여
대생의 휴학률이 18%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휴학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채재은, 2011).
하지만 아직까지 휴학에 대한 국내연구는 드문 편이다(채재은, 2011). 한국에
서는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하여 대학교에 입학하면 그 학교에서 졸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여 왔다(이병식, 2003). 한국의 대학시장은 오랫동안 수요 우위로 구
성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학교 수는 늘어났지만 대학입시생의
수는 줄어드는 공급자 우위로 전환되면서 학업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소수의 국내 선행연구는 학업중단에서 자발적․비자발적 요소를 구분하지
않아 휴학에 대한 시사점이 명확하지 못하다(채재은, 2011). 또한 대부분의 연
구에서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계기를 개인적 특성(김성식, 2005) 및
교육기관의 특성으로(이병식, 2003) 분석하고 있다. 휴학은 대학생의 학업에 직
접적으로 관련된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채재
은, 2011). 대학생 개인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므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 개인이 휴학을 선택하는 원인을 어학연수,
취업/진학준비, 경제적 사유로 분류하여 휴학에 대하여 학업적 측면 외 다각도
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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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중에는 대학생들의 휴학을 설명하는 원인변수를 탐구한 것도 있다.
휴학은 학업 이외에도 개인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
으므로 졸업 후 사회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학재학
기간 중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와의 연관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극소수의 선행연구(Oaxaca, 1973)에서만 휴학
여부를 통제변수로 임금의 차이를 분석해본 정도이다. 본 연구는 대학재학 중
휴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졸업 후 취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휴학이 사회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검증해보고자 한다. 졸업
후 취업성과로서 임금, 졸업 - 직장까지의 소요기간, 입사지원 합격률1) 등 다양
한 변수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청년노동시장의 실업률이 7.7%로 다른 연령층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
록하고 있다(남재량․이철인․전영준․우석진, 2011). 청년노동시장에서 정규
직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어서 일자리의 질 또한 악화되는 추세에 처해 있다(남
재량 외, 2011). 대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경력목표를 설정하면 구직동기가
높아지고 취업준비활동이 활성화되어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Kanfer, Wanberg, & Kantrowitz, 2001). 사회 각계에서는 대학생들에게 가능
한 경력목표를 조기에 설정하여 취업준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
하고 있다. 대학재학 중 휴학하는 사유는 다양하므로 경력목표와 긴밀하게 연
계될 수 있으며 이는 졸업 후 직장생활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대학재학 기간 중 경력목표 설정, 휴학사유, 그리고 취직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면 휴학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검증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를 실시하여 대
졸자의 대학시절 경험과 구직활동 그리고 직장생활에 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
하여 왔다. 본 연구는 GOMS를 활용하여 대학재학 기간 중 휴학을 선택한 사
유와 졸업 후 직장생활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GOMS는 대학
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다양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이를 통해 휴학에
대하여 보다 깊게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휴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구사회에서
이루어져 한국 사회에 연구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
1) 입사지원 합격률 = 입사 지원한 기업 합격 횟수/입사지원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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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동기와 졸업 후 직장생활을 연계하여 분석하여 한국 사
회에 적용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Ⅱ. 가 설

1. 휴학사유와 취업성과
국내외 선행연구는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대학생활의 부적응,
적성 불일치 등 학업적인 특성에서 분석하고 있다(Oseguera & Rhee, 2001; 채
재은, 2011). 기존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학업적 측면
외에는 그다지 검증이 되지 못했다(채재은, 2011; 김수연, 2012). 본 연구는 대
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어학연수, 취업/진학 준비, 경제적 사유 등
세 요인으로 분류하여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재학
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학을 한 직장인들의 임금수준은 높으나 취업소요기
간과 합격률은 낮아지게 된다. 어학연수는 일자리 취직요건인 ‘스펙’으로 간주
된다. 대학생들은 어학연수를 통하여 해외교육기관에서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어학능력이 졸업 후 일자리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
이다(정태영․이기엽, 2005; 황여정․백병부, 2008). 대학생들의 어학연수 경험
은 ‘스펙’을 충족시켜 정규직 취업확률과 임금수준이 높아지게 된다(황여정․
백병부, 2008; 노경란․박용호․허선주, 2011; 이자형․이기혜, 2011). 이자
형․이기혜(2011)는 해외연수 경험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의 성
과를 매개한다고 분석하여 대졸 후 노동시장에서 해외연수 경험의 가치를 입증
하였다. 어학연수는 어학능력 향상 이외에 구직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신호를 입
사기업에 보내어 괜찮은 직장에 취직될 확률을 높인다. 이렇듯 어학연수는 대
학생 구직자들의 취업준비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졸업 후 임금수준이
취업/진학준비로 인하여 휴학한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높아지게 된다. 대학재학
중 어학연수로 인한 휴학은 구직자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나
타내어 입사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어학연수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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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소요기간을 낮출 수 있다.
한편 어학연수는 임금수준 및 취직소요기간과 달리 일자리에 합격될 확률은
낮추게 된다. 어학연수는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어학연수
는 취업준비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어학연
수는 대학생 구직자 개인 및 가정에서의 기대수준을 향상시켜 대기업/금융권
위주의 고임금․정규직 일자리를 찾게 된다. 박천수(2006)의 연구에서 해외어
학연수는 대학졸업 후 구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그럼
에도 어학연수에 대한 지나친 금전 및 시간 투자는 오히려 구직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박천수, 2006). 해외어학연수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향상시켜 고용주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일자리 합격률을 높
일 수 있다. 그럼에도 어학연수경험은 구직자의 기대수준을 높여 일자리 합격
률을 낮출 수 있다. 대학재학 기간 중 어학연수는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상
당한 투자이므로 구직기간 중 어학연수의 효용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즉
대학생 구직자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어학연수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비교한다. 구직자는 어학연수에 들어간 투자를 회
수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직하고자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괜찮은 직장에 지원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재학 기간 중 어학연수 경험은 일자리 합격률을 낮춘다.
어학연수와 달리 대학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휴학한 직장인들은 괜찮은 직장
에 취직될 확률이 떨어진다. 선행연구는 대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정규직
취업 여부, 임금수준, 직무만족도 등의 구직성과와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지니
고 있음을 보여준다(황여정․백병부, 2008; 이자형․이기혜, 2011).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휴학하게 된다면 단시간 근로를 통하여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
조하여야 한다. 이찬영(2012)은 4년제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는 학점을 낮추
고 졸업 소요기간을 연장시킨다고 분석하였다. 학점, 졸업소요기간 등 학업성
과는 취업의 질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지닌다. 재학 중 근로는 학업성과를 약
화시켜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재학 중 경제적 사유로
휴학하게 된다면 취업준비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취업요건에 필요한 스펙
을 갖추기 어렵다. 대학생 구직자가 경제적 사유로 휴학하게 된다면 일자리에
지원하여도 취업준비활동이 미비하여 취직소요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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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학 중 경제상의 사유로 휴학한 직장인들의 임금수준과 일자리 합격률은
취업/진학준비로 휴학한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낮아지게 되며 취직소요기간은 늘
어나게 된다.
가설 1-1 : 대학재학 중 어학연수로 휴학한 직장인들은 취업/진학준비로 휴학한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임금은 높아지며 취직소요기간과 합격률은 낮아
지게 된다.
가설 1-2 : 대학재학 중 경제상의 사유로 휴학한 직장인들은 취업/진학준비로 휴
학한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임금은 낮아지며 취직소요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2. 휴학사유와 경력목표 그리고 취업성과
경력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구직자들은 대학졸업 후 경력을 꾸준하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가 높다. 경력목표는 구직자들
의 경력경로를 명확하게 만들어 진로개발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대학
시절에 명확한 경력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대학재학 시 진로개발활동이 구체적으로 실행된다면 졸업 후 경력을 성
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Kanfer et al., 2001). 하지만 경력목표는 휴학하는 사
유에 따라 대학졸업 후 취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재학 시절 경력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한 직장인들이 취업/진학준비로 휴
학을 한다면 대학졸업 후 취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대학생 구직자들은 휴
학기간을 활용하여 경력목표를 달성하고자 취업/진학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어학연수로 인한 휴학은 취업/진학준비와 비교하여 경력목표와 긴밀하게 연
계되기 어렵다. 어학연수는 어학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
기업/금융권 정규직 중심의 괜찮은 직장 취업 시 어학능력 외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므로 어학연수와 경력목표가 정확하게 일치되기는 어렵다. 노경란 외
(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개발프로그램 참여경험은 대학생 구직자
개인의 능력향상이 수반되어야 졸업 후 직장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높일 수

대학재학 기간의 휴학경험과 직장생활(김현동) 

131

있다고 분석하였다. 박재민․엄미정․김윤영(2008)은 대졸 신입사원의 대학전
공과 졸업 후 직업이 일치되면 임금과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입증하였다.
이렇듯 대졸 노동시장에서 대학생 구직자의 개인역량과 경력이 일치되어야 그
들의 경력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대학생들의 어학연수 경험
과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이 일치되어야 구직성과인 임금수준, 취직소요
기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어학연수 경험은
경력목표와 불일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수준과 취직소
요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휴학한 대학생들 또한 경력목표가 설정되어 있어도 이를 실
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일례로 이들은 경력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진로개
발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 설정된 경력목표는 경제적 사유로 휴학한 대학
생들에게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높은 수준의 경력경로를 추구하게 만들어 졸업
후 구직성과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취업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경력목표 추
구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을 겪게 한다. 이렇듯 대학재
학 중 경제상의 이유로 휴학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학창시절 설정된 경
력목표는 임금수준을 낮추며 취직소요기간을 늘린다.
가설 2-1 : 대학재학 중 어학연수로 휴학한 직장인들이 대학 기간 동안 경력목표가
설정되었으면 이들의 임금수준은 낮아지며 취업소요기간은 늘어난다.
가설 2-2 : 대학재학 중 경제상의 이유로 휴학한 직장인들이 대학 기간 동안 경력목표
가 설정되었으면 이들의 임금수준은 낮아지며 취업소요기간은 늘어난다.

Ⅲ. 실증연구 방법

1. 자료수집 절차 및 연구표본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이후부터 조사해온「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활용하여 대학재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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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경험과 휴학 선택 사유가 직장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대
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대학졸업자의 약 2〜3%를 선정하여 졸업 20개월
후 경제활동과 직업이동 그리고 대학시절의 경험 등을 조사한다(한국고용정보
원, 2011).「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는 거주지, 사회경제 배경, 대학생활,
직장경력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과 2011년도에 조사된「대졸
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의 표본크기는 각각 18,066명 그리고 18,078명이다. 이
중 휴학 경험 대졸자는 각각 8,551명, 13,173명이 응답하여 2011년은 약 70%
정도의 응답률을 나타내지만 2009년은 50% 정도의 응답률을 기록하여 2년간
의 응답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휴학 경험 대졸자 중 휴학선택 사유에
응답한 수는 2009년 6,029명, 2011년 6,518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는 휴학
선택 사유를 어학연수, 취업/진학준비, 경제적 사유 이렇게 세 범주로 분류하였
다. 따라서 휴학선택 사유 중에서 군입대, 해외여행, 건강 사유 등은 제거하였
다. 직장인 대학생은 취직된 상태에서 대학을 다녔으므로 이들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휴학유형에 대하여 분석하기 이전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분석해 보았다. 로짓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어학
연수, 경제적 사유, 그리고 취업준비/진학준비에 따른 취업자/비취업자의 차이
는 유의미하지 못하다. 따라서 휴학유형은 취업여부에 그다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최종 표본크기의 경우 2011년 임금수준은 4,961명, 취직소요기간은 4,809명,
그리고 합격률은 2,929명이다. 2009년은 임금수준 5,495명, 취직소요기간
5,307명, 그리고 합격률 3,557명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2011년 두 개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모델을 분석한 이유는 통계분석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두 개 연도의 자료가 표본의 차이 등 여러 이유로 통계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두 개 연도의 통계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된다면 휴학유형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시사점이 일반화될 수 있다
고 본다.

대학재학 기간의 휴학경험과 직장생활(김현동) 

133

2. 측정 변수의 구성
가. 휴학유형
휴학유형은 대학재학 시 휴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문항들을 활용하
여 생성하였다. 휴학유형은 군 입대 외에 어학연수/해외여행, 편입학 및 재수준
비, 자격증 및 고시준비, 대학원(유학준비), 취업 및 취업준비,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GOMS는 응답자들에게 휴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섯 가지를 선택하여 순위를 매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응답
에서 거의 모든 응답자가 두세 가지 이유를 선택하여 순위를 매겼으며 네다섯
가지 휴학이유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휴학을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휴학을 선택하게 된 최종적인 이유로 간주하였다. 군 입대 휴학이 첫 번째 순위
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사유를 휴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 보았다. 어
학연수/해외여행에서 어학연수 경험 유무를 설문한 문항과 중복된 부분만으로
어학연수로 인한 휴학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었다. 취업/진학준비는 편입학
및 재수준비, 자격증 및 고시준비, 대학원(유학준비), 취업 및 취업준비 등을 포
함하고 있다. 경제적 사유로 인한 휴학은 경제적인 이유로 조사하였다. 휴학사
유를 어학연수, 취업/진학준비, 그리고 경제적 사유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만
들어 활용하였다.
휴학유형 변수를 생성함에 있어서 해외어학연수휴학과 경제사유휴학을 첫
번째(두 번째), 두 번째(첫 번째) 휴학사유로 응답하는 경우, 첫 번째 휴학사유
만으로 휴학유형 분류가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어학연
수휴학과 경제사유휴학을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로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경
제사유휴학을 첫 번째, 해외어학연수휴학을 두 번째 사유로 선택한 응답자는
2009년 2011년 각각 5명 내외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해외어학연수휴학과 경제
사유휴학이 우선순위에서 겹치는 사례가 드물어 휴학사유를 세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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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목표
대학졸업 이전에 설정했던 경력목표가 있는지 조사된 문항을 더미문항으로
만들어 연구모델 검증에 활용하였다(경력목표 없음 : 0, 경력목표 있음 : 1).

다. 노동시장 성과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임금수준, 취업소요기간, 그리고 합격률을
활용하였다. 임금수준은 보고된 현 직장의 임금을 정규화 가정을 충족시키고자
로그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취업소요기간은 대학졸업 연도 개월과 첫 직장
혹은 현 직장 입사연도와 개월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취업소요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생활을 했던 직장인들은 분석에 제외하였다.
합격률은 합격제의 횟수를 입사지원 횟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라.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최종학력, 대학교 수도권 소재지, 정규직/비정규직, 소속 직
업군, 회사 규모, 임금수준, 회사 재직기간, 학점, 영어점수 유무, 가계소득수준,
아버지 교육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 성별(남성 : 1, 여성 : 0), 최종학력(4년제
대학교 : 1, 전문대학 : 0),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서울․경기권 : 1, 타 권역 : 0),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 : 1, 비정규직 : 0) 등이 더미변수로 조작되었다. 소속된
직군을 사무직군, 보건의료직군, 공무원직군, 엔지니어링직군, 기타직군으로 구
분하였다. 사무직군은 관리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 교
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관련직으로 구성된다.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
및 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관련직은 엔지니어 직군으로, 구성된다.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과 군인은 공무원 직군으로, 보건의료 관련직은
보건의료직군으로 구성된다. 회사 크기는 아홉 가지 척도로 설문하였다 ① 1〜
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299명, ⑦
300〜499명, ⑧ 500〜999명, ⑨ 1,000명 이상이다. 회사크기를 1〜49명, 30〜
299명, 300〜999명, 1,000명 이상 이렇게 네 개 더미그룹으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사 재직기간은 2009년 혹은 2011년에서 현 직장 취업시작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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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영어점수 유무는 더미변수로 조사되었다(영어점수가
있으면 1, 없으면 0). 학점은 만점인 4.0, 4.3, 4.5에서 졸업평점을 나누어 백분
률로 계산하였다. 출신고등학교의 계열은 일반계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
고, 상업계고, 공업계고, 농업ㆍ수산ㆍ해양계고, 기타 등으로 설문되었다. 이 중
직업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업계고, 공업계고, 농업ㆍ수산ㆍ해양계고는 0으로 그
외 다른 고등학교는 1로 바꾸어 계산하였다.
도구변수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
의 최종학력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 ⑥
대학, ⑦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이렇게 일곱 가지 척도로 설문하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로 계산하여 무학은 0, 초등학교는 6, 중학교는 9, 고등학
교는 12, 전문대는 14, 대학은 16, 대학원은 18로 각각 바꾸어 계산하였다. 가
계소득수준은 여덟 가지 척도로 설문하였다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200
만 원 미만, ③ 200만 〜300만 원 미만, ④ 300만〜400만 원 미만, ⑤ 400만〜
500만 원 미만, ⑥ 500만〜700만 원 미만, ⑦ 700만〜1,000만 원 미만, ⑧ 1,000
만 원 이상이다. 연속형 변수로 만들기 위하여 6은 7으로(700만 원) 7은 10으로
(1,000만 원) 8은 11으로(1,000만 원 이상) 각각 계산하였다.

Ⅳ.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 표본에서 남성/여성 비율은 약 절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연령은
대체적으로 25〜30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85% 이상의 응답자가 4년제 대
학교를 마쳤으며 나머지 15%는 전문대학을 졸업하였다. 응답자 중 절반은 수
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하였다. 직장업무는 사무직군이 약 50% 정도, 엔지니어
링직군이 약 20% 정도를 기록하였다. 가계소득수준은 보통 월 300만〜40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응답자 중 30% 정도가 어학연수, 10% 정도는 경제
적 사유, 나머지 60% 정도가 취업/진학준비로 인하여 휴학하였다. 약 6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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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직장인들은 대학재학 시 경력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회사 재직기간은 1〜
2년 정도로 대학졸업 후 사회생활경험이 낮은 수준이다. 월급은 약 200만 원
정도, 취직소요기간은 약 6〜7개월 정도이며 합격률은 약 35% 정도를 기록하
고 있다. 합격률 중에서 입사지원한 회사에 전부 100% 합격한 대졸 직장인은
2011년 450명, 2009년 634명으로 전체 합격률 응답자의 약 16〜17% 정도로
집계되었다.
<표 1> 기술통계분석
1)

2)

2011
성별더미
최종학력(대학교/전문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졸업
학점
고등학교계열(인문/전문)
사무직군
보건의료직군
공무원직군
엔지니어직군
타 직군
회사크기(1〜29명)
회사크기(30〜299명)
회사크기(300〜999명)
회사크기(1,000명 이상)
정규직/임시직
가계소득수준
재직기간(년)
아버지 교육수준(년)
어학연수휴학
경제휴학
취업/진학준비휴학
경력목표설정
1)
임금수준 (만 원)
졸업 후 취직까지 소요기간2)(개월)
합격률3)

평균
.55
.86
.53
.81
.92
.55
.03
.02
.19
.21
.21
.26
.14
.38
.88
4.47
2.02
12.86
.32
.12
.55
.62
206.96
7.35
.35

표준편차
.49
.32
.50
.09
.27
.50
.17
.14
.39
.41
.41
.44
.35
.48
.32
2.71
1.22
3.25
.46
.44
.49
.49
94.98
7.08
.39

주 : 1) 2011년 표본크기=4,961명; 2009년 표본크기=5,495명.
2) 2011년 표본크기=4,809명; 2009년 표본크기=5,307명.
3) 2011년 표본크기=2,929명; 2009년 표본크기=3,557명.

2009
평균
.63
.85
.48
.81
.91
.51
.02
.01
.22
.23
.39
.36
.13
.13
.68
4.36
1.04
11.20
.27
.11
.62
.65
194.57
6.80
.37

표준편차
.48
.35
.50
.09
.28
.50
.15
.11
.41
.42
.49
.48
.33
.33
.47
2.61
.99
3.05
.44
.31
48
.47
87.22
6.9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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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분석
<표 2> 상관관계분석
변수 (1)
①
② .00
③ -.06
④ -.15
⑤ .01
⑥ -.17
⑦ -.08
⑧ .06
⑨ .25
⑩ -.02
⑪ -.12
⑫ -.02
⑬ .03
⑭ .09
⑮ .11
⑯ -.10
⑰ .09
⑱ -.10
⑲ -.09
⑳ -.00
㉑ -.16
㉒ .11
㉓ .02
㉔ .28
㉕ -.11
㉖ -.06

(2) (3) (4)
-.07 -.08 -.15
-.02 -.09
.00
-.09
-.11 -.08
.41 .07 -.00
.16 .06 .05
-.20 -.02 .01
-.00 -.02 .01
-.02 -.02 -.05
-.08 -.04 -.01
-.13 -.07 -.02
-.03 -.06 -.02
.05 .01 -.00
.10 .11 .04
.00 -.01 .01
.10 .10 .01
-.05 .03 .00
.10 .10 .01
.14 .20 -.00
.16 .04 .06
-.16 -.00 .01
-.04 -.03 -.06
.08 .03 .06
.15 .13 -.00
-.01 -.06 -.09
-.16 -.07 .04

(5)
-.06
.47
.09
-.02
.10
-.03
-.03
-.06
-.06
-.10
-.05
.04
.10
-.01
.08
-.08
-.08
-.17
.12
-.16
-.01
.08
.10
-.01
-.11

(6)
-.19
.17
.07
.06
.12
-.19
-.16
-.53
-.57
-.10
-.02
.03
.08
-.09
.07
-.03
.07
.08
.02
-.01
-.01
.01
-.07
.04
-.03

(7)
-.09
-.11
-.04
.02
.01
-.16
-.02
-.08
-.09
.03
.01
.02
-.05
.03
-.01
-.04
-.01
-.00
-.03
.03
.01
.00
-.02
-.00
.09

(8)
.02
.02
-.01
-.02
.00
-.12
-.02
-.07
-.07
-.02
.02
-.01
-.01
.04
-.00
.12
-.00
.01
-.07
-.02
.08
.02
.07
-.02
.03

(9)
.28
-.06
-.03
-.05
-.08
-.54
-.08
-.06
-.25
-.05
-.02
.02
.08
.13
-.04
.04
-.04
-.08
.04
-.04
-.01
.01
.20
-.09
-.03

(10)
-.01
-.10
-.03
-.01
-.07
-.56
-.08
-.06
-.29
.17
.04
-.03
-.16
-.04
-.03
-.02
-.03
-.02
-.03
.04
-.00
-.03
-.12
.05
.03

(11)
-.01
-.01
.01
-.01
.00
-.03
-.00
-.01
-.01
.05
-.31
-.21
-.41
-.11
-.18
-.13
-.05
-.06
-.12
.10
.17
-.06
-.28
.16
.13

(12)
.01
-.00
.01
-.01
-.00
-.03
-.01
.00
.01
.02
-.60
-.24
-.47
.01
-.06
-.06
-.04
-.03
-.04
-.03
.04
-.01
-.10
.05
.06

(13)
.01
.00
.02
-.00
-.01
-.02
-.00
-.00
.01
.02
-.30
-.29
-.32
.03
.06
-.01
.01
.00
.02
-.03
-.03
.02
.00
.01
-.06

(14)
.01
.00
.03
-.00
-.01
-.02
-.01
-.00
.01
.02
-.30
-.28
-.14
.06
.16
.17
.07
.07
.12
-.09
-.16
.04
.33
-.19
-.11

(15)
.15
.01
.03
.00
.01
-.09
-.01
.04
.14
-.03
-.03
-.03
-.03
-.03
.03
.12
.03
-.01
.05
-.06
-.01
.05
.37
-.20
-.05

(16)
-.10
.13
.15
.03
.12
.08
-.01
.00
-.07
-.02
.00
.02
.03
.03
.04
-.03
.13
.13
.16
-.16
-.04
.03
.07
-.03
-.01

(17)
.10
-.01
.03
-.01
-.03
-.02
-.04
.09
.06
-.04
-.02
-.00
.00
.00
.20
-.01
-.03
-.01
-.04
-.02
.05
-.01
.25
-.82
.05

(18)
-.10
.13
.10
.03
-.12
.08
-.01
.00
-.07
-.02
.01
.02
.02
.02
.04
.13
-.01
.32
.16
-.16
-.05
.03
.07
-.05
-.02

(19)
-.14
.11
.20
.01
-.13
.08
.01
-.02
-.09
-.01
-.01
-.01
-.00
-.00
.00
.10
-.03
.36
.13
-.13
-.04
.02
.07
-.02
-.02

(20)
-.07
.20
.08
.07
.13
.06
-.01
-.04
-.05
-.01
.01
.02
.03
.03
.06
.23
.00
.23
.17
-.25
-.78
.04
.14
-.07
-.13

(21)
-.20
-.11
-.02
.01
-.08
.00
.07
-.03
-.06
.03
-.00
-.01
-.01
-.02
-.10
-.14
-.05
-.14
-.09
-.21
-.41
-.05
-.15
.06
.10

(22)
.20
-.11
-.06
-.08
-.07
-.06
-.03
.06
.08
-.02
.04
.01
.03
-.04
-.02
-.12
.03
-.11
-.10
-.78
-.45

(23)
-.01
.12
-.03
.07
.07
.00
.01
.03
-.02
-.00
-.02
-.01
.03
.01
.03
-.02
-.04
-.02
.00
.04
-.01
-.03

(24)
.26
.15
.16
.03
.11
-.01
-.03
.06
.14
-.14
-.05
-.02
-.01
-.01
.35
.13
.25
.13
.06
.13
-.14
-.03
.07

(25)
-.13
-.04
-.04
-.08
-.03
.03
.00
-.02
-.12
.08
.02
.00
-.01
-.01
-.22
-.04
-.62
-.03
.00
-.08
.06
.04
-.03
-.30

-.01
-.04 .12
.03 -.04 -.25
.06 -.03 -.12 -.02

(26)
-.06
-.19
-.11
.03
-.10
-.05
.10
.05
-.05
.07
.01
-.00
-.01
-.00
-.07
-.04
.05
-.04
-.01
-.13
.05
.09
-.05
-.13
-.01

주 : 1) r>.04: p<.05, r＞.05: p<.01(양측검정).
2) ① 성별더미(0=여성; 1=남성), ② 최종학력(0=전문대학; 1=대학교), ③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0=비수도권; 1=수도권), ④ 학점, ⑤ 고교계열(0=전문화고교; 1=전문화 외
타 고교), ⑥ 사무직군, ⑦ 보건의료직군, ⑧ 공무원직군, ⑨엔지니어직군, ⑩ 타 직
군, ⑪ 회사크기(1〜29명), ⑫ 회사크기(30〜299명), ⑬ 회사크기(300〜999명), ⑭
회사크기(1,000명 이상), ⑮ 정규직/임시직, ⑯ 영어점수유무, ⑰ 재직기간, ⑱ 가계
소득수준, ⑲ 아버지 교육수준, ⑳ 어학연수휴학, ㉑ 경제휴학, ㉒ 취업/진학준비휴
학, ㉓ 경력목표(0=경력목표 없음; 1=경력목표 있음), ㉔ 임금수준, ㉕ 졸업 후 취
직까지 소요기간, ㉖ 합격률.
3) 2011년은 상관관계표 대각선 아래에, 2009년 자료는 상관관계표 대각선 위에 분포
되어 있음.
4) 임금수준은 2011년 표본크기 4,961명; 2009년 표본크기 5,495명.
5) 취직소요기간은 2011년 표본크기 4,809명; 2009년 표본크기 5,307명.
6) 합격률은 2011년 표본크기 2,929명; 2009년 표본크기 3,5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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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어학연수 휴학은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2009년 : r=.13, p<.01; 2011년 : r=.14, p<.01) 취직소요기간과(2009년 :
r=-.08, p<.01; 2011년 : r=-.07, p<.01) 합격률에는(2009년 : r=-.13, p<.01; 2011
년 : r=-.13, p<.01)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휴학은 임금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2009년 : r=-.14, p<.01; 2011년 : r=-.15, p<.01) 취직소요기간
과(2009년 : r=.06, p<.01; 2011년 : r=.06, p<.01) 합격률에는(2009년 : r=.05,
p<.01; 2011년 : r=.10, p<.01)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관관계분석은
휴학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수준, 취직까지의 소요기간, 합격률이
유의미하게 달라짐을 시사하고 있다.

3. 가설검증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수준은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 외에도 다양한 개인특성,
사회배경변수 등에 의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종학력(4년제/전문
대학), 수도권 소재지, 출신고교계열, 부모 임금수준, 학점 등 다양한 개인적, 사
회배경 특성변수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명변수인 휴학 선택사유와 노
동시장 성과인 임금수준은 현 연구모델에서 생략된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휴학 선택사유와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내생성이 의심된다. 이
에 본 연구는 도구변수법을 활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하려고 한다. 가계소득과
아버지 교육수준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휴학유형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 가계소득과 부모님의 교육수준의 경우 초ㆍ중등학생의 경우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교육 이후부터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따라서 가계소
득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졸업 후 임금수준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계소득이 높아야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갈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
으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관심이 높아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동시
장 성과와 달리 어학연수는 가계소득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연관관계
를 지니므로 도구변수로 선정하였다. 임금수준은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을 이용하여 휴학유형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취직소요기간의 경우에는 대학졸업 직후 취직된 직장인 비율이 약 26% 이상
이므로 통계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합격률의 경우에는 입사지원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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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17%가 입사 지원기업에 전부 합격되었다고 응답하여 표본이 오른쪽으
로 치우쳐 있다. 표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토빗분석이 적절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토빗방정식을 활용하여 휴학유형과 합격률의 연관관계를 추정하
였다. <표 3>과 <표 4>에서 모델 I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어학연수휴학, 경
제적 사유 휴학) 검증하였으며 모델 II는 조절변수(경력목표) 그리고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표 3> 휴학사유와 경력목표 설정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성별더미
대학교/전문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졸업
학점
고등학교계열
사무직군
보건의료직군
공무원직군
엔지니어 직군
회사크기(1〜29명)
회사크기(30〜299명)
회사크기(300〜999명)
정규직/임시직
영어점수 유무
재직기간
가계소득수준
아버지 교육수준

1단계분석
어학연수
휴학
-.00
(.01)
.11***
(.02)
-.01
(.01)
.32***
(.07)
.06*
(.02)
-.03+
(.02)
-.03
(.04)
-.22**
(.05)
.02
(.02)
-.10***
(.02)
-.06***
(.01)
-.04*
(.02)
.05*
(.02)
.16***
(.01)
-.0`
(.00)
.02**
(.00)
.02**
(.00)

임금수준1)

I
.18**
(.01)
.11**
(.02)
.08**
(.01)
.00
(.07)
-.01
(.02)
.02
(.01)
.16**
(.04)
.22**
(.05)
.13**
(.02)
-.19***
(.02)
-.09***
(.01)
-.09***
(.02)
.68**
(.02)
-.02
(.02)
.04**
(.00)

II
.18**
(.01)
.07 +
(.03)
.07***
(.01)
.02
(.08)
-.05
(.03)
.02
(.02)
.13**
(.04)
.22**
(.06)
.13**
(.02)
-.18**
(.02)
-.09***
(.02)
-.09***
(.02)
.66**
(.02)
-.04
(.03)
.05**
(.00)

2011
취업소요기간2)
I
II
-.35*
-.35*
(.15)
(.15)
.37
.36
(.26)
(.27)
-.22
-.22
(.15)
(.15)
-4.08*** -4.01***
(.85)
(.86)
.24
.24
(.30)
(.30)
.11
.12
(.19)
(.19)
-1.30**
-1.29**
(.44)
(.44)
-.56
-.57
(.61)
(.61)
-.59*
-.58*
(.24)
(.24)
1.12**
1.11**
(.20)
(.20)
.67**
.66**
(.19)
(.19)
.75**
.75**
(.22)
(.22)
-.67**
-.67**
(.22)
(.22)
-.13
-.13
(.16)
(.16)
-10.60*** -10.60***
(.12)
(.12)
.04
.04
(.03)
(.03)
.01
.01
(.02)
(.02)

합격률3)

I
-.03*
(.01)
-.12***
(.02)
-.07**
(.01)
.10
(.08)
-.04
(.03)
-.01
(.02)
.16***
(.04)
.09
(.06)
-.01
(.02)
.07 **
(.02)
.04*
(.01)
-.01
(.02)
-.06**
(.02)
-.10***
(.01)
.04***
(.01)
.00
(.00)
.00
(.00)

II
-.03*
(.01)
-.12***
(.02)
-.07***
(.01)
.11
(.08)
-.04
(.03)
-.02
(.02)
.17***
(.04)
.09
(.06)
-.01
(.02)
.07 **
(.02)
.04 *
(.02)
-.01
(.02)
-.06**
(.02)
-.10***
(.01)
.04***
(.01)
.00
(.00)
.0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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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4.18**
(.07)

II
1.27**
(.48)
.34 *
(.16)
.42**
(.16)
-1.15*
(.47)
-.43*
(.17)
3.92**
(.13)

Weak IV 검정
/LR chi 2(14)
Wu-Hausman검정/
Log likelihood

31.41

7.36

2011
취업소요기간2)
I
II
-.70 ***
-.32
(.16)
(.26)
-.08
-.22
(.23)
(.35)
.03
(.20)
-.58+
(.33)
.26
(.46)
29.07 **
29.00**
(.89)
(.90)
5,739.85
5,735.01

13.80**

11.85**

-11,054.11 -11,051.69 -1,533.92

-1,531.66

Sargan 검정/Sigma

3.51

3.05

4.63***
(.05)

.36***
(.00)

독립변수

1단계분석
어학연수
휴학

어학연수 휴학
경제적사유 휴학

임금수준1)

I
.46**
(.12)
.06
(.04)

경력목표설정
어학연수 휴학 *
경력목표설정
경제적사유 휴학 *
경력목표설정

-.32***
(.07)

상수항

주 : 1)
2)
3)
4)
5)

4.62***
(.05)

합격률3)

I
-.06**
(.01)
.04+
(.02)

.49***
(.08)

II
-.05*
(.02)
.05
(.03)
-.02
(.02)
-.01
(.03)
-.01
(.05)
.48***
(.08)

332.58

337.09

.36***
(.00)

표본크기=4,961명,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 회귀분석.
표본크기=4,809명, 토빈방정식.
표본크기=2,929명, 토빈방정식.
+ : p<.10, *: p<.05, ** : p<.01(양측검정).
회사크기는 1,000명 이상을 기준점으로 지정하였음.

<표 3>에서 1단계 추정결과를 보면 가계소득수준과(β = .02, p<.01) 아버지
교육수준은(β = .02, p<.01) 해외연수휴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임금수준과 취직소요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 회
귀분석 모델에서 어학연수휴학은 취업/진학준비 휴학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을
높이고 있다(β = .46, p<.01). 대학재학 기간 중 경력목표를 설정했던 대졸직장
인의 임금이 그렇지 못한 대졸 직장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β = .42, p<.01). 대
학재학 중 해외어학연수 혹은 경제적 사유로 휴학하면서 경력목표를 설정한 대
졸직장인들의 임금수준은 낮아지게 된다(해외어학연수 : β = -1.15, p<.05; 경제
적 사유 : β = -.43, p<.05). 어학연수 휴학은 취업/진학준비 휴학과 비교하여 대
학재학 기간 동안 경력목표를 설정한 대졸직장인의 경우 경력목표가 없는 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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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과 비교하여 약 월 8만 5,000〜9만 원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 대학
재학 기간 동안 경제적 사유로 휴학하면서 경력목표가 있는 대졸 직장인들은 월
7만 원 정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도구변수 활용의 적정성은 Wu-Hausman
F-검정, Weak IV검정, 그리고 Sargan검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Weak IV검
정은 31.41로 도구변수와의 관련성은 유의미하다. Wu-Hausman F-검정은 임금
수준 13.80로 도구변수를 이용한 추정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Sargan검정
은 도구변수들이 외생성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도구변수들의 유
용성을 입증하고 있다(3.51).
Wu-Hausman F-검정, Weak IV검정, 그리고 Sargan검정 등에서 취직소요기
간과 합격률은 2단계 최소추정제곱법 회귀분석모델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분석
되었다. 표본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므로 토빗회귀분석을 활용하
여 휴학유형과 취직소요기간 그리고 합격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11년 모델
분석에서는 휴학유형과 경력목표는 취업소요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합격률의 경우에는 어학연수휴학은 합격률을 낮추지만(β = -.06,
p<.01) 경제적 사유 휴학은 합격률을 근소하게 높이고 있다(β =.04, p<.10). 어
학연수휴학은 취업/진학준비휴학과 비교하여 합격률을 약 2% 정도 낮추어 합
격률이 약 35%로 추정된다. 전체 표본의 일자리 지원 횟수는 평균 18회, 합격
횟수는 약 2회 정도이다. 어학연수 휴학자와 경제적 사유 휴학자의 일자리 지원
횟수는 각각 평균 21회와 평균 14회이다. 이들의 합격 횟수는 2회 정도로 일자
리 지원 횟수는 유의미하게 다르지만 합격 횟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휴학유
형에 따라 일자리 지원 횟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합격률 또한 달라
진다.
<표 4>에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 회귀분석으로 2009년 휴학유형과 임금수
준 그리고 취직소요기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으나 Sargan검정이 15.26으로 도
구변수가 외생성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도구변수들의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009년 연구모델은 2011년과 달리 다중회귀분석으로 휴학유
형과 임금수준 및 취직소요기간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어학연수휴학은
취업/진학준비 휴학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을 높이며(β = .06, p<.001) 취직소요
기간을 낮추고 있다(β = -.51, p<.01). 2011년과 달리 경력목표와 대학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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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사유와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다(어학연수휴학 : β =
.03, p>.10; 경제적 사유 휴학 : β = .02, p>.10). 2011년 모델과 동일하게 2009년
모델에서도 어학연수휴학은 합격률을 낮추고 있다(β = -.06, p<.01).
<표 4> 휴학사유와 경력목표의 상호작용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성별
대학교/전문대학
수도권소재
대학졸업
학점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
사무직군
보건의료직군
공무원직군
엔지니어직군
회사크기(1〜29명)
회사크기(30〜299명)
회사크기(300〜999명)
정규직/임시직
영어점수 유무
재직기간
가계소득
아버지 교육수준

1)

임금수준

I
.19***
(.01)
.14***
(.02)
.10***
(.01)
.30***
(.06)
.02
(.02)
.05***
(.01)
.17***
(.03)
.17***
(.04)
.13***
(.01)
-.10***
(.01)
.02
(.00)
.07***
(.01)
.33***
(.01)
.06***
(.01)
.07***
(.00)
.01
(.00)
.00
(.00)

II
.19***
(.01)
.13*
(.02)
.11***
(.01)
.28***
(.06)
.02
(.02)
.05***
(.01)
.17***
(.03)
.17***
(.04)
.13***
(.01)
-.10***
(.01)
.02
(.01)
.07***
(.01)
.33***
(.01)
.06***
(.01)
.07***
(.00)
.01
(.00)
-.00
(.00)

2009
2)
취업소요기간
I
II
-.67***
-.67***
(.15)
(.15)
.77**
.81***
(.23)
(.23)
.01
.00
(.14)
(.14)
-4.54***
-4.44***
(.81)
(.81)
-.19
-.18
(.27)
(.27)
.01
.00
(.17)
(.17)
-1.21***
-1.21***
(.44)
(.44)
.27
.28
(.71)
(.71)
-.67***
-.68***
(.21)
(.21)
1.33***
1.32***
(.24)
(.24)
1.09***
1.07***
(.23)
(.23)
.72**
.72***
(.28)
(.28)
-.33*
-.32*
(.15)
(.15)
-.48***
-.47***
(.15)
(.15)
-10.90***
-10.90***
(.12)
(.12)
.00
.00
(.03)
(.03)
-.00
-.01
(.02)
(.02)

3)

합격률

I
-.05*
(.01)
-.15***
(.02)
-.08***
(.01)
-.00
(.08)
-.00
(.03)
-.03*
(.01)
.18***
(.04)
.29***
(.10)
-.04*
(.02)
.04*
(.02)
-.00
(.02)
-.03
(.02)
-.05***
(.01)
-.12***
(.01)
.05***
(.01)
.00
(.00)
.00
(.00)

II
-.05*
(.02)
-.15***
(.02)
-.08***
(.01)
.01
(.08)
-.00
(.03)
-.03*
(.01)
.18**
(.04)
.29***
(.10)
-.04*
(.02)
.04*
(.02)
-.00
(.02)
-.03
(.02)
-.05***
(.01)
-.12***
(.01)
.05***
(.01)
.00
(.00)
.01
(.00)

대학재학 기간의 휴학경험과 직장생활(김현동) 

143

2009
1)

독립변수

어학연수 휴학
경제적 사유 휴학

2)

임금수준

3)

취업소요기간

합격률

I

II

I

II

I

II

.06***
(.01)

.03*
(.02)

-.51**
(.17)

-.71**
(.29)

-.06***
(.01)

-.05
(.02)

-.00
(.01)

-.01
(.02)

-.49*
(.23)

-.65
(.37)

-.02
(.02)

-.01
(.04)

+

+

.04**
(.01)

+

경력목표설정

-.32
(.18)

-.02
(.02)

어학연수 휴학 *
경력목표설정

.03
(.02)

.30
(.34)

-.01
(.03)

경제적 사유 휴학 *
경력목표설정

.01
(.03)

.26
(.45)

-.01
(.05)

상수

4.18***
(.06)

4.19***
(.06)

18.71***
(.83)

18.79***
(.84)

.65***
(.08)

.65***
(.08)

F 검정/
LR chi2(15)

156.65

136.74

6,664.03

6,667.08

404.00

409.51

R-squared/
Sigma

.35

.35

4.51***
(.05)

4.51***
(.05)

.38***
(.00)

.38***
(.00)

주 : 1)
2)
3)
4)
5)

표본크기=5,495명, 다중회귀분석.
표본크기=5,307명, 토빈분석.
표본크기=3,557명, 토빈분석.
+ : p<.10, * : p<.05, ** : p<.01(양측검정).
회사크기는 1,000명 이상을 기준점으로 지정하였음.

해외어학연수 휴학은 취업/진학준비휴학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을 매달 약
13,600원을 높인다(β = .06, p<.001). 토빗회귀분석에서 어학연수휴학은 취업/
진학준비휴학과 비교하여 취업소요기간은 63% 단축시켜 약 4.3개월 정도 낮추
며(β = -.63, p<.01) 합격률은 약 2% 정도 떨이진다고 분석되었다(β = -.06,
p<.01). 경제적 사유 휴학 또한 취업소요기간이 49% 정도, 즉 3.3개월 정도 짧
아진다고 분석되었다(β = -.49, p<.01). 2009년에서 일자리 지원 횟수 전체 평균
은 17.8회지만 어학연수 휴학 대졸 직장인은 일자리 지원 횟수가 21.5회로서
어학연수 경험자의 일자리 지원 횟수가 유의미하게 높다. 하지만 어학연수 경
험자의 합격 횟수는 2.3회로 취업/진학준비 휴학자의 2.1보다 합격 횟수는 그다
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사유에 의한 휴학의 경우 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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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일자리 지원 횟수가 15회로 전체 일자리 지원 횟수보다 약간 낮지만
합격제의 횟수는 약 2회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표 5>에서는 휴학을 경험하지 않은 비휴학자들을 포함시켜 연구모델을 분
석하였다. 이 연구모델에서는 휴학경험 유무를 포함시켜 휴학경험을 통제한 상
태에서 휴학유형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휴학경험자는 2009
년 60%, 2011년 40% 정도로 집계되었다. 2011년 모델에서는 어학연수휴학, 경
력목표설정이 임금수준을 높인다(어학연수휴학 : β = 1.28, p<.01; 경력목표설정 :
β = .30, p<.01). 어학연수휴학은 또한 취직소요기간을 낮추고 있다(β = -.84,
p<.01). 대학 재학 시 어학연수휴학과 경제사유휴학은 경력목표설정과 부정적
으로 상호작용되어 임금수준을 낮추고 있다(어학연수휴학 : β = -1.11, p<.01;
경제사유휴학 : β = -.27, p<.01). 2009년 모델에서는 경력목표설정은 임금수준
을 높이지만(β = .03, p<.01) 합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β = -.03, p<.01). 비휴학
자를 포함하여 분석한 모델에서도 휴학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델과 연구결
과가 어느 정도 일치된다. 휴학경험 유무는 2011년 모델에서는 합격률에(β =
-.07, p<.01) 2009년 모델에서 임금수준(β = .06, p<.01), 취직소요기간(β =
1.36, p<.01), 그리고 합격률에(β = -.03, p<.01)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휴학경험 유무는 취업성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휴학유형은 휴
학경험이 통제된 상태에서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휴학경험과
별개로 휴학유형의 효과는 검증될 가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휴학을 학업의
중단으로 정의하고 주로 휴학과 학업성과와의 연관관계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목적에 따라 취업성과인 임금수준, 취업소요기간, 입
사합격률 등이 달라진다고 분석되었다. 즉 휴학을 하려는 목적에 따라 휴학생
들 각자에게 휴학이 지니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듯 휴학유형에 따라 대학 졸
업 후 노동시장 성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므로 앞으로 휴학에 대한 연구는 휴
학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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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휴학사유와 경력목표의 상호작용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2009

2011
임금수준

취업소요기간

합격률

임금수준

취업소요기간5)

합격률6)

.21***
(.02)

-.08
(.18)

-.01
(.02)

.17***
(.01)

.23
(.58)

-.04**
(.01)

.03
(.02)

.02
(.18)

-.15***
(.02)

.13***
(.01)

5.81***
(.80)

-.11***
(.01)

수도권소재
대학졸업

.05***
(.01)

-.22
(.13)

-.08***
(.01)

.08***
(.01)

.82
(.54)

-.07***
(.01)

학점

.13**
(.05)

-2.63***
(.76)

.17*
(.09)

.16**
(.04)

-6.06*
(2.91)

.14*
(.06)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

-.01
(.01)

-.00
(.20)

-.02
(.02)

.01
(.01)

1.19
(.92)

.02
(.02)

사무직군

.06***
(.01)

.45**
(.17)

-.02
(.02)

.04***
(.01)

1.65**
(.65)

-.05***
(.01)

보건의료직군

.24***
(.02)

-1.80***
(.27)

.14***
(.03)

.22***
(.02)

-5.54***
(1.47)

.18***
(.03)

공무원직군

.12***
(.03)

.90
(.50)

.15
(.08)

.16***
(.03)

5.93*
(2.64)

.37***
(.07)

엔지니어직군

.16***
(.01)

-.06
(.22)

-.02
(.02)

.15***
(.01)

1.53*
(.80)

-.06***
(.01)

회사크기(1〜29명)

-.20***
(.01)

.73***
(.18)

.07***
(.02)

-.19***
(.01)

-2.10
(.91)

.04**
(.02)

회사크기(30〜299명)

-.07***
(.01)

.83***
(.17)

.06***
(.02)

-.07***
(.01)

-.86
(.89)

.01
(.01)

회사크기(300〜999명)

-.09***
(.01)

.67***
(.22)

-.02
(.02)

-.03
(.01)

+

-1.86
(1.10)

-.03
(.02)

정규직/임시직

.63***
(.01)

-1.06***
(.19)

-.08**
(.02)

.34***
(.01)

.04
(.54)

-.07***
(.01)

영어점수 유무

-.03
(.02)

.56***
(.15)

-.11***
(.02)

.06***
(.01)

.63
(.58)

-.12***
(.01)

.04***
(.00)

-.22***
(.02)

.05***
(.01)

.05***
(.00)

-23.41***
(.61)

.05***
(.00)

-.01
(.02)

.00*
(.00)

.01***
(.00)

.08
(.11)

.00
(.00)

-.06***
(.02)

.00
(.00)

.00
(.00)

.11
(.08)

.00
(.00)

.06
(.20)

-.07**
(.02)

.06***
(.01)

1.36**
(.63)

-.03**
(.01)

성별
대학교/전문대학

재직기간

1)

가계소득수준
아버지 교육수준
휴학경험 유무

-.06
(.04)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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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계속
독립변수

2009

2011
임금수준

취업소요기간

합격률

임금수준

취업소요기간5)

합격률6)

어학연수 휴학

1.28***
(.40)

-.84**
(.30)

-.05
(.03)

.02
(.02)

.34
(1.16)

-.04
(.02)

경제사유 휴학

.26***
(.10)

-.13
(.28)

.03
(.03)

.01
(.01)

-.93
(1.02)

.00
(.02)

경력목표설정

.30***
(.08)

-.02
(.17)

.01
(.02)

.03***
(.01)

1.30
(.62)

-.03*
(.01)

어학연수 휴학 *
경력목표설정

-1.11**
(.37)

-.27
(.36)

-.02
(.04)

.04
(.02)

+

-.81
(1.38)

-.02
(.02)

경제사유 휴학 *
경력목표설정

-.27**
(.08)

-.20
(.36)

-.05
(.04)

-.01
(.01)

.01
(.00)

.01
(.00)

상수

4.01**
(.07)

8.22***
(.78)

.61***
(.09)

4.36***
(.04)

-1.69
(3.04)

.51***
(.06)

Wek IV 검정/F 검정/
LR chi2(15)

13.81

329.43

551.94

236.61

3,246.40

724.168

Wu-Hausman/
Log Likelihood

14.88

-29,328.45

-4,684.51

-9,984.53

-3,734.15

Sargan 검정/
R-squared/Sigma

6.97

6.53***
(.05)

.55***
(.00)

16.14***
(.31)

.40***
(.00)

주 : 1)
2)
3)
4)
5)
6)
7)
8)
9)

1)

2)

3)

4)

.34

+

표본크기=10,697명,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 회귀분석.
표본크기=10,723명, 토빈분석.
표본크기=5,491명, 토빈분석.
표본크기=9,882명, 다중회귀분석.
표본크기=9,915명, 토빈분석.
표본크기=5,883명, 토빈분석.
+ : p<.10, * : p<.05, ** : p<.01(양측검정).
회사크기는 1,000명 이상이 기준변수.
휴학경험 유무는 더미변수(1 : 휴학경험 있음; 0 : 휴학경험 없음).

Ⅴ.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한국의 대학생활에서 휴학은 일반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휴학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휴학에 대한 연구는 학업적 측
면에서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탐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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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휴학을 하는 이유를 어학연수, 취업/진학준비, 그리고 경제적 사유
이렇게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어학연수로 인하여 휴학을 하게 된다면 대학졸업 후 임금수준은 높아지고
취직소요기간은 짧아지는 등 취업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된다. 반면 경
제적 사유로 휴학을 하게 된다면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취직소요기간은 늘어나
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휴학경험 유무는 임금수준을 높이고 취직소
요기간을 늘리고 합격률을 낮추고 있다. 그럼에도 휴학유형과 취업성과를 분석
해보면 휴학경험 유무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휴학경험과 더불
어 휴학유형은 대학졸업 후 취업성과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재학 시 경력목표설정 또한 휴학사유와 연계되어 졸업 후
사회진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경력목
표는 대학생 구직자들로 하여금 취업준비동기를 불러일으켜 취업준비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분석되었다. 대학재학 기간 동안 경력목표가 설
정된 대학생들의 졸업 후 임금수준은 경력목표가 없는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유
의미하게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대학재학 시 경제적 이유로 휴학했으면
서 경력목표가 뚜렷하다면 취업/진학준비에 의한 휴학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대학재학 기간 중 경력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도 휴학하는
사유에 따라 경력목표에 대한 실현이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다.
임금수준만을 고려한다면 어학연수에 의한 휴학은 대학생 구직자 개인에게
긍정적으로, 경제적 사유에 의한 휴학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입사지
원 합격률을 분석해보면 어학연수휴학은 취업/진학준비에 의한 휴학과 비교하
여 합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어학연수휴학은 대학생 구직자 개인과 부모의
직장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인다. 이들이 다수의 기업체에 지원함에도 합격률은
다른 사유로 휴학한 대학생 구직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처럼 휴학유형
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
다. 대학재학 시 경력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임금수준이 경력
목표가 부재한 대학생들보다 임금수준이 높다. 하지만 대학재학 시 경제적 사
유로 휴학하게 되면 경력목표는 취직 후 임금수준을 낮추는 부정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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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사유로 휴학한 대학생들에게는 경력목표 설정 시 자
신의 경제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재학 시 휴학을 선택한 이유와 졸업 후 취업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학생들은 학업적 측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휴학을 선택하
고 있다. 휴학은 학업의 중단을 넘어서 대학생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깊은 연관
성을 지니고 있다. 휴학을 선택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학업관련 이론
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휴학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
적 배경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휴학유형은 이들이
졸업 후 경력진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력개발 측면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시절 휴학사유가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여 휴학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럼에도 여러
한계점에 봉착하여 있다. 우선, 직장인들에게 대학시절의 휴학경험을 생각하여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들은 과거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하였으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는 휴학유형과 노동시장 성과, 특히 임금수준
에 있어서 내생성으로 인하여 인과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2011년 임금수준의 경우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2단계 최소추정회귀분석
법으로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도구변수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배제
조건과 외생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수준이 임금
수준의 외생변수이며 이 도구변수들이 해외어학연수만을 통하여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2009년 임금수준 그리
고 다른 취업성과 변수인 취업소요기간과 입사합격률은 도구변수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타당성이 있는 도구변수 발굴에 노력을 기울어
야 하며 회귀계수해석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조심하여
야 한다. 셋째, 방학 때 어학연수를 갔다 온 직장인이 각 연도마다 약 50명 정도
도 표본에 포함되어 있으나 모델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차후 어학연수를
연구한다면 방학 때 어학연수와 휴학 때 어학연수의 구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넷째, 취업준비와 진학준비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주제가 어학연수와 경제적 사유를 취업/진학준비와 비교하는 데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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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취업준비와 진학준비를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다섯째, 취직
소요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직장에 재직하면서 대학생활을 해온 직장인들
을 제거하였다. 하지만 설문 응답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여섯째, 휴학
사유 중 첫 번째 사유를 활용한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다. 현 연구는 첫 번째
휴학사유가 휴학사유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어학
연수 휴학과 경제적 사유 휴학은 휴학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같이 선택
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럼에도 휴학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순위만을
고려한 부분이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존재한다. 일곱째, 대부분의 표본
참가자들의 직장경력이 1〜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이직, 직무만족도 등의 연구
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표 5>의 비휴학경험자를 고려한
연구모델 분석에서는 경제사유휴학이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 이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
구는 대학재학 시절 휴학을 선택한 이유에 따라 졸업 후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휴학의 시사점을 고민해 보았다. 앞으로 휴학에 대한 면
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대학생들로 하여금 휴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여 이들이 알찬 청춘을 보내는 소중한 계기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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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College Student Stopout Experiences and
Employment Outcomes
Hyondong Kim
Currently, stopout rat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are reported to be more
than 30%. Stopout rates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ing in Korean college
and that cause interests in what effects stopout of Korean college students
have on their employment outcomes. The current study intends to use GOMS
dataset collected by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KEIS). Stopout
of Korean college students have mixed effects on employment outcomes(wage,
employment periods, and job acceptance rates). When Korean college students
choose stopout for overseas exchange program,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better wages, make longer employment periods, and reduce job acceptance
rates. But, stopout for economic reasons reduce wages. Career goals reduce
wages and increase employment periods when they have stopout for economic
reason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about how Korean society helps
college students develop their career programs by considering why they choose
stopout.
Keywords : college stopout, stopout reasons, career goal, employmen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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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의 패러다임 탐색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상
‘공정성’개념과 그 함의

강 현 주*

그간의 경제성장에 대한 분배 차원에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에서 분화․
제정)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문제와 과제가 있다. 현재까지 최저임
금 미만율이 높고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은 문제 등을 보면 저임금근로자
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
로조건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의 5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경제발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에 경제
정책과 노동정책 간의 긴장관계는 여전하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나아가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법으로 미국은 공
정근로기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성
(fairness)’이 최저임금, 법정 최장근로시간,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아동노동
보호 규율의 근간이다. 최저임금법의 패러다임 탐색의 일환으로 이 글은 상
당히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공정성’ 개념과
그 함의를 살펴본다.

핵심용어 : 최저임금법, ‘분배’, ‘공정성’, 생활임금, 교섭력의 공정성, 경쟁에서의 공
정성, 암묵적 사회적 계약, 미국 공정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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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배’ 패러다임이 제기한 문제와 과제

우리나라에서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이 마련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7월 17일의 일이다. 당시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여성과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대상이라고 함으로써(제17조)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헌법적 근거를 두었다. 또한 근로자의 단
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이익균점
권을 보장함으로써(제18조)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마련할 헌법적 근거를 두게
된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헌법에 근거
를 둔 구체적인 노동입법은 5년여가 흐른 1953년에 비로소 탄생하게 된다.1) 근
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되었다가 1997년에 다시 제정된 후
이미 20차례를 넘는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산업구조
의 변화, 노동시장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을 이유로 당초 근로기준법에서 규
정하던 많은 부분들이, 예컨대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파견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독립적인 개별 법률로 분화되어 제정․운영되기에 이르렀다.2)
우리나라가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마련하고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3)에서
1) 한국의 노동입법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어
미 군정청이 설치된 시점부터로 보는 견해(김형배(1989),『노동관계 40년사』, 한국경영자
총협회, p.66 이하)가 있다. 그러나 당시는 예컨대 일반노동임금에 관한 법령(제14호), 근
로문제에 관한 공공정책 및 노동부설치에 관한 법규(제19호), 아동노동법규(제102호), 최
고노동시간에 관한 법령(제121호) 등 노동보호를 위한 몇몇 단행법령들을 마련한 것에 불
과하였고, 노동법의 또 한 축인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마련되지 않았던 시기라는 점에 주
의를 요한다.
2)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08년 8월에『근로기준법령 제․개정 발자취』라는 자료를 통해 근
로기준법 제14차 개정(2008.3.28.) 및 그때까지 근로기준법에서 분화된 최저임금법을 비롯
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 시기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3) 1953년은 우리나라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4개나 되는 노동관계법을 갖춘 때이다. 그러
나 당시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야기하는 전시 비상경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컨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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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가 시작되었으며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놓은 것이 늦어도 1960년
대로서 그 후 현재까지 대체로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근로기
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제․개정 과정을 두고 경제성장 전략에 맞춘 노동입법 정
비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4) 반면에 1970년대 후반, 특히 1987년을 기점으
로 적극화된 이른바 ‘분배’ 패러다임 측면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경
제성장에 대한 분배 차원으로 이해하는 분석도 존재한다.5) 근로기준법과 최저
임금법을 경제정책에 종속되는 노동입법으로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반대로
‘분배’ 패러다임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가.
‘분배’ 패러다임이 주로 임금, 특히 최저임금과 최저생활에 관심을 둔 것이라
할 때, 우리나라는 1980년 10월 22일에서야 제5공화국 헌법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종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법률로 정하
겠다던 규정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기준
법의 방향과 해석기준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종래 근로기준법 내에 있던 최저
임금 사항이 최저임금법으로 1986년 분화․제정되어 이때부터는 저임금근로자
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지만,6) 그 당시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10
를 보호하고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사용자에게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도
록 강제하여 부담을 주는 것은 실효성은 없는 것이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4) 예컨대 1961년 12월 4일 근로기준법의 제1차 개정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확정․
발표되면서 내부동원형 성장전략에 맞추어 자본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국내 노동력을 최
대한 자본화할 것이 제안되었다(이상희(2005),「1960년대 경제개발기 노동입법의 변천과
성질 규명」,『산업관계연구』15 (2), 한국노사관계학회 참조). 대체로 비교적 장기에 걸쳐
노동입법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노동정치 내지 노사관계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아
니면 아예 단순화해서 역대 대통령의 정부형태별로 시기를 구분하고 변천사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전자 측면에서 이것은 다시 국가가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노
동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부터 합리적인 입법자와 법 개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상호작용
으로서 바라보는 입장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5) 한국법제연구원의 2013년 연구과제인,『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노동법제』가
대표적 종합서가 될 듯하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패러다임으로 예컨대 모성보호와 평등, 일
과 생활․가정 양립지원 등도 제기되어 왔고, 기타 2000년대 이후는 국제기준에의 부응이
라는 측면 또한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측면도 존재한다.
6)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 사항이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담길 때까지, 다시 말해 1986년
이전까지 근로기준법내의 최저임금제도는 노동부장관이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
적 제도였기 때문에 30년 이상 시행되지 못한 사문화된 상태였다. 소득분배 개선이 4차 5
개년계획 수립 당시 담기게 되고 1980년대 들어 절대빈곤,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분배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및 계층별 위화감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경총마저 최저임금제의 도
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김재원(1989),「임금정책」,『노동경제 40년사; 정병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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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체 제조업 분야였고,7)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은 2005년 5월 31일의 일이다.
무엇보다 각 시기를 구분해 보아도, 또한 현재까지의 전체 기간을 통틀어 보
아도, 최저임금 문제를 그간의 경제개발에 대한 분배 차원으로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저임금법의 제정 전후 현재까지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최저
임금 준수율이 낮은 문제8) 등을 보면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1990년대에 이미 근로기준법의 관심을 끌어 근로시간 비례원칙이 규정된 단시
간 근로자 문제가, 외환위기를 거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기조 속에 기간
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까지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으로 이어졌지만,
2006년 예컨대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이 후퇴하였다.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9)이 마련되었지만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 수준에 미치
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의 5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10) 또한 최근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경제발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
에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간의 긴장관계는 여전하다.11)
헌수(1988),『최저임금법-제정배경과 실무해설).
7) 한편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에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난 뒤 국가의 최저
임금제 시행의무를 명시한 정도가 눈에 띌 뿐이다. 다만 노동3권 전부가 법률의 유보 없
이 보장되게 되어 분배문제가 노사자치의 영역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게 되는 때가 이때
이다.
8) 이 문제에 관한 최근 연구로, 이승렬․김삼수․강현주․강병식(2012),『최저임금제도 이
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 미국․영국․호주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
10) 특히 외국과 달리 단시간 근로자 비율 보다는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점이 특히
문제된다(기획재정부(2012),『한국 고용의 현주소 - 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기획재정부 정책보고서).
11) 예컨대 1997년 초반부터 불어 닥친 대기업들의 부도사태 등(한보와 기아그룹 등)은 우리
경제를 금융․외환위기로 몰아넣게 되고, 결국 우리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
기금(IMF)에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결국 분배 문제는 제대로 발현되지도 못
한 채, 다시금 경제문제 극복을 위해 희생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IMF측은 구제금융지원조건으로 금융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을 요구하였
고, 그에 따라 노동입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비되게 된다. 1998년 발족
한 노사정위원회도 같은 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뒤 후속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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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나아가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법으로 미국은 ‘공정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12)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명칭
에서부터 명확한 ‘공정성(fairness)’ 개념이 공정근로기준법의 내용인 최저임금,
법정 최장근로시간, 아동노동보호 규율의 근간인 것이다.13)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미국은 전체 법 적용대상자의 90%에 가까운 수치의 근로자가 최저임
금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되
고 있는 제도이다.14) 물론 미국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저임금산업에서는 26%로
집중되어 있고, 최저임금 근로자 및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나아가 적
용제외 근로자들은 생활임금(living wages)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들 중에 여성이나 소수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차별(discrimination)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는 하
일환으로 노동입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취지는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1998년 2월 20일 제2차
근로기준법 개정은 고용조정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도 정당한 경영상의 필요로 명문화되었다. 일부 절차적 요건
도 구비되었으나 예컨대 근로자대표가 통보만 받을 뿐 협의나 협상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으며, 시행시기도 공포 즉시 가능한 것이었다. 1999년 2월 8일의 제3차 근로기준법
개정은 당시의 흐름이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상
의 각종 신고, 인정, 승인 등을 폐지한 개정이었다. 2006년에 들어서 무엇보다 화두가 된
것은 그간의 노동유연성 강화정책으로 한국 사회에 증가된 근로자군, 즉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차별시정이었다. 2006년 12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도입되었고,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 등의 내용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
영하는 동법 개정이 있었다. 적어도 목적만 놓고 보면 노동유연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려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2008년 3월 21일 제13차 근로기준법 개정은 단시간 근
로자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 규정을 배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반하는 개정
이었다. 그리고 이상 비정규직 관련법은 실효성 있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12) 29 U.S.C. 201-219 (1994).
13)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에 반영된 공정성 개념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우리나라의 법은 실로 방대한 양을 정해두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최
저임금법은 적용사업, 근로자와 사용자를 정의한 뒤, 고용관계상 중요 근로조건의 최저기
준으로,1) 근로계약을 규율(근로계약관계의 시작과 해고 등 종료)하고, 임금(최저임금과
임금지급방법, 휴업수당),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휴가, 모성보호와 소년 근로의 보호,
재해보상, 취업규칙 등을 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법정근
로시간,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아동노동보호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미국에도 해
고와 취업규칙 관련 계약법 또는 노동법 판례 법리가 존재하므로 양국의 개별적 근로관
계법 내지 고용법(employment laws) 영역은 강학상 큰 차이가 없다.
14) 이승렬 외, 앞의 책,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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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그러나 ‘공정성’ 패러다임으로 이 문제에 계속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러
한 점을 배경으로 이 글은 ‘공정성(fairness)’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문
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의 관련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내지 최저임금제에 있어 본격적인
공정성 논의의 필요성 및 구체적 논증은 지면 제약상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보
기로 한다.

Ⅱ. 미국의 생활임금운동과 두 가지 개념의 ‘공정성’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최장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와 가산임
금, 아동노동보호를 규정한 법이다. 노예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정
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기 시작16)한 이유에는 대량생산체제가 관련된다.
즉 과거 장인들은 자신의 소득이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의 양이나 질에 좌우되
었던 데 비하여, 대량생산체제 이후 대부분의 장인들이 사용자들의 절대적 통
제하에 놓이는 임금노동자들로 변모하게 되면서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출하는 사용자들과의 임금교섭 여하에 따라 자신의 소득이 결정되기
시작하였다. 교섭력이 열악했던 임금노동자들은 공정성 논쟁을 시작하였고, 특
히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정부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가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공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생기는 부정적 결과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규
범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17) 첫째, “공정성은 곧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라는 절대적 공정성(Absolute Fairness) 개념은 예컨대 정부가 사용자로 하여금

15) 앞의 주, p.98 이하 참조.
16) Lawrence B. Glickman, A Living Wage : American Workers and the Making of
Consumer Society 20-21 (1997).
17) Seth D. Harris, Convocation Inaugurating the Samuel M. Kaynard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ship in Labor and Employment Law Articles Conceptions of
Fairness and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18 Hofstra Lab. & Emp. L.J. 19, pp.19
〜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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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별 노동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
제하는 개념이다. 둘째, “공정성은 곧 교섭력의 대등성이다”라는 교섭력의 공
정성(Bargaining Fairness) 개념은 정부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교섭력을 대등
하게 만들기 위해 ‘공적 교섭(public bargaining)’ 형태를 마련하는 근거가 되었
다. 특히 몇몇 주는 공정근로기준법 제정 이전에 이미 교섭력의 공정성 개념에
근거하여 공적 교섭의 틀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특정 주의 경우는 연방의 그것
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18) 양자의 공정성 개념은 미
국 생활임금운동에 의해 옹호되는 ‘공정성’ 개념으로서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
준을 상향조정하는 근거이자 기준이 되고 있다.

1. 공정성은 생활임금이다
가. 자연권이자 절대권으로서의 생활임금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한 교섭력과 그 결과를 치유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사
회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틀 내에서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경우 경제적 정당화
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로마교황이 1891년 노동자계급의 실상을 담
아 주교들에게 보낸 회칙(Rerum Nocarum)은 미국 생활임금운동의 중요 지도
자들에게 ‘임금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는 도덕적 개념을 제공하였다. 이 회칙
은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라 하더라도 사회의 가장 빈곤한 자들의 필요를 충족
시켜주어야 할 도덕적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19)
이 회칙에 영향을 받은 성직자는 이후 미국 생활임금운동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다. 대표적으로 존 라이언(John A. Ryan)은 임금에 관해 노동과 자본 간의
자유계약이라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라고 진단한
다.20)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부적절한 임금 거래(wage deal)가 이루어질 때 사회
가 노동시장 작동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로 이어진다. 라이언은
1906년 ‘생활임금(Living Wage)’과 1916년 ‘분배의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18) 현재 각 주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승렬 외, 앞의 책, p.100 참조.
19) Pope Leo XIII, Rerum Novarum (1891. 5, 15)
20) John A. Ryan, Social Doctrine in Action: A Personal History 67 (1941).

160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3호

서 공정성 개념을 철학적으로 발전시켜 자연권(natural rights)을 주장하게 된다.
즉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산물들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고유하
면서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연의 산물은 그 어느 것도 노동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기에 노동은 생존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연권은 라이
언에 의하면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감각적 능력을 자신의 이
성적 능력에 종속시켜야 하며, 이성적 능력은 종교적 교의와 다른 사람들의 합
리적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21)

나. 생활임금의 정량화
라이언은 자연권으로서의 생활임금은 최저수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
간의 존엄성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육체적 존재가 되기 위한 조건 이상이 달
성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예컨대 건강, 기본적인 안락, 도덕과 종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환경하에서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퇴직, 질병, 사고, 장애에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휴식,
사교, 교육, 교인자격 등에의 기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라이언은 이러
한 내용의 임금이 사용자들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생활임금이라 보았다.
한편 라이언에 의하면 노동자의 생활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임금(fair wage)
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일례로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을 똑같이 지급할 수 없다. 사용자들로 하여금 질적인 삶을 누려야 할 자신의
가족들을 외면하고 노동자를 위하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선택 상황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노동자의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
은 무방할 것이다.
라이언의 이상의 개념은 ‘모든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어
서 생활임금은 절대적 공정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라이언의 절대적 공
정성 개념은 생활임금운동의 윤리적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절대적 관
점 때문에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전국적인 최저임금법인 공정근로기준
21) Ryan, Economic Justice: Selections from Distributive Justice and a Living Wage 91
〜96, 163〜16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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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주 최저임금법에 반영되는 공정성 개념이 되지는 못하였다.

2. 공정성은 교섭력의 대등성이다
그 후 생활임금운동은 오하라(Edwin O’Hara)가 주도하게 되는데, 그는 공정
근로기준법에 앞서 제정된 오리건 주의 생활임금법이 통과되도록 주역이다. 그
런데 오하라와 그 지지자들은 공정성에 있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것
은 바로 교섭력의 대등성이다. 즉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교섭력에 있어 열
등한 지위에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가. 중산층 개혁자들과 노동운동
사실 미국의 최저임금 캠페인은 개혁 성향의 중산층들과 상대적 저임금의 여
성그룹이 이끌었다. 이들이 단체행동 대신 선택한 입법운동은 임금에 있어서
공정성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전국 소비자리그(National Comsumers’ League,
NCL)와 전국 여성노조리그(National Women’s Trade Union League, NWTUL)
가 그 대표 조직이었다.
전국소비자리그는 1891년 뉴욕에서 조직되고 1898년 여러 지역 연합이 전국
소비자리그에 결집하게 된다.22) 이 조직의 목표는 중산층으로 하여금 합법적이
고 안전하며 공정한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이 조직의 라벨이 붙은 생산품만을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변화시키려는 것이었다. 한편 전국
여성노동리그는 상대적 저임금노동자이자 전시상황에서 과도기적 노동자로 취
급받던 여성 노동자들의 노조였는데 미국 노동총동맹(AFL)의 구성원이기도 했
지만 노동총동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최저임금법 제정운동을 전개
하였다.

22) Vruce Goldstein et al., Enforcing Fair Labor Standards in the Modern American
Sweatshop: Rediscovering the Statutory Definition of Employment, 46 UCLA L.
Rev. 983, 1062〜106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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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 최저임금법과 생활임금캠페인의 초석
생활임금운동의 입법화는 그간의 경제적․철학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치
의 장에서 행해지는 일인 만큼 미국은 20세기 초 미국에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
진 산업국가에서 성공한 법정 최저임금을 가진 국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상당히 자신감을 얻게 된다. 1894년 뉴질랜드 빅토리아 지방은 노
동분쟁에 대한 강제중재법을 통과시키면서, 같은 법으로 노사정으로 구성된 최
저임금위원회를 탄생시켰다.23) 그리고 퀸랜드와 같은 오스트레일리아 지방도
유사한 법을 1900년 이후 통과시켰다. 영국도 1909년 빅토리아 법을 모델로 하
여, 다른 산업보다 일반적 수준의 임금률(prevailing rate of wages)이 현저하게
낮은 산업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를 탄생시킨다.24) 나아가 미국은 오스
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에 있어 생활임금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함
으로써 과학적 방법으로 계산된 여러 연구들과 추정치들을 제출하고25) 국민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검토하게 된다.

다. 메사추세츠 주와 미국 최초의 최저임금법
이상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미국 최초의 최저임금법이 1912년 메사
추세츠 주에서 탄생된다. 다만 이 법은 여성노조가 주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
성과 연소자에 한정하여, 그것도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수준에서 임의적인 것으
로 입법화되었던 한계를 가진다.26) 여하튼 근로시간 단축이 함께 규정되었던
이 법이 통과된 후 1912년 1월 섬유제조업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도
삭감될 수 있다며 법에 저항하게 되고, 다른 한편 노동자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업을 하게 되는, 서로에게 매우
23) Judith A. Baer, The Chains of Protection : The Judicial Response to Women’s
Labor Legislation 74 (1978).
24) Irene Osgood Andrews, Minimum Wage Legislation, reprinted in New York State
Factory Investigating Commission 8 (1914).
25) 예컨대 Louse Bolard More of Columbia University는 뉴욕 시의 200여 가구를, R.C.
Chapin 박사 역시 뉴욕 시의 642가구를, J.C.Kenndy를 비롯한 시카고 대학 교수들은
시카고 스톡야드 구역의 184가구 등을 조사해 보고한 것이 시발이 되었다.
26) Dorothy W. Douglas, American Minimum Wage Laws at Work, 9 Am. Econ. Rev.
701, 705 (1919).

최저임금법의 패러다임 탐색: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상 ‘공정성’ 개념과 그 함의(강현주) 

163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노동운동도 두 파로 나누어지
는 결과를 안게 된다.27) 그러나 메사츠세츠 주는 이 법으로 최저임금인상에 성
공하게 된다.

라. 공적 교섭(public bargaining)과 최저임금
메사추세츠 주가 최저임금법을 만든 후 1년 내에 8개의 주(state)가 주 최저
임금법을 통과시키게 된다.28) 그런데 사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은
노사 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위원회를 탄생시킨 ‘공적 교섭’ 모델이었
다.29) 그리고 이 위원회는 과학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근로가정 가족
의 필수 생계비를 산출하여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필수
생계비’는 객관적 기준(objective standard)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었지만, 노사
간 중재에 유사하게 분쟁이 해결(quasi-arbitrator of disputes)되는 방식이었다.
여하튼 운이 따를 경우 공정임금도 실현될 기회를 갖는 이 법들로 인하여 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의 공정성은 한층 보호되게 되었다. 나아가 이
법들은 노동시장 내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
문에, 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교섭력의 결과나 그로부터 파생된 어떠한
결과로부터 보호를 행하게 되었다.
공적 교섭의 과정은 그 자체로서가 목적이 아니다. 교섭력의 공정성도 지침
은 생활임금이었다. 그러나 생활임금운동은 절대적 공정성 개념을 입법으로 구
체화할 충분한 교섭력의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대타협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법들은 라이언의 생활임금기준을 만족할 만한 임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27) Melvyn Dubofsky, We Sahll Be All: A History of the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245, 251 (1998).
28) Elizabeth Brandeis, Labor Legislation, in 3 History of Labor in the United States,
1896〜1932 501-03; The Minimum Wage : An Intenational Survey, League of
Nations Series D No. 22 193 (1939).
29) Alice S. Cheyney, The Course of Minimum Wage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38 Int'l Lab. Rev. 26, 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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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오리건 주의 공적 교섭법
오리건 주는 최저임금법으로 교섭력의 공정성을 부여하려 했던 많은 주들 가
운데 최고의 사례이다. 메사추세츠 주의 최저임금법과 달리, 오리건 주의 임금
위원회는 금전벌과 금고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채택하였다.30) 그리고 오
리건 주의 기준은 생활임금을 담아내고자, 생계비와 건강한 사람이 삶을 영위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31) 물론
오리건 주 법은 지역이나 산업에 따른 생활임금의 차이를 인정하였지만 생계비
만큼은 획일적으로 적용시켰다. 그러나 이 법 또한 라이언의 절대적 공정성과
는 다른 개념에 기초한다. 즉 교섭력의 공정성으로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을 보
장하지 못하였고, 양 당사자가 생활임금으로 긍정하는 데 합의하는 임금거래를
유도하는 방법에 불과하였다.

Ⅲ. 공정경쟁과 암묵적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미국
공정근로기준법

1938년 미국에서는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이 제정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개념의 ‘공정성’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공정근로기준법
은 당시 증가일로에 있던 전국 단위 생산시장(주간통상, interstate commerce)에
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보장하려는 수단이었다. 세 번째 공정성 개념
이기도 한 “공정성은 공정경쟁이다”라는 경쟁적 공정성(Competitive Fairness)
개념은 노사 간의 교섭력의 차를 극복하고자 했던 종전 개념과 달리, 사용자
상호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상대적 저임금(그리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금지
하고자 하였다.

30) Edwan V. O'Hara, A Living Wage by Legislation : The Oregon Experience xiv
(1916).
31) Victor P. Morris, Oregon's Experience with Minimum Wage Legislation 8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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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성은 공정경쟁이다
가. 프랭클린(Flanklin)과 프렌시스(Frances)
대공황의 시작은 근로가정의 생활과 국가의 정치적 삶에 큰 위기를 가져왔
다.32) 국가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고, 임금지급률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질임
금은 낮아졌고 근로시간은 제1차 세계대전 이래 최장시간을 기록했다.33) 고용
도 1910년보다 낮아져 전체 근로인구의 3분의 1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
다.34)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직시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위기는 한편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입법화하려는 세력의 정치적 교섭력
을 증대시켰다. 루스벨트와 노동부장관 프랜시스 퍼킨스는 노동시장에서 대등
하지 못한 교섭력의 결과로 발생한 부적절한 임금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
는 공정성 개념을 입법화하려고 하였다. 다만 루스벨트도 퍼킨스도 새로운 논
쟁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기존의 공정성 개념을 반영시키려 하였다.
예컨대 퍼킨스는 여성과 연소자를 위한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시간법을 입법
화하려고 했다. 퍼킨스는 상원의원이자 뉴욕 알바니의 근로시간법을 위한 로비
스트였던 시절인 1910년 루스벨트를 만났다. 그 당시 퍼킨스는 다소 논쟁의 여
지는 있지만 노동운동가의 단체행동보다는 생활임금운동의 입법운동 편에 서
있었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당초 근로시간법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1913
년 윌슨 대통령이 부를 때까지 그는 뉴욕 노동자들이 겪고 있던 노동착취와 노
동조건에 관해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였다.35) 그리고 임금을 둘러싼 공정
성 논쟁에서 열렬한 입장을 보이지도 않았다. 실제 루스벨트는 초기 임금에 있
어서의 공정성 논쟁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퍼킨스는 장
래의 대통령이 관련 리포트를 읽으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고, 그의 예상
은 적중했다.36) 루스벨트가 뉴욕 주지사였을 때 퍼킨스는 관련 자료를 보여주
었고, 루스벨트는 노동착취 속에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 뉴욕 근로자들을 보
32)
33)
34)
35)
36)

Joint Hearings on S.2475 Before the Senate Comm. on Educ. and Labor (1937).
앞의 주 참조.
앞의 주 참조.
Frances perkins, The Roosevelt I Knew 17 (1946).
앞의 책, p.22, p.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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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위한 입법을 강력히 지지하게 된다.

나. 미국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과 교섭력의 공정
성 개념
생활임금운동과 노동운동 간 최저임금법 제정을 위한 작은 다툼이 최장 근로
시간입법을 두고 일어났다. 최장 35시간을 1주 근로시간으로 설정하려 했던 블
랙 상원의원의 입법을 두고 양 진영 간 입장차이가 있었다.37) 최저임금 없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 제기
되었다. 그리고 퍼킨스는 이 법안으로 교섭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
인하는 작업을 벌였는데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38)
루스벨트는 대통령이 된 후 블랙 상원의원 법안의 대안으로서 전국산업부흥
법을 제시한다. 이것은 미국 내 모든 남성과 여성의 최저임금과 최장근로시간
을 규율하고자 하는 첫 번째 포괄입법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을 입법화한 첫 번째 입법이었다.
루스벨트는 부적절한 임금의 원인을 과잉생산에서 찾았다. 공황으로 돈에 쪼
들리는 사용자들은 생산가격을 깎으려는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며 그들의 상품
을 공급과다 시장에서 팔게 되고, 결국 사용자는 자신의 노동시장에서의 우월
한 교섭력을 이용하여 임금과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결정하게 만든
다는 것이다. 생산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의미였다. 루스벨트는 전국산업부흥법을 선택했고, 교섭력의 공정성
과 경쟁적 공정성 개념을 성문화한 하이브리드 입법을 만들게 된다.
전국산업부흥법 제1편은 대부분 주의 최저임금법상의 공적 교섭 절차를 대
체하는 산업협회(trade or indutry associations)에 최저임금과 최장 근로시간을
포함한 공정경쟁 법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간혹 노동자대표가 포함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사용자들로 구성된다. 협상의 결과물은 그 후 노동위원

37) Elizabeth Brandeis, Organized Labor and Protective Labor Legislation, in Labor and
the New Deal 195, 199 (1957).
38) Robert F. Hinnelverg. The Origins of the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 Business,
Government and the Trade Association Issue 1921〜1933 197〜199, 203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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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용자위원회, 소비자위원회에 알려져 수정을 거칠 수도 있으며, 직접적인
단체교섭은 이 위원회들 내에서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하는 법이었다.
결국 전체 적용대상의 90%에 이르는 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 600여
개에 이르는 법이 만들어졌다.39) 루스벨트가 희망했던 산업부흥은 일어나지 않
았지만 임금인상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다만 공적 교섭시스템
은 노동운동이 기대했던 만큼 기능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법으로 공적 교섭
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났다.40)

다. 경쟁적 공정성 대(對) 교섭력의 공정성 : 공정근로기준법을 정의하기 위
한 다툼
미국 의회는 1938년 지난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공정근로기준법의
틀을 결정하는 공정성 개념으로 교섭력의 공정성과 경쟁적 공정성 간에 줄다리
기가 끝나고 경쟁적 공정성을 받아 들여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정근로기준법에
서명하게 된다. 공정근로기준법의 목적이기도 한 경쟁적 공정성의 목표는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규제하여 생산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의회가 획일적이고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지고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기준을 어겨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낮추는 등 노동비용을 줄이면 선적을 금지하는 등 주간통상을 금지하는
의미까지 가지게 되었다.41)
Section206은 의회에 의해 특별히 제외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용자는
“통상 또는 통상을 위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engaged in) 근로자 각각에게
(each)”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42) 한편 Section207은
“어떤(any)” 근로자에게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43) 그런데 미 연
39) The Public Papers and Addresses of Franklin D Roosevelt: The Advance of
Rocovery and Reform 276 (1934).
40) Elizabeth Brandeis, Organized Labor and Protective Labor Legislation, in Labor and
the New Deal 195, 206 (1957).
41) 자세한 내용은 이승렬 외, 앞의 책, pp.106〜112.
42) 29 U.S.C. 206(a) (1994).
43) 67. Id. at20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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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헌법은 예컨대 어떤 노동자들이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최장 근로
시간 등의 보호를 받는지는 사법부의 해석권한으로 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사
실 미 의회의 방향과 달리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데,44) 특히 “사용자,” “근로
자(employee),” 그리고 “고용하다”의 정의의 순환성(circularity)에 주목하고 있
다.45) 그러나 동시에 미국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있어 경쟁적 공정성을 가급적
실현하려는 입장에 있다. Section206과 section207을 법에 의해 명확히 제외된
자가 아닌 이상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그리고 “모든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예컨대 미 공통법(common law)46)
이 노동자와 사용자를 주종관계(masters와 servants)로 이해하는 것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러한 해석47)은 미 공통법보다 미 의회의 입법의도에 무
게를 두고자 하는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44) Willis J. Nordlund, The Quest for a Living Wage: The History of the Federal
Minimum Wage Program 52, at 99 (1997); Bruce Goldstein et al., Enforcing Fair
Labor Standards in the Modern American Sweatshop: Rediscovering the Statutory
Definition of Employment, 46 UCLA L. Rev. 983, 1105 (1999).
45) 공정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간
접으로 행위하는 자(any person)”로 정의하고, “근로자”를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개인”
으로 정의하였으며, “고용하다”는 “일”(work)을 하거나 하도록 허락하다로 정의하고 있
다(29 U.S.C. 203(d), (e)(1), (g); 202(a)).
46) 보통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번역용어는 우리에게
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법 내에서의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
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은 미국 내에서는 주(state)에 상관없이 어느 주에나 적용되
는 공통법이고, ‘common’에는 ‘공통의’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미 공통법’으로 번역한
다. 만약 어느 주가 공통법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일부 내용(보통법을 전면 부정하는 주
는 없다)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그 부분은 구별되는 점(distinction)으로 부르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공통법을 근간으로 법 영역의 경우 우선 공통법을 다루고 나서 구별되는 점
을 함께 가르친다. 또한 공통법은 본래 영국에서 유래하였다고 소개되고 있지만 미국 법
교과서 등 어디에서도 영국은 언급되지 않아 양국의 이 법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 없
고 또한 이것이 영국과 미국의 공통법이 다르다는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 공통법’
으로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미 공통법의 내용이 반드시 분쟁(소송)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
어서 모든 내용이 판례법(case laws)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예컨대 구속될 선례가 없는,
즉 최초로 다루어지는 사안이라면 판사는 판례법이 아닌 공통법을 보게 되며, 특히 미국
에서 성문법(statute)이 만들어진 영역에서는 판례법이 그 성문법에 의해 형성되므로 미
국에서 공통법은 판례법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공통법
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 1차 법원(法源)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한 관습법이 아니다.
물론 공통법은 불문법의 하나로 불리지만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미국 로스쿨에서는 이를
교과서에 담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7) United States v. Rosenwasser, 323 U.S. 36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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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성은 암묵적 사회적 계약(Implied Social contract)
이다
뉴딜시대의 입법인 공정근로기준법의 초기에는 주종관계(master-servant)에
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바라보는 미 공통법상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근로자
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법리가 전개되었다.48) 그리고 주인이 종의 일을 통제하고 있었는지
(control), 종이 이윤과 손실을 부담하는지(opportunity for profit or loss), 종의
일이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주인이 작업도구를 제공하고 투자하는지,
주인과의 관계가 종신인지(permanence), 종의 일이 주인의 일에 부합하는지 등
이 구체적 판단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공정근로기준법은 전국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과 함께 1930년대의
사회적 입법(social legislation)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즉 공정근로기준법은 최
저임금과 연장근로 시 가산임금 등 모든 적용대상 노동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
하였다. 사회보장법은 세금을 통해 사용자들이 특정한 이유로 근로할 수 없는
적용대상 노동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마치 초기 사
회경제학자들의 주장인,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지불의무가 있
다고 보았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공정성은 암묵적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은 교
섭력의 공정성이라는 생활임금운동의 도덕적 지침을 매우 닮아 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른 점도 있다. 첫째,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해 설
정된 법정 최저임금의 지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사회보장법상의 급여 또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받지 못한다. 라이언은 생활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약속할 때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건강, 안락, 좋은 도덕감, 신의 등을 유지하기
에 충분한 의식주와 함께 퇴직, 질병, 재해, 장애 시 사회보장급여까지 포함하
여 제시하였고, 그 밖에도 오락, 사교, 교육, 그리고 교인자격까지 언급하였다.
반면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미 연방대법원의 리드
(Reed) 판사는 예컨대 암묵적 사회적 계약인 공정근로기준법은 그 노동자가 근
로하는 동안에 전체 총수입을 증가시키지 않는 구도라고 생각하였다. 요컨대
48) Restatement of Agency 220(1), cmt, a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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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교섭력을 포기하고 사용자에 종속되더라도 리드 판사의 생각은 그 노
동자에게는 라이언이 정의한 생활임금보다는 적은 임금이 지급되면 족할 뿐이
었다.
둘째, 암묵적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공정성이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하더라
도 의존성 기준(dependence test)은 일정한 노동자들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는 기준이라고 보았다.49) 이 생각은 예컨대 라이언이 모든 근로는 개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대적 공정성 개념과 대비된다. 근로의 질이나
양과 무관하다고 하였던 라이언과 달리, 리드 판사는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노동자의 전체적인 고용상황이
사용자와 충분히 결합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의무이다. 리드 판사의 의존성
기준하에서 때로는 일정한 사람들은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암묵적 사회적 계약인 공정성은 경쟁적 공정성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공정성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완전한 충성과 전일
노동을 입증한 노동자에게만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족하게 된다. 이
것은 Adkins v. Children's Hospital에서 서더랜드(Sutherland) 판사가 제시한 교
환적 공정성 개념으로 이후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50) 사용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던 라이언의 개념이나 이를 지지하였던 사회경제학자
들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셋째, 암묵적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공정성은 생활임금운동이 공정근로기준
법의 법문에서 더 나아가고 있는 경험적 기초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존
성 기준은 노예제 폐지와 맞닿아 있는 임금에 있어서의 공정성 논쟁의 전제를
거부하였다. 저임금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자신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충분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의 입장은 각 노동자가 개인적 상황에 따라 얼마나 무엇을 증명하는가에 좌우
되었다. 노동자들은 리드 판사의 암묵적 사회적 계약이라는 생각에 따라 일정
한 결실을 얻으려면 자신의 교섭력을 항구적으로 포기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
49) 이 기준에 의해 근로자인지 여부, 즉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근로자의 구
분이 이루어진다.
50) Water Galenson & Robert S. Smith, Labor in the Twentieth Century : The United
States, in Labor in the Twenties Century 12, 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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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동자들은 사회적 계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교섭력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거래를 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이 암묵적 사회적 계약이라는 생각은 생활임금을 입법화
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는 도덕적․경제적 주장은 될 수 있더라도, 공정근로기준
법의 입법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생활임금과 교섭력의 공정성 개념을 지지하는
자들이 의회에서 패배한 개념이라는 상기한다. 공정근로기준법은 절대적 공정
성이나 교섭력의 공정성을 입법화하지 않았고, 경쟁적 공정성이 승리자가 되었
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근로기준법을 다룬 판결들은 여러 공정성 개념이 공존
하는 시기에 입법화된 공정근로기준법임에도 매우 인색하고 약한 공정성 개념
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결과적으로 암묵적 사회적 계약이라는 공정성
개념이 근간으로 하는 의존성 기준은 실패한 기준으로 일정한 노동자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였다.
다만 이후 경쟁적 공정성은 암묵적 사회적 계약이라는 공정성 개념에 의한 잠
식에도 불구하고,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 더 많은 노동자들을 입법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예컨대 가사사용인(domestic services employees)
에게 최저임금을 규율하는 공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이
처음부터 그러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974년까지 모든 가사
사용인은 미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 일정한 노동자를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현 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자들에게 동료애
차원의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사용인들은 공정근로
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다.51) 그러나 동시에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별도 규정에
서, 그러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사회보장법 제209(a)(6)에 의해 거부되지 않
는 한 이 법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52) 사회보장법 제209(a)(6)은 임금의 정의에서 가사사용인에게 지불된 일정
한 보수를 제외하고 있는데 만약 그 보수가 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불되거나 법
이 정한 기준 미만으로 지급(1994년에 1,000달러)되는 경우이다.53) 결과적으로
노인이나 아동돌봄 서비스와 같은 동료애 차원의 서비스가 아닌 정기적․지속
51) 29 U.S.C. 213(a)(15) (1994).
52) 29 U.S.C. 206(f)(1).
53) 42 U.S.C. 409(1)(6)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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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사용인에게는 사회보장법이 정한 기준 이
상의 현금이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54)
그런데 가사사용인에게 적용을 제외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고학력
전문직이었던 유모들이 종종 최저임금 이상으로 고소득을 올렸고 그리하여 이
들이 적용제외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집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고소득 전문직에 관해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를 폐기하라
는 것처럼 이들에 대한 적용제외 문제는 쉽게 풀려갔다.
둘째, 이들을 적용제외하였던 이유에는 이들을 고용하는 가정의 사적 영역이
라는 이유들이 자리하고 있었다.55) 그러나 공정성은 “사적 영역”에 관해 다양
성을 부여하였다. 예컨대 어떤 형태의 가사노동은, 특히 아동돌봄의 경우 감독
이 쉽지 않다. 노동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지, 일의 질은 어떠한지 등 모니터하
기가 쉽지 않아 처음에 노동자를 고용한 목적을 상실시키곤 한다. 공정성은 사
용자와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기대하는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할 수도 있다.

Ⅳ. ‘공정성’ 패러다임 측면에서 본 국가의 역할

미국의 공정성 논쟁과 공정근로기준법에 반영된 공정성 개념을 살펴보면 무
엇보다 최저임금법에 관한 일반적 이해 내지 국가의 역할에 관해 주목된다. 사
실 우리는 최저임금법 제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에 관심을 두고 이후 현재와
같이 그 법의 목적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
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기에 이르렀지만, 이른바 ‘공정성’ 등의
논의나 최저임금법의 패러다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없다. 다만 노동법학자
를 중심으로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은 말하자면 대등하지 못한 ‘교섭력에
54) 29 U.S.C. 213(a)(15) (1994); 29 C.F.R. 552.5 (2000).
55) Peggie R. Smith, Regulating Paid Household Work : Class, Gender, Race and Agendas
of Reform, 48 Am. U. L. Rev. 851, 906〜91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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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공정성’ 정도가 부분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섭력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미국의 공정성 논쟁에서 보듯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절대적 공정성인 생활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개념에 가깝다. 과연 우리에게
최저임금법 내지 최저임금제는 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
외에 어떤 철학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간의 경제개발과 성장에 대한 보상 차원
의 분배라고 보기에도 역부족이고 생활임금의 실현이라 보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은 각 주(state)가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내 활동
(intrastate activities)이라면 각 주의 규율권한 내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연방기준인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규
율하는 주들도 상당하다. 반면 전국적 생산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주간통
상(interstate commerce)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의 기준보다 높다면 높은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여기에는 여러 공정성 개념 중 ‘경쟁에
있어서의 공정성’ 개념이 투영되어 있다. 특정 주의 최저임금이 연방의 그것보
다 높지 않은 이상 전국적 기준인 연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법적인 주간통상이
가능한 것이 미국이고,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아닌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통해 오히려 국가기준보다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입장들도 있음을
감안하면, 미국의 생각은 그 반대임을 보여준다. 만약 지역별 등의 최저임금 다
양화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규율은 상향조정을 염두에 둔 개념이라는 점을 자
각하여, 적어도 미국과 같이 중앙기준과의 병존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을 낮추
는 요인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은 비단 절대적 공정성만을
생각한 개념이 아니다. 지역의 생산품과 노동력이 그 지역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한 전국적 시장에서의 규율은 적어도 반드시 획일적인 기준이 되어야 공정
근로기준법에 반영된 그 개념, 즉 경쟁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달성될 것이다.
다만 임금에 있어서 미국 공정성 논쟁의 역사는 동적이고 상대적인, 노동자
와 그들의 옹호자들의 정치적 교섭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각 이해당사자들의 참
여가 요구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실행될 경우 미국의 역사로부터 교훈도 얻어
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산업혁명 이후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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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임금 거래가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수준 이하로 끌어내
렸다는 경험적 증거에 대해서는 거의 논쟁이 없다. 대등하지 못한 교섭력의 결
과들을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규범적인 시각을 둘러싼 논
쟁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파업,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공급에 있어서의
위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은 생활임금운동의 정치적 조직화, 지적
이고 경험적인 개혁성향의 학자들로 인하여, 20세기 초 제한된 기간 동안이지
만 정치적 교섭력의 균형을 찾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부 주 법과 연방정부는
교섭력의 공정성 개념을 채택하여 저임금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거래를 규율하
는 공적 교섭법을 입법화하였다. 그리고 이 법의 궁극적 목표는 라이언이 이야
기하였던 절대적 공정성 개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정치적 교섭력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공황의 시작과 함께 왔다. 그 결과는
공정근로기준법이었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생활임금운동 간의 오래된 불협화
음은 집단적인 정치적 교섭력을 약화시켰다. 공정근로기준법은 교섭력의 공정
성 및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대신, 전국적인 생산시장에
서의 사용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적 공정성 개념을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법원은 경쟁적 공정성 개념을 반영하
는 해석을 취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옹호자들을 1930
년대 일시적이나마 향상된 교섭력을 가짐으로써 가능해진 승리의 결과물과 분
리하는 입장이었다. 대신 법원은 공정성은 암묵적 계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일
정한 노동자들을 공정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규정과 최장근로시간규정의 보호
에서 배제하고 소송을 통해 자신이 법의 적용대상인지 다투도록 하였다.
중요한 문제는 법원이 공정근로기준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즉 정치
적 교섭력이 동적이고, 공정근로기준법과 같은 정치적 교섭력을 이동시키는 법
들이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없이는 입법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법들
은 복합적인 공적이고 기업이 생산활동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일(rent-seeking)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은 대체로 미
공통법을 이 법들과 조화시키는 지나친 부담을 가졌던 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정근로기준법의 해석은 현재의 그들의 정치력의 상태가 그들의 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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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노동력 공급의 위기로 말미암아, 법원은 정치의 장에서 상대적인 교섭력은
조건을 변화시켰다고 보았다. 사용자들은 정치적 계급화, 저임금의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보게 되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사용자가 경쟁적 공정성과 암묵적 사회적 계약의
부담을 가지는 집단인지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이었다. 경쟁적 공정성은 사용자
들의 노동시장에서 우월한 교섭력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부당
한 경쟁 전략을 가진 다른 사용자로부터 법을 준수하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공정성은 암묵적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은 더 이상 경쟁적 공정성을 저해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과거 의존성 기준(dependence test)을 대체
하는 일시적이지만 보다 향상된 정치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모든 사용자의 모
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적용제외자
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당사자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글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정성 논의와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선 미국의 법원은 간혹 미 의회의 의도를 비껴가기도 하였
는데 그 예가 암묵적 사회적 계약의 하나로 공정근로기준법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에게 있어 그것은 하나의 우려에 불과하다. 그리
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정성’ 논쟁을 시작하면서 미국 법원의 생각을 보게 되
더라도 그리 우려할 만한 일은 없다. 첫째,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기본적인 틀은 그 어떤 공정성 개념을 반영하든 달라질 점이 아니다.
둘째, 노동법상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법상의 급여 간의 제도설계는 반드시 미
국에 얽매일 필요 없는 우리의 것으로 별도의 구상이 가능하다. 셋째, 의존성
기준과 다른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구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암
묵적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공정성은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넷째, 그 어
떤 공정성 개념을 채택하든 우리는 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게 된다. 특히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생활자인지 아닌
지에 무관하게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미국 가사사용인
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공정성 논의와 함께 생각할 문제로서, 상대적으로 휴게시간이 길고 근
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정되어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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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미국의 논의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최저
임금이 보장되지 못하는 근로시간제도가 임금을 낮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
실화된 경우이다. 보다 구체적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으나 ‘공정성’ 논의와 함께
‘적정휴게시간’ 개념의 도입 내지 근로시간제도와의 전반적 연구를 통해 이 부
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V. 글을 맺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이행감독 차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였
을 때 근로기준법과 비교하여 사업주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벌칙이 부과되
어, 임금체불로 간주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형사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이다.56) 반면 노동자의 생활은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근
로자가 양산되는 상황에 있다. 어떠한 제재와 이행확보체계를 갖추고 법을 준
수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
지만 별도의 문제이다.
이 글은 법적 제재가 때로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유를 보아 노사 간에 어떠한 도덕적․윤리적 기준 내지 패러다임
이 존재할 필요를 요청한다면 이 점에 국가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노사 간에 ‘공정성’의 개념이 투영된다면, 노동자의 생활임금, 그리고 이를 위
한 공정 교섭의 틀이 마련되어야 공정하다는 것, 또는 이 외에도 시장의 공정한
룰을 형성하도록 노사 모두에게 행동준칙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그 성과를 분배하는 문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
록 어쩌면 기업마다 상황이 달라 획일적이기 어려운 결론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보다는, ‘공정성’ 논의와 논쟁을 시작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최저임금제의 개선은 국가만이 아니라 노사 당사
자에게도 그 역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국회, 노사가 이 문제를 직시

56) 이승렬 외, 앞의 책, p.1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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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준칙을 마련하여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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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imum Wage Paradigm : Concepts and Implications of
‘Fairness’ in the US FLSA
Hyun Joo Kang
Historically, there existed and still exists a great deal of challenge an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Korea’s minimum wage laws as
prescribed by the Labor Standard Act in its effort to foster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The rate of workers earning below the minimum wage
has been fairly significant, and the rate in compliance with the law considerably
low, as those, whose working conditions fall short of the standard level,
approach near 50% of the total labor force. Moreover, recent reform efforts
and changes made to the Labor Stand Act, which have been hailed as an
improved compensatory measure towards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still
have yet to allay the precarious relationship and tension between the economic
and labor policymakers.
While Korea’s minimum wage law and its Labor Standard Act, which are
modeled after and may appear to correspond closely to the United States’
The Fair Labor Standard Act (FLSA), the fundamental discrepancy lies
primarily in the appellation of the US law, notably the inclusion of the word
“Fair” in FLSA, which, by extension, naturally reinforces the concept of
fairness and thereby helps to promote fair minimum wage, fair maximum
working hours, and fair child labor conditions. It then behooves the
policymakers of Korea to explore, investigate,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fair”, at least from the perspective of US policymakers or of the inner
paradigm in the creation of the F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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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define and make transparent the concept
of fairness that is achieved through fair competition between two bargaining
parties, and to raise a collective awareness on fair minimum wage laws through
the lens of fair bargaining power balance. Additionally, through such
understanding of fairness,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legal boundary of
minimum wage laws to include a broader range of the labor force.
Keywords : minimum wage law, distribution, fairness, living wage, bargaining fairness,
fair competition, implied social contract, fair labor standards act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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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단 :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심 재 진**

이 글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비교한다. 먼저 그 양 법제의 공통점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차별금지
혹은 평등대우의 예외로서 법적 정당성이 심사되고, 그 심사방식 또한 비례
성 심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이 글은
양 법제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그 차이점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문제되는
사유별로 그 정당성의 범위와 내용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인종과 관련
하여 적극적 조치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 심사 또한 다른 사유보
다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은 인종보다는 성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그 정당성 심사가 목적면에서
덜 엄격하다. 그 결과로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법제하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글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양 법제의 비교를 통
해 인종과 관련한 미국 고유의 역사에서 탄생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논의
는 이와는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는 한국에서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한다. 오히려 한국의 차별금지법제에서는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차별이 아니
라고 규정하여 그 규정 방식이 유럽연합과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정당성 논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핵심용어 : 고용상 적극적 조치, 유럽연합법, 평등대우지침, 미국공민권법 196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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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적극적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사례는 지금까지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
어졌다. 먼저 대표적으로는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헌법상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다투어졌다(헌재 1999.12.23. 결정 98헌마
363).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 여부가 헌법상의 평등권, 직
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졌다(헌재 2003.6.26. 결정
2002헌가16, 헌재 2006.5.25. 결정 2003헌마715, 헌재 2008.10.30. 결정 2006헌
마1098․1116․1117(병합)).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들에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
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비례성 기준에 의해 심사를 하였다. 이 비례성
심사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
니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른, 즉 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관계
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허용되도록 규정한 차별금지에 관
한 법률1)에 대하여 이 조치의 내용과 범위 그 한계가 다투어진 사례가 없다.
향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더 도입되고, 현재의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도록
촉진하는 제도가 강화되는 경우2) 차별금지 관련법하에서 적극적 조치의 정당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
별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1호 다목 참고). 여기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
하는 조치”로 정의되어 있다(제2조 제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에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제4조의5
제5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유사
한 규정이 있다. 즉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목
적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
정한다(제4조 제3항).
2) 박근혜 대통령은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를 공약으로 하여 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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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강화된 제도에서 예를 들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를 갖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특정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때, 이 조치의 정당성 문제는 법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그 헌법상의 정당성 논의를 넘
어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적극적 조치의 법적 정당성 판단에 대해 미
국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적극적 조치의 법적 정당
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미국의 상황을 소개하거나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헌법상 평등 조항의 해석과 관
련해서는 한국에서도 그 논의가 활발하다(박승호, 2006; 이종근, 2007; 김영환,
2007, 2009; 김복기, 2008; 이희훈, 2010).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서 적극적 조치
의 도입이나 그 법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이 그 전범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헌법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이 문제가
된 사례는 거의 대부분 교육 특히 대학 입학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1964년 공민권법 제7편하에서의 고용상의 적극
적 조치의 정당성 판단은 헌법상의 문제에 비해서는 그 논의가 적고 또한 헌법
상 문제와의 별다른 구별 없이 헌법상 문제에 포함하여 다룬다(김복기, 2008).
예외적으로 조용만(2007)은 고용 분야에 국한해서 적극적 조치와 관련된 미국
의 해석론에 기초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그는
고용상 적극적 조치와 관련되어 미국과 한국의 법적 구조의 차이를 유념하여
미국과 구별하여, 한국의 법적 구조에 맞는 해석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조용만
이 결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없어(조용만,
2007 : 82∼83), 조용만의 연구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
당성에 대한 해석론에 대해 전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 평균 60
→ 70%)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
서는 정부조달계약 혜택 제공 ③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를 세부적으로 약속하고 있다(새누
리당, p.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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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교법학 차원에서 첫째로는 그동안 미국 중심의 논의에
서 벗어나고, 그리고 둘째로는 교육관련 적극적 조치가 아닌 고용상 적극적 조
치에 초점을 맞추는 비교법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
존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과 관련한 비교법학적 논의에 대한 이러한 평가로부터
이 글은 유럽연합을 주목한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와 달리 유럽연합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비교법학적 연구가 한국에서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소수이나마 존재하는 연구는 대부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법리를 소개하고
있는 연구가 존재하나(채형복, 2007) 고용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조치 측면에서
미국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이 글과 같이 고용상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과 유럽연합의 판례법리를 비교하는 연구가 존재하나(공영호, 2011),3) 포괄하
는 유럽연합의 판례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은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은 주로 고용상의 조치와 관련해서 대부분 논의되었고,
헌법상의 평등권이 아니라 고용상 차별금지와 평등대우의 관점에서 적극적 조
치의 정당성이 판단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글에서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
여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유럽연합을 택했다.
고용상 적극적 조치를 대상으로 이 글은 먼저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과 관련한 미국의 판례법리를 살펴본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과 관련
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판례법리와의 비교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하여 개괄하기로 한다. 이 글은 좀 더 상세하게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조치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판례법리를 살펴본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의 판례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이 글은 먼저 법적 정당성 판단의 구조
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대표적인 판례를 제시한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판례법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이 글은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한국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판단의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얻
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고용상 적극적 조치4)는 크게 보아 우선적 대우를 수반하지
3) 이 글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중 두 가지(Kalanke 사건과 Marschall 사건)만을 다루
고 있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과 관련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
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법 제2조 제3호). 필자는 이 용어에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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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조치와 우선적 대우를 포함하는 조치로 나눌 수 있다(Schiek, D., L.
Waddington & M. Bell(eds.), 2007: 763∼781. 이 단락 이하 동일). 전자로는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는 특정 집단의 과소대표의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
른 범주들에 의해 사업장 노동력의 구성을 분석하는 보고서의 제출, 과소대표
집단의 진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의 설정,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조치의 채택 등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특정의 절차적 요건을 부과한다. 우선적
대우를 수반하지 않는 조치로 그 밖에 실력(merit)의 재정의가 있다. 이는 불이
익을 받거나 과소대표되는 범주의 특정한 상황이 더 잘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과 같이 특정한 사회적 재화를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재정
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로는 접근 지원(outreaching)이 있는데, 이는 특정 집
단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성원에게 그들이 주로 보는
매체에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용자가 다양성을 달성할 목적으로 하는 채용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표현함으로써 특정의 기회를 알리고 그 집단
의 성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것은 “지방정부는 동등기회 사
용주이다. 여성들이 현재 이 분야에서 과소대표되고 여성들의 지원이 특히 환
영된다”라고 하는 식이다. 이 글은 우선적 대우를 수반하지 않는 적극적 조치의
경우 그 법적 정당성 문제가 크게 다투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의 대상이 되는
적극적 조치를 우선적 대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 글 이하에
서 적극적 조치라 함은 우선적 대우이거나, 이것이 포함된 조치를 말한다.

Ⅱ. 미국법에서의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1. 현 황
미국에서의 고용상 적극적 조치는 그 주체로만 보면, 정부에 의한 적극적 조

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를 이 글에서 사용한다. 그 이유는 비교법학
적 관점에서 외국법제를 소개하는 이 글의 성격상 미국에서 affirmative action, 유럽에서
positive action으로 불리는 조치의 한 분야로서 고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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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민간 기업에 의한 적극적 조치로 나뉜다. 정부에 의한 적극적 조치는 연방
정부에 의한 것과 주정부에 의한 것으로 다시 나뉠 수 있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극적 조치는 헌법상의 정당성 심사에서 적용조항이 다
르다). 미국 정부가 실시하는 적극적 조치가 없지는 않으나, 주로는 정부가 민
간 기업과 계약할 때 소수계층이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 우선권을 주거나,5) 그
민간 기업이 수주받은 일을 재하청을 줄 때 소수계층의 재하청업자에게 우선권
을 주도록 장려하는 조치6) 등이어서 고용과 관련되지 않는다. 한국의 공무원채
용목표제와 같이 채용이나 승진의 영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직접 실시하
는 적극적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민간 기업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 기업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
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연방정부가 계약하
는 민간 기업에게 실시하는 연방정부계약준수제(Federal Contractor Compliance)
이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민간 기업이 불법적인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다(자세한 것은 장지연,
2007 참조). 연방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민간 기업은 정부조달계약
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 이러한 조치를 강제한다. 현재 연방계약준수
국이 담당하는 적극적 조치는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 적응지원법(the 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1246호에 근거를 두고 실시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일반 장애인 그리고 참전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 혹은 민족적 기원’과 관련해서이다. 대략 2,600만의 근
로자들이 연방정부계약준수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전체 미국 근
5)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515 U.S. 200(1995) 사건은 연방정부의 계약을 수
주한 원청업체가 소수계층이 소유하는 재하청회사와 재하청계약을 하는 경우 그 원청업체
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능하게 한 연방법의 규정이 문제가 되었다.
6) City of Richmond v. J.A. Croson Co., 488 U.S. 469(1989) 사건은 모든 시의 건설공
사 계약을 수주한 원청업체가 소수계층출신이 소유하는 재하청회사에 30% 이상 부여되도
록 한 시당국의 조례(ordinance)가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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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22%에 달하는 수치이다(Barbara et al., 2007: 2555).
이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세 번째인 행정명령 11246호로 1965년 당시 대통령
이던 존슨이 내린 행정명령 11246호에 근거를 두고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행정명령 11246호는 행정부의 모든 기관이 계약
을 할 때 반차별뿐만 아니라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계약
상의 의무조항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sec 202(1). Executive Order 11246
As Amended). 즉 행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계약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
혹은 민족적 기원’을 이유로 근로자나 일자리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사유와 관련 없이, 지원자가 채용되고 그리고 고용 중에 대우받는 것
을 보장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반차별의 조치
를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소수계층의 수를 늘리는 적극적 조치
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이 조항과 관련하여 연방계약
준수국은 관련된 노동력 구성에서 여성7)과 소수계층의 비율을 감안하여 예상
할 수 있는 비율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자들은 이러한 과소 이용의 문제
를 제기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담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41 C.F.R. § 60-2, 10 (2013)).
정부와 계약하는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민간 기업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를 취
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그동안 소수계층이나 여성의
채용을 회피하는 차별이 만연하고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개별근로자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차별과 관련하여 보고, 조사 및 소추권
한을 가진 연방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EEOC)에 의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회사들은 여성과 소수계층의 구성에
대하여 매년 EEOC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s. 709(c), Title VII, 29 C.F.R. §
1602.7 (2012)). 개별근로자들의 차별신고에 따라 연방고용평등위원회는 소환
장까지 발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갖고(s. 709(a) and s. 710, Title
VII), 그 결과에 따라 연방고용평등위원회 이름으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 706, Title VII, 29 C.F.R. § 1602.7 (2012)). 민간 기업들은 이와 같은
7) 1968년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124)을 통해 정부계약준수제의 대상을 여성에
게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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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나 소송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상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한 연방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사8) 혹은 이 조사에 따른 소송 중에 합의된 조정안에 따라
혹은 소송에 따른 판결의 결과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9)가 발생할
수 있다.

2. 정당성 판단
가. 법적 구조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는 연방정부가 법의 적정절차 없이 ‘생명, 자유 혹은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법의 평등한 보호
를 받는다는 암묵적 보장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수정헌법 제14조는 그 내용 중
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어떤 주도 (...) 모든 사람에게 법의 평등보호를 부정해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행하는 고용상의 적
극적 조치는 이와 같은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에 의해 헌법적 정당성에 관해 심
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민권법 제7편은 고용 분야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 혹은 민족적
기원’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제7편을 일별해 보면 차별금지에 대한 예
외규정으로서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s. 703(j)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
었다. s. 703(j)는 차별금지를 규정한 s. 703의 어떤 조항도 “사용자, 고용알선업
체(employment agency), 노동단체 혹은 노사합동위원회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 혹은 민족적 기원의 사람들의 수나 비율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불균형 때문
에 ‘인종, 피부색, 종교, 성 혹은 민족적 기원’을 이유로 어떤 개인 혹은 집단에
게 우선적 대우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

8) 공민권법 제7편에 의하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후 이 신청이 차별 주
장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cause)가 있는 경우 연방고용평등위원회는 회
의, 조정 그리고 설득 등의 비공식적 방법으로 위법적 고용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ec 706(b)).
9) 공민권법 제7편에 의하면, 법원은 고의적인 차별이 이루어진 경우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
록 명령할 수 있다(sec. 706(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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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처럼 보이나 United Steelworkers v.
Weber 사건(443 U.S. 193 (1979))에서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이 우선적 대우를
공민권법 제7편이 ‘요구하는(require)’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금지할 뿐, 사용자
등이 자발적으로 채택한 우선적 대우를 ‘허용하는(permit)’ 것은 금지되지 않는
다고 보아, 이 조항이 자발적인 고용상 적극적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고 해석하였다. 연방대법원은 Weber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공민권법 제7
편은 그 목적과 취지에서 볼 때 역사상 차별받았던 소수계층을 위한 적극적 조
치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즉 공민권법 제7편은 적극적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공민권법 제7편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방대법원은 공민권법 제7편은 자발적인 고
용상 적극적 조치를 허용한다고 보면서 그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한계를 설정
하였다. 따라서 민간 기업 등에서 행하는 자발적인 고용상 적극적 조치는 후술
하는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이 판례에서 설정하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를 중심으로 그 정당성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나. 헌법상의 정당성 판단
1)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
미국 연방대법원은 평등조항 위반인지에 대해서 심사할 때 세 가지 상이한
수준의 심사척도를 사용한다(이하는 김복기, 2008: 94 참조). 그 세 가지 심사
척도는 엄격심사(strict scrutiny), 중간심사(intermediate scrutiny), 합리성 심사
(rational basis test)이다. 엄격심사는 법률이나 정부 행위가 긴절한 목적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necessary)으로 증
명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제되는 법률이나 정부 행위의 목적이 긴절하다는 점
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덜 차별적인 수단(less discriminatory alternative)
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중간심사는 차별적이라고 주장되는 법률이나
정부 행위가 중요한 목적(an important government purpose)에 실질적으로 관련
(substantially related)되어 있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합리성 심
사는 문제되는 법률이나 정부 행위가 정당한 목적(a legitimate government
purpose)에 합리적으로 관련(rationally related)되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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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ygant v. Jackson Board of Education 사건(476 U.S. 267
(1986))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가 헌법상 그 정당성 심사를 받은 대표적인 사건은
Wygant v. Jackson Board of Education 사건(476 U.S. 267 (1986))이다. 이 사
건은 노동조합과 지방교육청 사이의 협약에 의해 설정된 경영해고 대상자 선정
문제와 관련되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경영해고 시에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근
속이 적은 사람부터 해고 대상자로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소수계층의 교사
들의 비율을 줄이게 될 때는 장기간 근무한 백인 교사들이 이보다 더 짧게 근무
한 흑인 교사를 대신하여 경영해고의 대상자가 된다.
연방대법원은 4인의 다수의견으로 인종을 이유로 한 이와 같은 조치는 엄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 앞서 언급한 ‘긴절한 정부 목적’이 있고, 그 수단이
이 목적에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목적
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 원칙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택한 수단이
그 목적의 달성에 협소하게 맞추어져(narrowly tailored to the achievement of
that goal)”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지방교육청은 이와 같은 적극적 조치가 사회적 차별(societal discrimination)
의 영향을 경감시키려는 시도로서 소수계층의 학생들에게 소수계층 역할 모델
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소수계층 출신의 교사들의
비율은 소수계층 학생들의 비율보다 낮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역할모델이
론은 정당한 구제적 목적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교육청이 차별적인 고
용과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역할모델이론은 이전의 차별적 고용
관행에 의해 초래된 해악에 대해 관련성을 반드시 담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위 다수의견은 사회적 차별만으로는 인종적 구별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
하지 않다고 배격하고 과거에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
다. 실제의 차별이 있었다는 증명은 학교에서의 교사의 인종적 구성과 관련 노
동시장에서의 자격있는 공립학교 교사의 인종적 구성을 비교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은 그 수단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했다. 연방대법원은 해
고가 채용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채용의 경우 차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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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들이 지는 부담은 사회 전체에 걸쳐 상당하게 분산되는 반면에, 해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적극적 조치로 인한 채용기회의 박탈은 여러 가지
기회 중의 하나를 닫는 것이지만 해고는 특정 개인들에게 적극적 조치의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채용목표제와 같은 덜 침해적인 수단이 사
용가능한 상황에서 근속이 더 긴 백인 교사를 먼저 해고하는 단체협약의 조항
은 목적 달성에 ‘협소하게 맞추어져 있지’ 않다고 연방대법원은 판단했다.
3) 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정부 스스로가 수행하는 성에 기초한
구별은 그 정당성에 대해 엄격심사가 아니라 중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
다(Kahn, 416 U.S. 351 (1974), Califano 430 U.S. 313 (1977), 김복기, 2008:
103∼104에서 재인용). 즉 연방대법원은 성에 기초한 정부 행위가 중요한 목적
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그 목적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재산세의 감면이나 사회보장법상의
급여산정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고용 분야에서의 결정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
문에 고용 분야에서의 중간심사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연방대법
원이 판단한 사례는 없다.
제7연방순회법원은 Danskine v. Mianmi-Dade Fire Department 사건(253
F.3d 1288.)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 순회법원은 중간심사에서도 그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적극적
조치가 취해진 분야에서 정부 스스로가 직접 차별했다는 것을 반드시 보일 필
요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 순회법원은 적극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이 관습에
기초한 정형화된 반응이라기보다는 분석의 결과물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마지
막 수단일 필요가 없고(253 F.3d at 1294) 목표 비율과 관련 시장의 여성 비율
이 반드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 수단이
‘협소하게 맞추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253 F.3d at 1299.). 이러한 논리로
소방직무의 여성 비율을 36%로 하려는 장기적 목표를 갖는 이 사건에서의 채
용상의 적극적 조치는 정당화된다고 결정했다.

192

 노동정책연구․2013년 제13권 제3호

4) 종합과 평가
인종을 이유로 한 구분에 대한 엄격심사 기준은 Wygant v. Jackson Board
of Education 사건(486 U.S. 1014 (1986))에서 4인 다수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고용이 아닌 정부 계약과 관련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사건인 City of Richmond
v. J.A Croson Co. 사건(448 U.S. 469 (1989))에서 5인의 재판관에 의해 지지되
었다. 그 결과로 정부에 의한 인종상의 구분은 엄격심사 기준에 따라 헌법상의
정당성 심사를 받는 것이 판례법리로서 확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2003년 연방대법원은 Grutter v Bollinger 사건(539 U.S. 306 (2003))에
서 대학이 교육의 목표로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종을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만 유연하게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헌법
에 위반되지 않고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10) 한편 다양성 제고라는 목
적에 의해 적극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고용 분야에서
의 적극적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지는
2007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없어졌다. 연방대법원은 Parents Involved In
Community Schools v. Seatle School District 사건(551 U.S. 701 (2007))에서
다양성을 높이는 목적을 적용한 Grutter 판결의 취지는 대학교육에 한정된다고
분명히 하였다(551 U.S. 701 (2007), 72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
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차별의 유형에 따라 심사척도를 달리 사용한다. 즉
연방대법원은 인종이나 출신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주장되는 경우 엄격심
사, 성별에 의한 차별의 경우 중간심사 척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주로 경제적․
사회적 규제의 경우와 같은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합리성 심사를 사용한다. 따
라서 미국에서 정부에 의한 고용상 적극적 조치는 그 조치가 인종에 관계되면
시행이 가장 어렵고, 다음으로 성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는 상대적으로 인종에
관계된 것보다는 그 시행이 어렵지 않으나 다른 사유에 관한 것보다는 어렵다.
10) 그리고 2013년 연방대법원은 대학교육에서의 다양성은 인종과 관련한 엄격심사에서 그
목적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학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엄격심사하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가 협소하게 그 목적
을 향해 맞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심사되며 이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가 증
명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Fisher v. University of Texas, 133 S. Ct. 24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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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민권법상의 정당성 판단
미국에서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적극적 조치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는 헌법
상의 규정이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정헌법 제5조는 연방정부에만 적
용되고, 수정헌법 제14조는 각 주의 행위(state action) 혹은 이와 유사하게 간주
될 수 있는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민권법 제7편에서는 적극적
인 조치에 관련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적극적 조치를 허
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확인삼아 다시 언급하면,
연방대법원은 United Steelworkers v. Weber 사건(443 U.S. 193 (1979))에서
‘요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위 규정은 적극적 조치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는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숙련직무를 위한 현장훈련프로그램 자리의
절반을 흑인 근로자에게 유보해 두기로 한 단체협약이었다. 연방대법원은 공민
권법의 해석과 그 입법사를 고려하면, 공민권법은 사용자가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을 자유로이 고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도 사용
자가 자발적으로 노동조합과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공민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으로 민간부문에서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는 공민권법상
허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
니고, 첫째로 문제되는 직군에서 소수계층의 현저한(명백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것이 백인 노동자의 이해를 불필요하게 제한(trammel) 하지 않
고, 셋째로 숙련직무에서 인종적 불균형이 끝날 때는 바로 종료되도록 의도된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그 범위를 제한했다.
Johnson v. Santa Clara Transportation Agency 사건(480 U.S. 616 (1987))11)
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Santa Clara 시 교통국은 적극적 조치계획을 채택하였
11) 이 외에도 Firefighters Local Union No. 1784 v. Stotts (467 U.S. 561 (1984)), Local
Number 9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fighters No. 93 v. City of Cleveland
(478 U.S. 501 (1986)), Sheet Metal Workers v. EEOC (478 U.S. 501 (1986)) 등이
적극적 조치와 관련되나 이 사건에서의 적극적 조치는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법원이
명령한 것이어서 근거나 논리 구성에서 다른 적극적 조치 사건과 다르다. 또한 최근의
Ricci v. DeStefano 사건(129 S.Ct. 2658 (2009)는 불균등영향이론의 적용을 피하기 위
하여 승진시험 결과를 배척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 글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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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계획은 단순한 차별금지 관행으로는 과거 관행의 영향을 개선하고 소수
계층,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이 적절히 대표되도록 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인
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 계획에는 여성들이 상당히 과소대표되고 있는, 전통
적인 분리 직군의 직무에 대한 승진 조치를 취할 때 교통당국이 자격있는 지원
자의 성을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 적극적 조치 계
획은 소수계층이나 여성의 직무의 특정한 수를 정해 놓지는 않았다. 여성은 그
지역 노동시장의 36.4%를 차지하나 이 교통국 근로자의 22.4%에 지나지 않는
다. 이 교통국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는 주로 단순사무직의 76%를 차지하나
다른 직군에서는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로관리과장
(Road Dispatcher)의 직무는 숙련기술직인데 238명 중 한 명의 여성도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통국은 도로관리과장(Road Dispatcher)직의 승진 대상
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지원자에 대해 2인의 심사위원이 진행하는 면접을 통
해 점수를 매겼고, 교통국이 정한 기준에서 이 중 점수가 70점이 넘는 사람은
모두 다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70점이 넘는 사람은
총 7명이었다. 이 중에서 교통국은 면접점수(75점)를 받은 남성근로자 대신에
더 낮은 점수(73점)를 받은 여성근로자를 적극적 조치 계획에 따라 승진시켰다.
연방대법원은 공민권법 제7편에 따라 적극적 조치가 정당화되는지를 검토할
때, 헌법상의 평등권에 의한 심사와 달리 사용자가 자신의 과거차별적 관행이
나 혹은 차별법 위반의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가 전통적으로 분리된 직무에서 명백한 불균형(manifest imbalance)을 제거
하기 위한 것이면 그 목적은 정당화된다고 연방대법원은 본다. 이러한 목적상
의 기준에서 문제되는 적극적 조치가 성을 이유로 한 것인지 인종을 이유로 한
것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과 인종은 그 정당성 심사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이 점이 또한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와 다른 점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직무인 도로관리과장은 지금까지 전혀 여성이 없었고,
전통적으로 성별에 따라 분리된 직무이기 때문에 여성이 전혀 없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그 목적상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수단에 대해서 보면,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적극적 조치 계획이
남성근로자들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지 혹은 이 남성근로자들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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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대해 절대적인 장벽을 만드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했다. 이 사건에서 여성
의 채용은 목표로서 확립되어 있었지만 할당은 아니었다는 점과 성은 많은 고
려 요소 중의 하나였던 점, 어떤 사람도 자동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은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성근로자들에 영향이 적은 승진에 사용된 점 등
때문에 수단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특히 적극적 조치계획은 균형 있는
노동력 구성을 ‘달성(attain)’하는 것이지 ‘유지(maintain)’하는 것에 있었고, 온
건하고 점진적인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한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의 일환으로 법원의 적극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적 조치에는 다른 법적 제한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Firefighters v. Stotts 사
건((467 U.S. 561 (1984))에서 재판상 화해(consent decree)로 적극적 조치가 추
진되던 중 시예산 부족으로 소방수를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을 먼저 경영해고하
게 됨에 따라 흑인 등의 소수계층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어 법원이 시가 근속연
수가 짧은 사람을 먼저 해고하는 규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린 것
이, 고의적인 차별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한계 또
한 설정한 공민권 제706(g)(2)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제706(g)(2)조
는 차별에 대한 법원의 구제조치로 적극적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명령
대상 개인이 차별이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 그 개인에게 적극
적 조치의 혜택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에서는 선임권 조항에 따라 근속기간이 짧은 소수계층 흑인들이 경영해고 대상
자로 되는 것이어서 이들을 우선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Sheet Metal Workers v. EEOC 사건(478
U.S. 816 (1985))에서 이처럼 선임권 조항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면 차별적
관행의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적극적 조치를 행하도록 하
는 법원의 구제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fighters No. 93 v. City of Cleveland 사건(478 U.S. 501
(1986))에서 재판상의 화해에 대한 수정으로서의 명령이 아닌 재판상 화해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민권법 706(g)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재
판상 화해 내용에 포함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Weber 사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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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사건에서의 연방대법원이 설정한 일반적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라. 종합과 평가
이상으로 보면 첫째로 미국법 체계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이원화되어 있다. 첫째로 넓은 의미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고용상의 적
극적 조치는 헌법상 평등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는데, 관련된 사유
별로 심사척도를 달리한다. 인종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가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고, 성과 관련해서는 중간심사 그리고 다른 사유와 관련해서는 합리성 심사
만을 받는다. 둘째로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는 공민권법 제7편의 규율을 받는다.
이원화된 정당성 판단구조로 인해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는 각기 다른 내용과
수준의 심사를 받게 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종과 관련해서는 공민권법 제7편
에 의한 것보다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가 더 엄격하게 된다. 후자는 어떤 식으로
든 과거차별이 존재해야만 그 목적상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수단상으로도 ‘협
소하게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전자에서는 과거차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격리된 직무’에서 ‘명백한 불균형’을 입증하면 족하고,
또한 ‘불필요하게 비소수계층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거나 이들의 고용이나 승진
에 절대적인 장벽을 설정하지 않고, 또한 임시적이면 된다. 실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차이는 미세할 수 있으나 전자의 요건이 더 엄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정부의 고용상의 조치는 공민권법에 의한 정당성 심사와 헌법에 의한 정
당성 심사 모두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연방대법원은 Johnson 사건
에서 양자가 서로 달라질 수 있고, 꼭 헌법상의 정당성 심사 요건을 공민권법에
의한 정당성 심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Fn. 2 and Fn. 6 in the
opinion of the Court by Brennan).
고용상 적극적 조치와 관련해서 영향력과 실효성이 있는 것은 정부계약준수
제이다. 미국 정부에 의한 다른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는 인종과 관련할 때 엄격
한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실제로 행해진 것이 많지 않다. 또한 이것보다는 완
화된 정당성 심사를 받는 공민권법 제7편에 의한 심사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민간 기업을 강제하기가 어렵다.
정부계약준수제는 실제로 고용상 적극적 조치를 정부계약 기업이 실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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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요구함으로써 인종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엄격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정당성에 관해서는 연방대법원의 뚜렷한 법적 판
단 없이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는 것은 그 사업 방식 때문이다(G. Rutherglen,
2010: 112). 주로 차별적인 고용 관행의 개선과 정부계약의 자격을 얻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협상되고 정부에 의해 공식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한
차별의 증거에 기초하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 심사의 가능성은 최소화된다고 한
다. 그래서 시행된 초반기에는 1960∼70년대에는 과거차별에 기초해 연방순회
법원의 헌법상의 정당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Northeast Constr. Co. v.
Rommney, 485 F.2d 752, (1973), Constrators Ass'n v. Secretary of Labor, 442
F. 2d 159). 그렇지만 적극적 조치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엄격한 태도
를 볼 때 현재의 상황에서 실제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헌법상의 정당성
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지는 미지수이다.

Ⅲ. 유럽연합법에서의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1. 적극적 조치 추진 현황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행하는 적극적 조치는 최근까
지 없었다(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2012. 이하 이 절 동일).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연방제 국가인 반면 유럽연합
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단계의 조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연
합은 그 법적인 권한 면에서 회원국 전체를 규율하는 적극적 조치를 입법화할
수 있다. 현재의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보면 먼저 제19조 제1항에서
유럽평의회(the Council)가 성, 인종 혹은 민족적 기원, 종교 혹은 신념, 장애,
연령 혹은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하여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성과 관련해서는 제157조 제3항에서 유럽
의회와 유럽평의회가 고용과 직업의 분야에서 남녀의 기회균등과 평등대우 원
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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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실시하는 적극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해
보자. 성과 관련하여 회원국들 중 민간부문의 고용과 승진에서 과소대표되는
성으로서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취한 곳은 없다. 이와 달리 공공부문
의 경우 관련 사용자들이 평등실행계획(the Equality/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계획은 사용자들이 성과 관련된 사업장의 상황을 분
석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조치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이행
계획을 세우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이러한 계획을 강제하도록 의무화한 적이 있는 나라는 스페인, 스
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다. 평등실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
화하는 것에는 그 법적인 정당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사용자들은 계획을
세울 뿐이지 특정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평등실행계획을 세우도록 강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이 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의 공공부문
사용자들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평등계획을 채택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잉대표되고 있는 성의 동등하게 자격 있
는 근로자 대신에 과소대표되고 있는 성의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의 독일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후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정당성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았다.
한편 유럽에서는 2006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적극적 조치가 도입되기 시작하
였다. 그것은 회사 이사회 임원의 여성의무할당제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는 2006년 모든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최소 40%의 여성으로 충
원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이후 벨기에(33%), 프랑스(20%),
아이슬란드(40%), 이탈리아(1/3)는 국가통제 회사와 비통제 회사 모두에 이사
회 성원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그리스는 국가통제
회사에만 이러한 할당제를 부과하였다. 한편 네덜란드는 다소 유연하게 최대한
양성 모두가 균형 있게 대표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였는데, 균형 있게 대표
되는 비율로 30%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회원국의 이러한 조치와 유사한 조치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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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먼저 2014년부터 그 규모에서 상당한 금융회사들
은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과소대표되는 성을 대표하기 위한 목표를 성정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그 과소대표되는 성의 수를 늘리는
방법에 관한 정책을 준비하여야 한다(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2013/36/
EU, a. 88(2)(a)). 법적 정당성 판단에서 논란의 소지가 적은 이러한 정책 이외
에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현재 2020년까지(공기업
의 경우 2018년까지)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회사의 비상임이사의 최소 40%를
과소대표되는 성의 성원으로 구성되도록 강제하는 지침(안)을 2012년 제안하
여 현재 그 입법이 논의 중에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2). 이 제안된 지
침(안)에 따르면 이러한 4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는 객관적으로 평
가하여 동등하게 자격 있는 후보가 있을 경우 과소대표되는 성의 성원에게 우
선권이 부여되도록 한다.

2. 정당성 판단 구조
유럽연합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성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이 오랫동안 발전
했고,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판단도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따라 판단되었다. 성
과 관련한 차별금지법률에서 적극적 조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헌법에 해당하는 조약과 일종의 법률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의 지침에서 동시에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조약상의 조항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중심으로 하
고 있고, 지침상의 조항은 고용 전반에서 남녀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그 해석 또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유럽경제공동체조약(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과 남녀평등대우지침(76/207/EEC)
유럽경제공동체(Europe Economic Community)를 창설하는 1957년의 유럽경
제공동체조약(소위 로마조약)은 제119조에서 다음과 같이 남녀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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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 간의 관련 규정을 통일하기 위하여 1975년 유럽연합 동일임금 지침(Equal
Pay Directive (Council Directive 75/117/EEC)을 제정하였다. 또한 임금이외의
분야에서 남녀 간의 동등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남녀평등대우지침
(Equal Treatment Directive, Council Directive 76/207/EEC)을 1976년에 제정하
였다. 남녀평등대우지침은 제2조 제1항에서 성을 이유로 한 직․간접 차별을
금지하여(제2(1)조),12) 제2조 제2항에서 제2조 제4항까지에서 차별금지의 예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이 지침은 수행되는 성격 혹은 맥락 때문에 근로자의 성이 결정적인 요소

가 되는 직업활동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를 위한 직업훈련을 적용으로부터 제외하
는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항. 이 지침은 특히 임신과 모성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항. 이 지침은 특히 제1(1)조에서 언급된 영역에서 여성들의 기회에 영향을 끼
치는 현존의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남녀 간의 기회균등을 증진시킬 조치를 침해하
지 않는다.”

이처럼 유럽연합법은 적극적 조치를 평등대우의 예외사항 중의 하나로 취급
하였다. 평등대우지침 제2조 제4항은 2002년 9월 23일에 부분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조항이 되었다. 따라
서 뒤에서 설명할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는 대부분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하고 있다.

나.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한 유럽공동체 조약의 남녀동일임금조항 수정
1997년 10월 1일에 서명되고 1999년 5월 1일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은
유럽공동체 조약13)을 상당부분 수정하게 된다. 유럽공동체 조약 제119조의 남
녀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도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 제141조로 변경되어 기
12) 다음의 규정의 목적으로 동등대우 원칙은 성을 이유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특히
결혼이나 가족상의 지위를 참조하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조
약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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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조항이 재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
로 허용하는 취지의 조항이 제141조 제4항에 삽입되었다.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앞서 언급한 사회정책협약 제6조 제3항의 문구를 그대로 넣으면서 문장 앞부분
에 “근로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실제상의 완전한 평등(full equality in
practice)’을 보장할 목적으로”라는 것을 추가로 삽입했다.
“근로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실제상의 완전한 평등(full equality in practice)

를 보장할 목적으로, 평등대우의 원칙은 과소대표되는 성이 직업활동을 추구하는 것
을 더 쉽게 하거나 직업활동(professional careers)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보상
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특정한 혜택(specific advantages)을 제공하는 조치를 유지하거
나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 개정 평등대우지침과 통합평등대우지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6년의 평등대우지침은 2002년의 개정지침(2002/
73/EC)에 개정되었다. 후자의 지침에 의해 1976년 지침은 상당부분 개정되었
는데, 평등대우의 예외조항 또한 개정되었다. 성과 관련한 진정직업자격이 제2
조 제6항에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제2조 제7항에서는 임신과 모성의 보호와 관
련한 평등대우의 예외가 그동안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 변화를 따라 상세히
규정되었다. 그리고 적극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2조 제8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제141조 제4항의 의미와 동일한 내용으로 적극적 조치가 허용되게
되었다.
“회원국은 남녀 간의 실제상의 완전한 평등(full equality in practice)을 보장할 목

적으로 유럽공동체 조약 141조 제4항의 의미 내에서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2006년에 평등대우지침, 남녀동일임금지침 등 기존의 남녀
간의 차별금지에 관한 지침을 모두 통합한 통합평등대우지침(Directive 2006/
54/EC)14)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평등대우지침도 통합평등대우지침의
14) 이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은 2009년 8월 15일까지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국
내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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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으로 삽입되었다. 개정평등대우지침에서 적극적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통합평등대우지침 제3조로 그 조항 번호를 달리했으나 그 내용은 자구의 변화
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리스본 조약에 의한 변화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합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마련된 리스본 조약은
2007년 12월 13일에 회원국의 서명이 이루어지고,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되
었다. 이 조약은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유럽연합의 협약 2개를 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리스본 조약은 소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는
유럽연합 조약(The Treaty on European Union)과 유럽공동체 조약(이전의 로마
조약)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리스본 조약은 유럽공동체 조약을 유럽연합의 기
능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항은 이전의 유럽공동체 조약 제141조의 남녀동
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제157조로 조항 번호를 달리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
다. 한편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의 조약을 수정하고 있는데, 본 글의 논의와
관련이 있는 수정사항은 제6조이다. 제6조에서 “유럽연합은 조약들과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지는, 2000년 12월 7일의 ‘유럽연합의 근본적 권리 헌장
(European Charter on Fundamental Rights)’에서 제시된 권리, 자유, 원칙을 인
정한다. 이 헌장의 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약에서 정의된 대로의 유럽연
합의 권한을 확대하지 않는다. 헌장의 권리, 자유, 원칙을 그 해석과 적용을 규
율하는 헌장 제7장에 맞춰 그리고 그 규정의 원천을 제시한, 헌장에서 언급된
설명에 대한 적정한 고려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럽연합의
근본적 권리 헌장이 유럽연합의 법원이 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15) 이 글
과 관련해서만 헌장을 보면, 제21조에 어떠한 종류이든지 그 차별을 금지하고,
다시 제23조에서 남녀 간의 평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적극적
조치와 관련해서만 보면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제157조 제4항(구 유
15) 그러나 헌장 자체가 조약의 부분이 되지 않고 언급만 되고 있어 그 정확한 법적 효력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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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공동체 조약 제141조 제4항)과 유사하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은 고용(employment), 노동(work), 임금(pay)을 포함하

여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의 원칙은 과소대표되는 성을 우선하는 특정
한 혜택을 규정하는 조치의 유지나 채택을 금지하지 않는다.”

마. 성 이외의 사유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
성 이외의 사유에 대한 평등대우지침은 2000년대에 들어서 제정되어 앞의
성과 관련한 개정 평등대우지침이나 통합평등대우지침과 유사하게 적극적 조치
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우선 인종평등대우지침(Race Equality Directive,
2000/43/EC)은 제5조에서 “실제상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인종이나
민족적 기원과 관련된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그 불이익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특정한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평등대우 원칙이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연령, 성적 지향, 종교 혹은 신념, 장애와 관련해서는 평등기
본틀지침(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direcitve, 2000/78/EC)은 제5
조 제1항에서 적극적 조치에 대해 앞의 인종평등대우지침에서와 동일하게 규
정한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는 장애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장애인을 근로환
경에의 통합을 보장하거나 증진시킬 목적으로 회원국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의
보호에 관련한 규정을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회원국들의 권리나 그러한 목적으
로 규정이나 설비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 평등대우 원칙이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5조 제1항).

3. 판단 사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사례는 전부 성에 관련한 것이다. 성 이외의 사유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가 적
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과 관련
한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성 이외의 사유와 관련해서는 차별금지법은 2000년대
에 들어서 비로소 제정되었다는 점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유럽연
합 회원국에서 인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조치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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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가. Marschall 사건(Hellmuth Marschall v. Land Nordrhein-Westfalen, C-409/
95, [1997] ECR I-6363 (ECJ, 11 November 1997))
1) 사건개요
원고인 Marschall은 남성으로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종신직
의(tenured) 교사로 일하는데, 그의 임금은 직급(career bracket) A12의 기본 등
급에 해당한다. 1994년 2월 8일에 A13 직급의 직무에 지원했다. 그러나 지역당
국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공무원법16)에 따라 그 직무에 여성 후보자를 임
용할 생각이라고 Marschall에게 알렸다. Marschall은 이의신청을 했는데 지역
당국은 1994년 6월 29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했다. 그 이유는 공식적인 수행평
가에 따라 양 후보자들이 동등하게 자격이 있고 해당 직무가 공고되었던 시점
에 A13 직급에서 남성보다 더 적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견지
에서 여성 후보자가 그 직무로 승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Marschall
은 주정부가 해당 직무에 그를 승진시킬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
구하는 소송을 고등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에 제기했다. 이에 고등행정법
원은 이 사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질의했다.
2) 결 정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도 제2조 제4항이 지침에 의해 설정된 개인적
권리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 후보자를 선호하는 국내의 그러한
조치는 그 규정에서 설정된 예외의 한계를 넘어 승진에서 여성에 대해 절대적
이고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Kalanke사건(Case C-450/93,
[1995] ECR I-3051)에서의 결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Kalanke 사건에서
의 해당 규정과 달리 이 사건에서의 규정은 개별적인 남성 후보자에게 특정적

16) 제25조 제5항 “승진을 관할하는 권한이 부여된 영역에서, 특정한 상위 직군에서 남성보
다 여성이 적다면, 개별적 남성 후보자에게 특정한 이유가 그 남성 후보자를 선호하는 쪽
으로 균형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여성은 동등한 적합성(suitability), 능력(competence), 직
무수행력(professional performance)이 있는 경우 여성들에게 승진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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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유가 남성 후보자를 선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은 승진에서 우선권
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하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예
외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분야에서 승진에 대해 남성
후보자와 동등하게 자격이 있는 여성 후보자가 우선적으로 취급받는 것은 그러
한 규정이 여성 후보자에 대한 편견적인 영향에 대응하여 실제 세계에서 존재
할 수 있는 불평등의 실제 사례를 축소할 수 있다면 평등대우지침 제2조 제4항
의 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Lommars 사건(Lommars v Minister van Landbouw, Natuurbeheer en
Visserij, Case C-476/99, [2002] ECR- I 2891 (19 March 2002))
1) 사건 개요
1993년 11월 15일에 농업부 장관은 특정한 수의 보육원 자리를 여성 직원들
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것을 농업부 직원들에게 알리는 회람17)을 채택했다. 이
회람에 따라 농업부는 1995년에 128석인 그 자리들은 20여 명의 여성 직원당
1석의 비율로 각 부서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수에 비례하여 각 부서 사이
에 배분하였다. 그 자리들 중의 몇몇은 농업부 자체의 보육서비스에 의해 마련
되었고, 다른 것들은 지자체 시설에 있는 것을 농업부가 얻은 것이다. 자녀에
대해 보육원 자리를 얻은 직원들은 직원의 소득에 따라 고정되고, 같은 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부모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기여금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된다.
Lommers(남자)는 농업부의 직원이다. 그의 아내는 다른 곳에 고용되어 있다.
1995년 12월 5일에 Lommers는 농업부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의 아이를 위
해 보육원 자리를 남겨둘 것을 요구했다. 남성 직원의 아이는 오직 응급상황에
서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요구는 1995년 12월 20일에 거
부되었다. 1995년 12월 28일에 Lommers는 농업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같은 날 Lommers는 평등대우위원회(Commission for Equal Treatment)가
농업부의 입장이 남녀평등대우법에 일치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주도록 요청했
17) “Director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상 보육원 자리는 농업부의 여성근로자
에게만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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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6년 2월 22일 농업부는 평등대우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회람의 성을 이
유로 한 구별은 농업부에서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부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19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1,251명
의 직원 중에 오직 2,792명만이 여성이고 여성들은 상위직에서 과소대표 상태
이었다. 1996년 6월 25일에 발표된 의견에서 평등대우위원회는 농업부가 남녀
평등대우법 제1a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Lommers의 아이는 1996년 7월 5일에 태어났다. 결정을 유보해 왔던 농업부
장관은 평등대우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기초하여 1996년 9월 11일의 결정으
로 Lommers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역법원(District Court)은 1996년 10월
8일의 결정으로 Lommers가 농업부 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을 기각
했다. 국내법만을 기초로 판단하여 이 법원은 평등위원회의 의견을 지지했다.
1996년 11월 13일에 Lommers는 이 결정에 대해 중앙법원(Centrale Raad van
Beroep)에 항소했다. 네덜란드 중앙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이전의 판례를 참
조하여 현재의 사건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질의했다.
2) 결 정
유럽사법재판소는 확립된 판례법에 의하면 평등대우지침에 의해 설정된 남
녀평등대우와 같은 개인적 권리의 예외의 범위를 결정할 때, 비례성 원칙에 대
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원칙은 예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평등대우 원칙은 추구되는 목적의 요
건과 최대한 조화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전의 사건에서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여성들이 과소대표되는 경우에 국가가 직업훈련을 독점하지 않은 경
우에 한해서 직업훈련의 기회를 여성에게 적어도 절반을 주는 것이 유럽연합
평등대우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현재 고려되는 사건에서 공급부족의 문제를 감안하면 이
조치에 의해 이용가능한 보육원 자리의 수는 제한되고, 농업부에서 일하는 여
성 직원들에 대해 대기자 명단이 있어 그들 자신들도 보육원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보육원 자리는 관련
된 다른 서비스 시장에서 아직도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조치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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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남성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원 자리에 대한 접근을 박탈
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문제되
는 조치는 그 조치의 범위에서 남성 직원들을 완전히는 배제하지 않고 사용자
가 비상 상황에서 남성 직원들의 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점
들을 근거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의 농업부의 조치가 평등대우지침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 정당성 판단 사례의 유형별 분류
1) ‘일자리나 승진 직위’를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
적극적 조치가 채용이나 승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유럽사법재
판소는 더 엄격하게 심사한다. 먼저 자격 비동등자의 채용이나 승진은 평등대
우지침에 위반된다(Abrahamsson 사건(Case C-407/98, [2000] ECR I-5539),
EFTA Surveillance 사건(Case E-1/02, [2003] IRLR 318). 따라서 소위 엄격한
형태의 할당제하에서 자격상 열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나 승진 직위’를 부
여하는 적극적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자격 동등자에 대하여 일자
리나 승진 직위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유연성 조항이 있으면 평등대우지
침에 위반되지 않고(Marschall 사건, Badeck 사건 (Case C-158/97, [2000] ECR
I-1875)), 유연성 조항이 없으면 평등대우지침에 위반된다(Kalanke 사건). 유연
한 할당제는 유연성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하
여 채용연령의 제한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Briheche 사건
(Case C-319/03, [2004] ECR I-8807)).
오직 동등자격자인 경우에만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우대조치가 허용된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이사회 여성
임원할당제에 대해서 유럽연합지침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
다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유럽의 국가들이 회사의 이사회
에 한정하여 이와 같이 강력한 형태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유럽사
법재판소는 아직까지 그 정당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미 주요 회원국들이 이
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이사회에서의 할당제는 일반 근로자들의 할당제와
는 달리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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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제한해 놓고 있어, 유럽사법재
판소가 여성임원할당제를 확실하게 위법적으로 볼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2) 채용(혹은 승진)을 촉진하는 채용전단계의 조치
유럽사법재판소는 채용이나 승진의 부여가 아닌 채용전단계의 채용촉진조치
에 대해서는 ‘채용이나 승진’을 부여하는 조치보다 더 완화해서 심사한다. 면접
대상자로 동등자격자 중 여성을 우선 선정하는 것은 유연성 조합이 없어도 허
용된다(Badeck 사건). 또한 비동등자인 여성을 선정하는 것은 채용이나 승진을
부여하는 조치에는 예외 없이 금지되었지만,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Badeck사건). 이 경우에도 해당 직무에 대해 충분한 수의 여성이 신청하지 않
을 경우 직업훈련의 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직업훈련이 독점하는 경우
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양육과 관련한 적극적 조치
양육과 관련한 조치는 비록 여성이 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는 여성에게만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법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양육을 담
당한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Griesmar 사건(Case C-366/
99, [2001] ECR I-9393)). 그러나 양육과 관련된 조치라고 하더라도 보육시설
자리를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조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Lommars 사건
(Case C-476/99, [2002] ECR I-2891)). 이것은 유연성 조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남성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보육시설 자리를 남성에게 부여하는 것이 가
능하고, Badeck 사건에서의 직업훈련처럼 보육시설의 제공이 독점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4) ‘실제상의 완전한 불평등’의 문구 삽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구는 허용되는 적극적 조치의 범위가 확장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와 관련된 법률에 삽입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제2
조 제4항이 무효로 하는 규정에 대해서 구 유럽공동체 조약 제141조 제4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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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Badeck 사건, Abrahamsson사건) 것으로 보아 이 문구
가 있는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적극적 조치의 범위가 기존의 평등대우지침 제2
조 제4항에 의한 것보다 더 넓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동
등자인 여성 후보자를 대학교수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제2조 제4항이 적용되는
원칙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제141조 제4항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고 보았다(Abrahamsson사건). 또한 비슷한 취지로 유럽사법재판소는 동일하게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망인의 경우는 채용 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
고, 홀아비의 경우에는 적용한 것에 대해서 비례성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제
141조 제4항하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Briheche 사건). 이와 같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태도로 보아 ‘실제상의 완전한 불평등’의 문구 삽입이 허용되는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이전보다 더 넓힐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Ⅳ.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당성 판단의 비교

1. 판단 구조
첫째로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에서 적극적 조치는 차별금지 혹은 평등대우의
예외로서 그 정당성이 심사된다. 먼저 미국에서는 그 주체에 따라 고용상 적극
적 조치는 각각 헌법과 1964년 공민권법으로 그 근거가 다른 정당성 심사를 받
지만, 모두 차별금지 혹은 평등대우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상 적극적 조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1964년 공
민권법 제7편의 고용상 차별금지의 예외로서 허용되고 연방정부, 주정부 등이
주체가 되는 경우 평등대우로 이해되는 헌법상 평등조항(수정헌법 제5조와 제
14조)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된다.
유럽연합에서도 성과 관련하여 평등대우에 대한 예외로 그 정당성이 심사된
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일찍부터 예외로서 허용됨이 평등대우지침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법은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가 ‘남녀기회
균등’이나 ‘실제상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임을 분명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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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는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평등대우에는 그 예외
가 되지만, 그 예외 자체가 다른 평등 개념에 포함되어 단순히 평등대우의 예외
만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로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그 정당성 여부는 소위 비례성 심사를 거친다.
비례성 심사의 정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헌법과 공민권이 차이가
있고, 헌법에서도 사유별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합리
성 심사와 같은 다소 완화된 심사 기준을 갖지 않고, 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2. 관련 사유와 판단 근거상의 차이점
먼저 사건의 사유면에서 보자. 우선 미국에서는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에 대
한 판단은 헌법상의 판단과 공민권법상의 판단으로 이원화된다. 이 중에서는
교육 특히 대학 입학에서 흑인들을 고려하는 적극적 조치와 관련된 판례가 많
다. 고용 분야에서 적극적 조치와 관련해 주나 연방의 조치가 헌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는 없다. 두 번째로 인종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과 관련된 것은 거의 사례가 없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고용 분야와 관련된
적극적 조치 사례는 비교적 적다. 인종과 관련한 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헌법상 평등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1964년 공민권법 제7편이 적용되는 민간 기업
에서보다 더 협소하다.
이에 반해 유럽에서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판단이 미국처럼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유럽연합의 조약과 지침에 의해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에서는
미국과 달리 적극적 조치가 대부분 여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다. 유럽연합
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극적 조치 사례는 모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법률로 제
정한 적극적 조치 관련 규정을 이행하면서 취해진 것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위와 같은 차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적극적 조치의 법
적 정당성이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에서의 사유별 차이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차이는 성이나 인종 등 문제되는 사유가 갖는 그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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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와 맥락에 따라 그 사유별로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인종상의 사유만을 중심으로 하고 주로 대학교육 영역에
집중된 미국의 정당성 판단의 방향과 내용만으로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그렇
게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해석 근거에 대해서 보자. 공민권법상
703(j)조의 해석에 의해서 평등대우의 예외로서 적극적 조치가 제한적으로 허
용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유럽연합법은 법상 명시적으로 평등대우지침 제2조
제5항에 의해서 평등대우의 예외로서 적극적 조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고,
적극적 조치의 목적이 “여성의 기회에 영향을 끼치는 기존의 불평등을 제거함
으로써 남녀 간의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현
재 유럽연합법은 더 나아가 관련 지침과 조약에서 적극적 조치가 “실제상의 완
전한 평등(full equality in practice)”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
혀 허용되는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정당성의 판단방식 : Johnson 판결(미국)과 Marshall 판결
(유럽연합)의 비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은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법
적 판단의 구조가 상이하다. 이러한 상이성 이외에도 판단 방식에 있어서도 차
이가 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이 글에서는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판례를 선택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Johnson 사건과 Marshall 사건은 모두 성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가 문제된 것
들이다. 두 사건 모두에서 승진임용이 문제가 되었다. Johnson 사건에서는 미국
헌법상이 아닌 1964년 공민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고, Marshall
사건에서는 주정부가 고용하는 교사와 관련되어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외견
상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남녀평등
대우지침을 적용받아 민간부문에서의 동일한 유형의 적극적 조치도 같은 법리
에 의해 심사를 받기 때문에 주정부가 고용하는 교사라는 점이 미국의 Johnson
사건과의 비교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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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Johnson 판결(미국)과 Marshall 판결(유럽연합)의 비교
Johnson 판결

Marshall 판결

적극적 조치
의 내용

① 승진에 적용
② 업무수행 적격자 중에서 ‘성’
을 고려함.

① 승진에 적용
② 동등자격자 중에서 특정 성의
성원에 우선권을 부여.

상황요건
(목적)

관련 사업장에서의 명백한 성별
불균형

관련 단위에서의 성별 불균형

수단의
적절성

① 성은 고려되는 여러 요소 중
의 하나이어야 함(Plus factor)
② 다른 쪽 성의 이해를 불필요
하게 제한하지 않음
③ 남성근로자들의 승진에 절대
적인 장벽을 만들지 않음.
④ 임시적인 수단임.

우선권 부여가 절대적이고 자동
적이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예외조항(savings clause)의
유무에 따라 판단

첫 번째로 두 판결에서 적극적 조치가 문제되는 단위, 즉 사업장 등의 해당
직종에서 남녀 사이의 성별 불균형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미국의 Johnson 사건에서 더 엄격하게 높은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Marshall 사건에서는 해당 직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은 상황
에서 적극적 조치가 도입되었으나 이 성별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
을 뿐 이것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추가 판단이 없다.
그리고 이후의 유럽사법재판소 사건들에서도 성별 불균형의 정도가 쟁점이 된
적이 없다. 즉 유럽사법재판소는 적극적 조치가 문제되는 단위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더 적기만 하면 이러한 요건은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연방재
판소는 Johnson 사건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명백한 불균형(manifest imbalance)
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불균형의 정도가 아주 클 것을 적극적 조치
의 도입 혹은 시행과 관련하여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Johnson 사건에서는 문제되는 승진 직무에 여성이 승진된 경우가 전혀 없었으
며, Weber 사건에서는 전체 사업장에서 흑인이 39%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이후 배치되는 상위의 숙련 직무에서는 1.83%이었다.
비록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수단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사건
의 판결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Johnson 사건에서 수단의 적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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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①, ②, ③이 Marschall 사건에 적용되어서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식으로 Marschall에서
의 수단의 적절성 조건을 만족시키면, Johnson 사건의 적절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Johnson 사건에서는 해당 조치가 사업장 노동력의
균형 있는 구성을 이루려는 것일 뿐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수단의 적절성의 판단의 한 요소로 삼고 있다. 그러나 Marschall 사건
에서는 문제되는 적극적 조치가 주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고 그 법률에
는 이러한 적극적 조치의 종료 시기가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점이 Marschall 결정에서 전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Johnson
결정과 달리 Marschall 결정에 따르면 적극적 조치가 사업장 노동력의 특정한
비율을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도 이는 수단의 적절성 여부에 영
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양 법제 사이에서 상황상의 요건의 차
이를 만드는 요인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다.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 조치와 관련된 규율 방식의 차이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4년 공민권법상 적극적 조치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미국에서는 Web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
처럼 약간 포괄적인 규정에 대한 해석과 입법목적을 통해서 적극적 조치가 허
용된다고 판례법리로 확립한 것일 뿐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에서는 비록 예
외지만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전의 규정에서는 ‘현존의 불평등 제거’(구 평등대우지침 제2(4)), 그리고 현
재의 규정에서는 ‘과소대표되는 성이 직업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더 쉽게 하거
나 직업활동(professional careers)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하
여’(기능조약 제157조 제4항)라는 목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허용된다고 규정
한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엄
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단의 적절성 기준을
주로 하여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차별의 예외로서 해석상 허용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또한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업장이나 직종에서 통계적으로 명백한 성별 불균형이 나타나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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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V. 맺으며

지금까지 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적 정당성 판단에
대한 비교법학적 검토를 수행했다. 두 법제는 그 판단에서 상당히 유사한 측면
을 보이면서도 또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이 인종과 관련하여서 적극적 조치를 최초로 시도하고 논의를 발전시켰지만,
바로 그 이유로 그 정당성 논의는 인종이 갖는 미국 사회의 특수성에 얽매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미국의 논의를 참고로 하면서도 미
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정당성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달
리 과거차별의 구체적 입증에 얽매이지 않고 Marschall 판결 이후 사회구조적
인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으로서의 고용상 적극적 조치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유
지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판단 방식과 관련하여 성
과 관련한 명백한 불균형이 없어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유럽사법재판소
의 태도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의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의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법적 정당성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나 혹은 대안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한국의 관련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 번째
로 시사하는 바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비교는 제일 먼저 적극적 조치의 정
당성 논의는 그 조치가 논의되는 사회의 역사, 문화, 법제도적 맥락을 벗어나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글은 역사, 문화, 법제도 등의 법사회학적 맥락은
어느 영역에서 적극적 조치가 주로 문제가 되는지(미국은 주로 교육, 유럽연합
은 주로 고용), 어떤 사유가 주로 문제가 되는지(미국은 주로 인종, 유럽연합은
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거
의 다루지 않는 ‘출신지역’과 관련된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논
의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글은 한국에서의 정당성 논의와 관련하여 미국을 참조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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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적극적 조치 사유가 인종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영역은 대학 교육에 집중되어 적극적 조치가 고용상 영역
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과 다르다. 두 번째로 미국의 사례는 헌법상 인종상의
구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기가 더 어렵
게 되어, 현재는 상당히 한정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적극적 조치
가 논의되는 사유와 관련하여 역사상 노예제도와 이의 폐지 그리고 1960∼70
년까지도 만연했던 흑백 분리정책으로 점철되는, 미국의 인종 문제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인종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논의를 그대
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성 판단의 구조 또한 상
당히 다르다. 우선 평등권 조항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헌법과는 달리 성이나 장
애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헌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명시
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조항(헌법 제32조 제4항 및 제5항, 제34조 제5
항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의 차별금지법에서는 유럽연합에서와 같이 고
용상 적극적 조치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판례법상의 해석법리에 의
존하는 미국과 다르다.
한국과 미국의 법적 정당성 판단구조의 상이함과 이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의
필요성은 이미 조용만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조용만, 2007: 60∼63). 양 법제
에 대한 비교법학적 검토는 이에서 더 나아가 고용상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큼을 강조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은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의 논의에서는 그 내용적 연관성
이 미국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미국보다 적극
적 조치에 덜 엄격하게 한 주요 요인이 되는 평등대우의 예외조항이 한국의 차
별금지법제에서도 존재하며, 그 내용 또한 유사하다. 즉 한국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남녀고용평등법 제2
조 제3호), 유럽연합법에서는 “근로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실제상의 완
전한 평등(full equality in practice)을 보장할 목적으로, 동등대우의 원칙은 과소
대표되는 성이 직업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더 쉽게 하거나 직업활동(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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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s)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조치는 차별의 예외가 된
다”(유럽연합기능 조약 제157조 및 통합평등대우지침 제2조 제8항). 그리고 평
등대우의 예외로서 적극적 조치가 허용된다고 하는, 유럽연합의 헌법에 해당하
는 유럽연합기능 조약의 조항은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한국의 헌법조항(제32조 제4항)과 유사한 측면이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차별금지 관련 법률하에서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
위 그 한계를 둘러싼 정당성 논의는 유럽연합의 정당성 논의에서 그 교훈을 많
이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성과 관련하여 특정 직종이나 산업에서의 차별의
입증 없이도 사회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적극적 조치를 차별의
해소 방법으로 허용하는 점은 차별금지 관련 법률과 관련된 한국의 비례성 심
사에서도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한국의 차별
금지 관련 법률에서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향후에 필
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루는 바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고용상의 적극적 조
치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있어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강
한 반면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고 노동권 등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더 발전한 데
에 기인”(심재진, 2009: 76)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성 노동권을 적극적으로(상대적인 의미에서) 실현하는 정치 세력의 집권이
빈번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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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itive Action in the Case Law of the ECJ : in
Comparison With Affirmative Action in the Case Law of
the US Supreme Court
Jae jin Shim
The study is to look at how the case law of the EU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US. Focusing on the
former, it aims to identify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EU case law
in comparison with the US case law which much mor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n the scholarship of both labour law and constitutional law. To
this end, the study analyses all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cases
concerned with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The US case law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briefly summarised to the extent it is
meaningful enough to draw tho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significance of the EU case law in comparative labour law
study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However it remains to
be further explored what has made the EU law distinctive from the US law
in the sphere of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Keywords : affirmative action in employment,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the
european union law, equal treatment directive, the civil rights act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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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제도 효과성 평가
(박성재․김화순)
▪ 영국 산재보험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역할
에 관한 연구(유범상)

◐ 제12권 제2호(2012년 6월)
▪자동화기술과 작업조직(노용진)
▪기업의 자원봉사 지원정책의 효과(강철희․
허수연․김영종)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김종성․이병
훈․신재열)
▪성별 저임금근로의 위험과 임금격차(김은
하․백학영)
▪연금개혁,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
차, 그리고 저축(전승훈)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구인․구직조건의 유연성을 고려한 잡매칭
함수의 개발(박성익․조장식․전현중․김종
한․류장수)
▪저기술 중소기업의 혁신전략 : 독일과 한국
의 사례를 중심으로(임운택)
▪몰입형 인사관행이 연구개발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김동배)
▪인사제도의 내재화, 직무몰입, 역할피로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진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혁
신활동 간의 관계: 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
(최영희․임상훈)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
에 관한 고찰(이호근)

◐ 제12권 제4호(2012년 12월)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중요성(김현동․한용석)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
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김동헌․박혁)
▪훈련의 권리, 시장의 늪 : 실업자훈련의 시
장주의적 재편에 대한 소고(장홍근․주민
규)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정록)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

성과 정책방향 검토 : 집단적 노무제공 거

▪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류문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백경민․

호)

박기태)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
향 : 형제 · 자매 · 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한 분석(양정승)
▪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정호․김경희)
▪ Legislative

Challenges

on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Cho)
▪ 한국과 영국의 최저임금기구 운영실태 비
교연구(채준호․우상범)
▪ 수능성적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 일반화 성향점수 접근법(최필선․
민인식)
▪ 이탈리아 필수공익서비스제도에 대한 연
구(신수정)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의 한 사례 :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의 평가 및
과제를 중심으로(박태주)
▪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권순식)
▪ 연령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홍․박우성)
▪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자성 비교 연구(서정희․오욱찬․박경하)
▪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김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