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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난 30년(1983～2012) 동안 연령집단별로 고용의 질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연령계층화 과정을 진단해보았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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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을 이용하여 연령집단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청년층(15～24세)과 노년층(55～64세)의 고용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줄어들었으
며 후자의 경우 소득보장성이 악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두 연령집단 간의 동
질성이 증가하였다. 동시에 두 연령집단과 다른 연령집단 간의 이질성도 증가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의 질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연령 통합적 구조에서
보다 연령 분절적인 계층화 구조로 변화되어 왔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연령구조
와 취업구조 간의 구조적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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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 제기

한국 사회의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청년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고용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악화된 이후 경기회복 중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아 심각한 사
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현
상이다. ILO(2013)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제회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 않고 개발도상국조차도 더 이상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며 청년 고용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어 청
년들의 정치적 저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노년층의 고용문제는 연령차별주의(ageism)와 맞물려 있으며 전통적으로 노
년층은 고용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연령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다른 연
령집단에 비해 불안정한 취업상태와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빈곤
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
규모 은퇴가 진행되고 있어 노년층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고용 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여성과 더불어 청
년층과 노년층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 청년
층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책 지원 대상의 확대(29세 이하 → 34세 이하)와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개선, 창업․창직 활성화, 해외
취업 지원 등을 청년 고용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매우 장기
적인 현상이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노년층과 관련하여 정부
는 임금피크제, 고용지원금제도 등을 통한 정년연장(60세 정년제)과 시간선택
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등을 통한 일자
리 창출 등을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고용 여건의 개선 여부는 아직
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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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령집단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주로 노년층에 관한 것이었다(Estes,
Biggs & Phillipson, 2003). 노인학(gerontology) 분야에서 연령계층화 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이 발전되어 왔으며, 노년층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과 심
리적 위축, 노인 차별주의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이 구체화되었다(Ferraro,
2014).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인들의 삶(특히 노년
층)의 변화 간의 괴리로 설명하는 구조적 지체(structural lag) 개념이다(Moen &
Orrange, 2002; Han & Moen, 1999; Riley, Kahn, Foner & Mack, 1994). 구조
적 지체의 한 가지 예로 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중년층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구조가 여전히 유지되어 두 사회구조 간의
괴리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노년층의 불이익이 확대되는 현상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고용의 질(quality of work)을 연령계층화 현상이라는 맥락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비롯하여 전 연령대에 걸쳐 고용
의 질을 조명해 볼 것이다1). 동시에 각 연령집단의 특성이 유사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차이와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고용의 질을 탐색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 볼 수 있
다. 첫째, 연령 분절적 구조(age differentiated structure) 혹은 연령 통합적 구조
(age integrated structure)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동(work)이 교육(education)
및 여가(leisure)와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생애주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집단 간 차별에 있어서 실업률이나 고용
률 등으로 대변되는 고용의 양적 측면보다는 고용안정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고
용의 질적 측면이 더 중요한 까닭에 고용의 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고용문제가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 문제는
두 세대 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안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1) 연령계층화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노년층은 55～64세, 중년층은 30
～54세, 청년층은 15～29세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55
세부터 노년층으로, 통상 청소년으로 정의되는 15～19세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5세 단위의 해당 연령 코호트를 명
시하였다.

4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3호

이 연구는 고용지표와 관련된 원자료(raw data)를 확보할 수 있는 1983년부
터 2012년까지 5세 단위의 연령집단별로 고용률, 임시․일용직 비율, 전문․관
리직 비율, 중위임금 50% 이하 비율, 장시간 노동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고용의 질 맥락에서 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나아가 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시계열 분석에 도입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최근 30년 동안 진행된 연령집단별 고용의 질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 문제 제기

1.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
연령계층화는 개인의 생애과정이라는 개인적 시간(personal time)과 사회적
변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시간(historical time)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방하남․김기헌, 2001: 4). Riley, Kahn, Foner & Mack(1994)는 연령계층화
를 개인들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과 사회적 고령화(aging), 그리고 연령 코호트
(age cohort) 혹은 세대(generation)의 변화가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
명하고 있다.
[그림 1] 연령구조(age structure)의 유형

자료 : Riley & Riley(1994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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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ley & Riley(1994, 2000)는 연령구조와 관련하여 연령 통합적 구조와 연령
분절적 구조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기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정도(연령 유연성, age
flexibility)와 다양한 연령층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도(연령
이질성, age heterogeneity)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연령 유연성과 관련하여 청년층이든 중년층이든 노년층이든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연령 장벽 없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고용 측면에서 연령 통합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젊었을 때는 일정한 연령이 되기 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성인이 되어서 일을 하고, 다시 특정한 연령에 도달
하면 노인이 되어서 은퇴를 하는 생활방식은 연령 분절적 사회의 전형적인 양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 이질성은 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서적 문제로서 하나의 연령층에 속
하는 사람들이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접촉하는가와 관련된다.
한 사회의 연령 유연성은 연령이 그 사회의 특정 영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엄격한 기준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데 비해서, 연령 이질성
과 관련된 연령층 간의 접촉은 여러 사회에서 보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다. 연령 이질성은 그 정도에 따라 흔히 세대 차이로 불리는 연령집단 간 격차
가 큰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구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연령 유연성과 연령 이질성은 이론적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
호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연령 간에 기회에 있어서 경계가 없다면 나이
와 상관없이 개인들 간의 접촉이 잦고 유대가 강화될 것이며,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 간에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연령에 따른 구별이나 차별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연령차별주의는 연령 유연성이 낮고 연령 이질성이 높을 때 나타난다(Caspi,
1984). 지금까지 연령차별주의에 관한 논의는 주로 노년층과 관련하여 이루어
져 왔으나 다른 연령층도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차별
주의를 노년층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이유는 없어 보인다.
Riley, Kahn, Foner & Mack(1994)은 구조적 지체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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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구조적 지체는 전체 사회의 여러 구조들 혹은 제도들 간에 괴리 현상이 발생
할 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수명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삶은 큰 변화를 경험하
고 있지만 연령별로 정해져 있는 사회적 역할에 따른 연령구조는 급격하게 이
루어지는 고령화와는 달리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구조적 지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Riley, Kahn, Foner & Mack(1994)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
할 동기는 물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적 역할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괴리 현상을 구조적 지체로 정의
하고 있다.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연령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데 노동
시장에서 장년층에 유리한 특성만이 계속 강조된다면 이에 따라 구조적인 지체
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이나 비공식교육은 확
대되지 않고 교육정책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
식교육과 학교교육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역시 구조적인 지체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층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 역시 일과 여가
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만약 공부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고 일을 위한 기
회나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청년층에서도 구조적인 지체와 관련된 사회문제
가 야기될 수 있다. 구조적 지체는 변화하는 개인의 삶과 변화하는 사회구조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해소될 수 있으며 연령 분절적 구조를
연령 통합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지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Binstock et al.(2011)은 구조적 지체가 개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
적하고 있다. 전통적인 연령 규범과 실제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하여 개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생활양식에 있어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고용문제
와 관련하여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 정당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을 하는 노인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을 더 하고 싶지만
빨리 은퇴를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
리게 된다. 이처럼 구조적 지체 현상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없애고 통합을 이루
는 데 있어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개인적으로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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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
이 연구는 연령계층화 문제, 나아가 구조적 지체 현상을 고용의 질이라는 맥
락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고용의 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r Institute)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소개하고 있는 Anker
et al.(2003)은 ILO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질
을 다루었는데, 이는 비교적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의 논의(Lozano, 2005)와는 달리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가까지 모두 포괄
하여 보편적인 수준에서 고용의 질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ker et al.(2003)은 고용기회, 부당노동, 적절한 수입, 노동시간, 고용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 평등, 작업 환경,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 경제사회적
맥락 등 11가지 차원을 구분하고 각 차원별로 29가지 측정지표를 제시하여 국
가 수준에서 고용의 질을 파악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고용기회 지표로는 경제
활동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고용률, 비농업부문 임금노동비율 등이 세부
측정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보다 광범위한 고용의 질 지표는 Bonnet, Figueiredo & Standing(2003)이 제
시하고 있다. 이들은 괜찮은 일자리의 지표(Decent Work Index : DWI)를 보장
(security)이라는 맥락에서 7가지 영역(labor market, employment, job, work,
skills reproduction, income, voice representation)별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세부 지표들을 국가별로 비
교하기 위한 거시지표와 기업 수준의 중간지표, 개인 수준의 미시지표 등을 구
분하였으며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 연령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지만 고용의 질 전반이나 특정 대상의 고용의 질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비교적 초기 연구들은 최옥금(2006)이나 방하남 외
(2006)를 들 수 있다. 최옥금(2006)은 ILO에서 제시한 거시적 지표를 토대로
분석 가능한 3가지 지표(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social protection)를 선별해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활용
해 괜찮은 일자리의 규모 등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를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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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다 엄격한 정의(취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중위임
금 2/3 이상 적용)에 의해 가장 최근 자료(KLIPS 7차년도)를 분석했을 때 괜찮
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 2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 외(2006)는 고용의 질에 관하여 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국가 수준의 거시지표와 기업 수준의 중간지표, 개인 수준의 미시지
표 등을 모두 측정하여 고용의 질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국가
수준의 거시지표는 Bonnet, Figueiredo & Standing(2003)에서 제시한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ILO의 GSES(Global Socio-Economic Security) DB2)를 이용해
2004년을 기준으로 29개 국가들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
구는 한국 사회의 고용의 질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으며 거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최 하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
률, 임금노동비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으로 측정된 고용기회 영역은 29개 비
교대상 국가 중 25위였으며 총고용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노동자의 비중 등으
로 측정된 고용안정 영역은 29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용의 질이나 괜찮은 일자리를 다룬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고용의
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거나(노용환․신종각, 2007)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
의 질 특성을 분석하였고(이성균, 2009), 노인돌봄 서비스 일자리에 대해서 분
석하거나(최희경, 2009) 고용의 질과 인적자원관리의 관련성(김진희, 2011) 혹
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의 질(김보람․문은하․이승윤, 2012)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중에서 연령집단별 차이나 변화 추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국내연
구는 없으나 고용의 질이나 괜찮은 일자리 규모에 있어서 연령집단별 결과를
제시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최옥금(2006)은 10세 단위로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괜찮은 일자리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엄격한 세 번째 정의에
따른 연령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29세 미만은 20.1%, 30대는 33.0%, 40대는
28.3%, 50대는 15.9%, 60세 이상은 2.8%로 노년층의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매
우 낮게 추정되었다.
방하남 외(2006)에서도 미시수준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
하여 고용의 질 지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고용의 질 점수는 30세 미만이 49.9
2) 해당 DB 홈페이지(http://www.ilo.org/dyn/sesame/ifpse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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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30대가 55.6점, 40대가 49.6점, 50대 이상이 44.8점으로 전반적으로 연령집
단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30세 미만과 50대 이상의 고용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하남 외(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의 질 지표를 토대로
측정 가능한 변수들을 이용해 연령집단별 변화 추이를 지난 30년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고용의 질 측면에서 연령구조가 비교적 동질적으로 변
화했다면 한국 사회가 연령 분절적 구조에서 연령 통합적인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경험적 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노년층의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다른 연령층과의 이질성이 증가했다면 연령 분절적 구조
로 연령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분절적
인 연령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면 연령구조와 취업구조 사이의 구조적 지체에 대
해서도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년층의 경우에는 어떤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와 변수,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며 이어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연구 결과의 이론적, 정책적 함
의를 제시해보겠다.

Ⅲ. 분석자료와 변인

1. 분석 자료 및 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자료는 1983년에서 2012년까지 30년간에 걸쳐 조사
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소득이나 근속연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적으로 확보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추가 자료들은 1983년에서 1991년까
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 원자료, 1992년에서 2007년까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원자료,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달리 이들 조사들은 자료 활용에 제약이 존재하는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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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임금노동자만이 조사대상이며 가장 오래된 직종별임금실태조사가 10인 이
상의 상용노동자가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계열 비교를 위해
불가피하게 분석 대상을 상용노동자 10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고용의 질에 대한 측정지표들은 모두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방하남 외(2006)에서 제시한 고용의 질 지표 중에서 원자료에서 제공 가능한
지표를 산출한 것으로 ① 고용기회와 관련해서 ‘고용률’을, ② 고용안정과 관련
해서 ‘임시․일용직 비율’을, ③ 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총고용 중 관리․전문직
비율’을, ④ 소득보장성과 관련해서 ‘중위임금 50% 이하의 고용비율’을, ⑤ 노
동조건과 관련하여 ‘장시간 노동 비율(주당 50시간 이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제약과 관련 임금노동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지 않
았는데 그 이유는 전체 취업자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취업자 전체의 결과
를 제시하는 것이 고용의 질 지표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용기회의 경우 임금노동자로 제한하기보다는 취업자 전
체를 대상으로 할 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고용안정의 경우 상용
직 대비 임시․일용직 비율로 임금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비임금노동자의 경우 고용안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이어서 지표별로 살펴보면, 고용기회와 관련하여 측정 가능한 지표는 경제활
동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등인데 이 연구에서는 고용률을 측정지표로 선택하
였다. 고용률을 가장 적절한 지표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참여
율이 포괄적으로 고용기회를 대변하는 지표로 볼 수도 있으나 실업률을 포함하
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업률은 취업준비생 등이 제외되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다음으로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임시․일용직 비율을 활용하였는데 고용안정
지표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시간제 노동
비율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분석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980년대부터
측정이 가능한 지표는 상용․임시․일용직 여부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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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비율을 선택하였다. 시간제 노동 비율의 경우 총노동시간을 활용해 분
석 가능하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상용 대비 임시․일용직 비율을 활용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일용직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어서 능력개발에 대한 측정지표는 총고용 중 전문직 종사자 비율, 공공 교
육훈련 지출비, 교육훈련 참가율, 고학력자 비율, 교육연수의 중위값, 문맹률 등
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총고용 중 관리․전문직 비율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능력개발의 결과 지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투입이나 과정지표들은 몇 가
지 이유에서 선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표들은 경제활
동인구조사에서 활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학력자 비율
등은 핵심지표라기보다는 보조지표(Bonnet, Figueiredo & Standing, 2003)로
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리직을 포함한 이
유는 1980년대 분석 자료에서 관리직과 전문직을 세분화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득보장성에 대한 측정지표는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지니계수
등으로 분석 자료에서 측정 가능한 상대빈곤율, 곧 중위임금 50% 이하의 고용
비율로 소득보장성을 측정하였다.3) 분석 자료상 전체 취업자의 소득이 아니라
임금노동자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된 분석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소득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위임금을
활용하였으며, 시계열 유지를 위해 10인 이상 상용 노동자로 제한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의 상황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줄 개연성이 있으므로 해석
상 주의를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조건 중 유일하게 측정이 가능한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장시
3)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지표에서 소득에 관한 영역은 적절한 수입(adequate
earning)으로, 이에 대한 측정으로는 저임금고용 비율과 주요 직업의 평균 수입을 제시하
고 있다. 저임금고용 비율은 중위임금 1/2 이상이나 2/3 이상으로 측정하고 있다. Bonnet,
Figueiredo & Standing(2003)는 보다 세부적으로 소득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소
득보장성(income security)에 대해서 산출지표로 빈곤율(중위 1/2), 구매력 기준 개인당
GDP,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기대수명,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비중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방하남 외(2006)는 이 영역을 소득불평등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최옥금(2006), 이
성균(2009) 등에서 중위임금 1/2을 측정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지표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중위임금 1/2를 사용하였으며 소득보장성이라는 Bonnet, Figueiredo &
Standing(2003)의 정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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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노동 비율(주당 50시간 이상)로 노동조건을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령집단은 5세 단위로 구분하였는데 15세에서 64세까지 10개 인구집단(15～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을 구성하였다. 각 연도별로 연령집단에 따른 지표값들은
<부표 1～5>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 분석방법
상이한 연령집단의 고용의 질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법(MDS :
Multi-Dimensional Scaling)을 활용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은 주어진 자료를 통계적
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시각화하는 분석방법으로 연구자의 창
의적인 접근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시각화가 가능하다(박광배, 2000 : 1). 정신
물리학과 심리측정이론에서 비롯된 다차원척도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해왔
는데, 특히 그동안 마케팅 분야 등에서 주로 시계열적 접근이 발전해왔다. 그러
나 기존의 시계열적 접근은 대부분 특정한 사건(광고나 정책 등) 전후(before
and after)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 연구와 같이 연쇄적인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분석에는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법 중 하나인 개인차척도법을 시계열 자료
분석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하였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다차원척도법인 ALSCAL(Alternating
Least Squares SCALing)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다차원 도표를 도출할 경우 각
차원의 의미를 모든 연도에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
론 다차원척도법으로 획득한 차원을 얼마든지 회전, 혹은 뒤집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도별 다차원 도표를 회전하거나 뒤집어서 일관된 차원 해석이
가능한 도면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30년 동안의 자료에서 산출된 30개
의 도표를 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도면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전이나 뒤집기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
에 한 도표의 좌표값을 다른 도표의 좌표값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도표상에서 변수들의 상대적 배열이 연도별로 유사한지를 파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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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대안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연도, 즉 시간을 하나의 공간 차원에 통합하는
방법이다. 다차원척도법에서는 공간 개념은 있지만 시간개념은 없기 때문에 시
간은 추가적인 공간 차원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와 같이 10개의 대
상 집단에 대한 30년간의 자료를 분석할 경우 먼저 300×300의 매우 큰 유클리
드 거리 행렬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다차원척도법으로 분석하여 시간 차원을
찾아낸 뒤 그것을 기준으로 도표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한계
가 있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규모의 유클리드 거리 행렬을 분석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도표상에서 시간 차원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결과의 해석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개인차척도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개
인차척도법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 INDSCAL(INdividual Differences multidimensional sCALing)은 본래 심리학에서 심상자극들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에
대한 판단자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박광배, 2000 : 83). 예를 들
어, 특정한 세 가지 심상자극에 대하여 남성 판단자 A와 여성 판단자 B가 각
심상자극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하여
각 심상자극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이에 대해
ALSCAL 기법을 적용할 경우 보통 두 판단자가 평가한 결과값의 평균을 산출
하여 분석하게 된다. 즉 남성 판단자 A와 여성 판단자 B 사이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하나의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무시된
다. INDSCAL 기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모든
판단자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자극공간(공통자극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판단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제시한다. 나아가 공통자극공간의 좌표값
에 각 판단자의 가중치를 곱하면 각 판단자에 부합하는 자극공간(개별자극공
간)을 도출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척도법의 개인(individual) 혹은 판단자 개념을 연도(시
간)의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즉 30명의 판단자로부터 획득한 30개의 매트릭스
를 INDSCAL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0개년도에서 도출한
30개의 매트릭스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통자극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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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0년 동안의 자료를 포괄하는 통시적인 자극공간으로, 개인자극공간은 연도
별 자극공간으로 새롭게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INDSCAL 기법에서 사용되는 모형은 가중 유클리드 모형(weighted
Euclidian model)으로서 다음과 같다(박광배, 2000 : 85).
 ≅  

    












 은 판단자 s가 제공한 자극 i와 자극 j 사이의 (비)유사성 자료이고,  은

판단자 s의 개별 다차원 공간에서 자극 i와 자극 j 사이의 거리이다. 
는 k번

째 판단자 s의 가중치이다. 끝으로   와   는 공통공간에서 자극들의 좌표값
이다. 즉 위의 INDSCAL 모형은 각 차원에 가중치(   )가 주어진 이후에 도출
된 유클리드 거리 모형이며,  는 각 판단자(s)의 도표에서 두 점(i, j)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의미한다. 이 INDSCAL 모형은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시계
열 분석에 적용하면 그 모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표시될 수 있다.
 ≅  

    












이 모형에서 연도(시간)를 의미하는 t는 기존 모형에서의 판단자 s를 대신하
며, 기존 모형에서 자극을 의미했던 i와 j는 새로운 모형에서 각각 연령집단 i와
j를 나타낸다.4)
기본적인 분석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각 개별 연도별로 수집된 고용
률, 임시․일용직 비율, 전문․관리직 비율, 중위임금 50% 이하 비율, 장시간
노동 비율 등 다섯 가지 속성 요인들을 표준화(Z-score로 전환)한 후 유클리드
거리 제곱의 합 방법(squared euclidian distance)으로 값을 전환하여 유클리드
행렬(다차원척도법 분석을 위한 원자료)을 산출한다. 이어서 30년간의 개별 연
도 값들을 개별 사례들로 삼아 다수행렬에 대한 동시분해방식(CANDECOMP :
CANoinical DECOMPosition)을 이용해 30년간의 통시적인 공간인 공통자극공
간과 가중치공간을 도출해낸다. 그 다음 공통자극공간의 좌표에 각 연도별 가
4) ALSCAL과 INDSCAL을 포함하여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은 박광배(2002)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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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 값을 부여하여 각 연도별 자극공간을 도출해 낸다.

Ⅳ. 분석 결과

1. 고용의 질 변화 추이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절에서는 고용기회, 고용
안정, 능력개발, 소득보장성, 노동조건 등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고용의 질
변화 추이를 5세 단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고용기회와 관련하여 고용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5～19세를 제외하
고 다른 모든 연령집단에서 고용률이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때 급격히 감소한 후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20～24세는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IMF 경제
위기 이후 회복세가 아닌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기회 측
면에서 청년층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연령집단별 고용률 변화 추이(1983～2012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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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집단별 임시․일용직 변화 추이(1983～2012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5～19세는 1983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여 1983년
19.4%였던 고용률이 2012년 7.0%로 급락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 연령집단 중
취업자의 다수를 점하는 18～19세의 인구규모는 저출산 경향을 반영하여 1983
년 172만 명에서 2013년 14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
할 14～17세의 인구규모 역시 같은 기간 349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줄어들
었다.
20～24세는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외환위시 당시 8%가량 고용
률이 감소하였고 2005년까지 5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령집단은 고학력화 추세에 따라 대다수
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으며 취업자 수는 1983년
183만 명에서 2013년 124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임시․일용직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
층에 있어서 1985～86년과 1998～99년에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 전자는 경기 호황기인 데 반해 후자는 IMF 위기로 경제가 가장 좋지 않았
던 시기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1997년 경제위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황선웅(2007)은 임시․일용직 구조 변화 시점을 1990년대 후반이 아닌
1980년대 중반으로 추정하였으며 임시․일용직 비율은 경기수축기나 경제위기

고용의 질: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에 대한 탐색(1983~2012)(유홍준· 김기헌· 오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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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아닌 경제확장기에도 더 높은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1980년 중반 이후 생산량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이전 시기보다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이 (기업 차원의 인사관리전략의 변화나 하
도급 분업의 확대 등으로) 상용직에 대한 보호와 수량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완충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실제로 이 기간 중 임시․일용직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층은 15～19세와 20～24세의 청년층이다. 결국
청년층의 고용안정성은 경제 확장기나 경제 침체기 모든 경우에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0～64세와 55～59세의 노년층은 1980년대 초반 가장 높은
임시․일용직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2012년 현재 60～64세는 15～19세와 더불
어 다른 연령집단과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능력개발과 관련하여 관리․전문직 비율은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
서 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1993년 모든 연령집단에서 관리․전문직
비율이 5～6% 정도 증가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19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으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분류를 비롯해 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분류코드의 입력방식이 바뀌어 발생한 것으로 해석상 주의
가 필요하다.
[그림 4] 연령집단별 관리․전문직 변화 추이(1983～2012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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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령집단별 중위임금 이하 비율 변화 추이(1983～2012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관리․전문직 비율의 증가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60～64세(8.6%)와 15～19세(7.7%)의 관리․전문직
비율은 2012년 현재 10% 미만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
인 수준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보장성과 관련하여 중위임금 50% 이하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소득보장성 수준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64세
의 상대 빈곤율은 1983년 당시 5.2%였으나 2012년 27.9%로 크게 증가하였으
며 55～59세 역시 같은 기간 5.5%에서 17.7%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15～19
세는 상대 빈곤율이 1983년에도 33.2%로 가장 높았고 2012년에도 34.6%로 가
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24세 역시 1983년 당시 12.8%로 2～5%
수준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상대 빈곤율을 보여주었으며 2012년 17.5%로
네 번째로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결과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
로 했을 때 상대 빈곤율이 20% 이상에 달하는 것과는 달리 장기 시계열 분석을
위해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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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령집단별 장시간 노동 비율 변화 추이(1983～2012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마지막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주당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율의 변화
를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연령집단 간의 격차
역시 크게 감소하여 수렴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5～19세
는 1983년 장시간 노동 비율이 75.8%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나 2012년 20.5%
로 크게 감소하였다. 두 번째로 높았던 20～24세 역시 같은 기간 65.3%에서
16.4%로 줄어들었다.
노년층은 이 같은 수렴 현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 30년 동안 장시
간 노동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집단에서 가장 높은 집단으로 탈바꿈하였다. 1983
년 55～59세 46.4%, 60～64세 43.7%로 장시간 노동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
었으나 2012년 각각 20.1%와 21.2%로 15～19세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 역시 중위임금 50% 이하 비율과 마찬가지로 1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노
동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
으로 한 결과보다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났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명확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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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차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INDSCAL을 통해 30년간 매년 자료 결과들의 개별 유사성 행
렬들에 대해 공간 차원에 대한 통시적인 도면(공통자극공간)과 개별 연도별로
각 차원에 대해 가지는 가중치에 대한 도면(가중치공간)을 도출하여 연령집단
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7] 공통자극공간

<표 1> 공통자극공간의 좌표값과 합치도
연령집단

좌표값

15～19세
20～24세

X
-2.158
-0.101

Y
-2.370
-0.906

25～29세
30～34세
35～39세

1.004
1.048
0.828

-0.402
-0.114
0.102

40～44세
45～49세
50～54세

0.633
0.420
0.106

0.295
0.472
0.664

55～59세
60～64세

-0.461
-1.319

0.930
1.329

차원

S-stress

합치도
Improvement

0

0.152

1

0.152

2

0.146

0.006

3

0.144

0.002

4

0.142

0.002

5

0.141

0.001

6

0.14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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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공통자극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개별 연도를 사례(case)로
30년간 개별 자료들의 연령집단별 공간 위치를 포괄하여 각 연령집단이 좌표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여준다. 좌측 상단의 극단에는 60～64세가 위치해
있으며 같은 좌표공간에 55～59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좌측 하단의 극단에
는 15～19세가 위치해 있으며 같은 좌표공간에 비교적 큰 거리 차이로 20～24
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공간 좌표에 대한 해석은 공간 좌표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인 다섯 가지
고용의 질과 관련된 성분 값의 위치를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8]은 각
구성 요소별로 공간좌표에 대한 방향(vector)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공간상 좌표에 대한 벡터 산출을 위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고
용의 질에 대한 다섯 가지 구성 성분의 평정치이며 독립변수는 INDSCAL에서
사용된 각 공간 좌표값들이 된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표준화된 회귀
계수값은 각 차원의 좌표값의 기울기로 각 구성 성분별로 좌표 공간상의 방향
(vector)을 계산할 때 활용되며 좌표에 제시한 방향벡터의 길이는 중다회귀분석
2

에서 산출된 결정계수값(R )과 비례하여 해당 공간좌표에서 미치는 영향을 표
시할 수 있다.
[그림 8] 변수별 좌표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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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을 통해 각 공간좌표의 특성을 해석해 보면, 좌측 상단은 임시․일용
직 비율의 방향과 일치하며 가장 길게 표현되어 있어 설명력이 가장 크다는 점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좌측 하단은 중위임금 이하 비율과 장시간 노동 비율의
방향과 일치하며 해당 공간 좌표에 대한 설명력은 중위임금 이하 비율이 더 크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편인 우측 상단은 고용률의 방향과 일치하며
해당 좌표에서의 설명력이 임시․일용직 비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은 전문․관리직 비율의 방향과 일치하며 설명력은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공통자극공간에서 연령집단별로 좌표상에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
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좌측은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내
는데 촤측 상단은 고용불안정을, 좌측 하단은 소득보장성을 표시하고 있다. 반
대로 우측은 고용의 질이 좋은 것을 표시하는데 우측 상단은 고용기회를, 우측
하단은 능력개발을 나타낸다. [그림 8]을 통해 [그림 7]의 연령집단별 공통자극
공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노년층은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어 불안정한 고용상
태를 대변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좌측 하단에 위치해 있어 소득보장성을 대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중년층(35～55세)은 높은 고용기회를 대변하고
있으며 청년층과 중년층의 경계에 위치한 25～34세는 능력개발을 대변하는 공
간좌표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가중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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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중치 공간의 좌표값과 각 매트릭스별 합치도
좌표값

Stress

RSQ

0.780

0.126

0.934

0.752

0.650

0.105

0.957

1985

0.684

0.720

0.122

0.944

1986

0.793

0.591

0.125

0.946

1987

0.663

0.726

0.145

0.919

1988

0.770

0.618

0.111

0.951

1989

0.857

0.490

0.102

0.959

1990

0.890

0.409

0.083

0.973

1991

0.919

0.322

0.088

0.974

1992

0.908

0.362

0.099

0.965

1993

0.928

0.301

0.113

0.954

1994

0.930

0.276

0.123

0.943

1995

0.925

0.272

0.136

0.933

1996

0.953

0.216

0.129

0.943

1997

0.950

0.214

0.127

0.943

1998

0.964

0.177

0.138

0.932

1999

0.959

0.188

0.128

0.942

2000

0.981

0.118

0.124

0.950

2001

0.979

0.076

0.133

0.949

2002

0.979

0.075

0.130

0.947

2003

0.969

0.056

0.154

0.931

2004

0.975

0.065

0.144

0.939

2005

0.974

0.095

0.123

0.958

2006

0.983

0.101

0.127

0.946

2007

0.987

0.076

0.135

0.940

2008

0.964

0.138

0.121

0.952

2009

0.952

0.188

0.114

0.956

2010

0.923

0.266

0.109

0.960

2011

0.951

0.183

0.114

0.955

2012

0.962

0.165

0.100

0.967

평균

-

-

0.122

0.949

X

Y

1983

0.605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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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0년 동안의 통시적인 결과를 확인했다면 이제 개별자극공간, 곧
개별적인 연도별로 좌표상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통자극공간
에 대해서 각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각 연도별 공간좌표가 제시될 수
있다. [그림 9]는 X축과 Y축에 대한 각 연도별 가중치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
이다.
이것은 각 연도별로 좌표상 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
능하게 한다. 만약 연령집단의 공간좌표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루어진다
면, 이것은 고용의 질의 개선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 비율이나 중위임금
50% 이하의 비율,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의 질이 낮은 부(-)의
관계를, 고용률과 관리․전문직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의 질이 높은 정(+)의 관
계를 의미하므로 정(+)의 관계를 보이는 속성요인들의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의 이동은 고용의 질에 있어서 악화를 의미하게 된다.
30년간의 변화 추이와 관련하여 30년 개별연도별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그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여기에서는 10년 주기로 1983년과
1997년, 그리고 2012년의 결과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10] 개인자극공간(1983, 1997,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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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을 좌우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 극단점인 15～19세와 30～34
세는 1983년보다 2012년에 더 벌어져 있다. 특히 다른 연령집단이 점차적으로
공간좌표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데 비해서 15～19세와 60～64세는 더
좌측(←)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의 질이 악화
되는 방향으로 이동한 데 비해서 다른 연령집단은 고용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
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상하관계를 살펴보면, 상하(↕) 간격은 매우 급격하게 좁혀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노년층과 청년층의 사회적 거리가 매우 좁혀졌다
는 것이다. 두 집단의 동질성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는 무관한 것이다.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었다는 사실은 그대로이다. 다만, 두
집단이 한쪽은 고용불안정을, 다른 한쪽은 낮은 소득을 대변하였으나 그러한
속성을 대변하는 정도가 서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해졌다는 것이다.
연령집단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노년층의 경우 55～59세는 좌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의 공간좌표 이동이 두드러져 소득보장성(중위임금
50% 이하)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용불안정(임시․일용직 비율)이 다
소 증가한 상태에서 다른 연령집단과의 이질성은 그대로인 데 반해 20대 초반
과의 동질성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0～64세 역시 소득보장성(중위임금 50% 이하)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
며 고용불안정(임시․일용직 비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연령집단의 이질성
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15～19세와의 동질성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5～19세는 소득보장성(중위임금 50% 이하)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
(임시․일용직 비율)이 증가하여 노년층과의 동질성이 강화되었으며 노년층 이
외에 다른 연령집단과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24
세의 경향도 10대 후반과 유사하게 고용불안정(임시․일용직 비율)이 증가하여
노년층과의 동질성이 강화되었으며 노년층 이외에 다른 연령집단과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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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 토론과 연구함의

이 글에서는 연령구조와 취업구조의 관련성을 고용의 질이라는 맥락에서 지
난 30년간(1983～2012)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인차 다차원척도법
(INDSCAL)으로 분석해본 결과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두 연령집단
간의 동질성은 강화되고 두 집단과 다른 연령집단과의 이질성은 강화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한국 사회의 연령구조는 고용의 질 측면에서 연령 통합적 구조로 이행하고
있다기보다는 보다 연령 분절적 구조로 이행하고 있으며 연령계층화가 가속화
되어 구조적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규모 면에서 청년
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상대적인 차이일 뿐 두 연령집단 모두 고용의
측면에서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적 측면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에게 있어서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특히 고용불안정과 소득보장성이 악화되어 청년 및 노년층에 대
한 고용정책의 방향이 고용률 등으로 대변되는 단순히 일자리 확대보다는 괜찮
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층과 관련하여 55세를 전후로 다른 연령집단과의 이질성이 크게 확대되
었으며 60～64세 연령집단의 경우 15～19세 연령집단과 매우 유사한 취약집단
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50대 중반이라는 사
실과 관련이 있으며 이 연구 결과는 정년연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문직 비중이 크게 증
가하였으나 55세 이상의 연령집단과 15～19세 연령집단은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문직 진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여 정년연장이나 은퇴 이후 괜
찮은 일자리로의 유지 혹은 전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층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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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중 전문적인 경력을 갖춘 중견인력이 많지 않으며 따라서 직업훈련을 통
한 재취업 지원사업이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이나 산업현장교수단, 중견인력 재취업지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사업 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층 혹은 청소년층(15～19세)은 고학력화로 인해 대부분이 학업 중에 있
으며 저출산에 따라 인구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 규
모는 1980년 100만 명에서 2013년 2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정책대상의 감소
로 고용정책에 있어서 중요도가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의 질
은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해 이상치(outlier)로 보일 만큼 열악한 수준을 보여주
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정책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
대상이며, 이 정책대상에 대해서 단기적인 실적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대 청년층과 관련하여 청년층 일자리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해 일정 정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의 고학
력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고학력화와 관련하여 노동공급 측
면에서 고학력화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직업군의 경우 대학
원 이상 학력자의 노동시장으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으며 대학원 이상의 교육
수익률을 높여 대졸 노동시장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고졸 노동시
장의 부활 역시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대졸 노동시장의 포화 문제와 하향취업
등 불일치(mismatch)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청년층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정책 측면에서 취업준비생에 대한 고
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년층에게 가장 익숙한 취업준비는 대입준비 같
이 시험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방식이며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입시경쟁의 병폐가
취업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에 청년취업 컨설팅 학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월 100만 원이 넘는 기숙학원이 모델로
도입되고 있다. 대학생 역시 취업을 위해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 집단 역시 잠재적 취업준비생이라는 관점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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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탐색적인 수준에서 연령집단별로 지난 30년간 고용의 질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얻는 데 기여
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
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연령 통합적 구조가 연령
분절적 구조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둘째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
섯 가지 지표만으로 고용의 질 여부를 진단하여 고용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측
면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는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
고 있으나 대상 집단인 청년과 노인은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 시기로 근본적으
로 고용의 질이 낮은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한계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연령계층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하는 연구를 후속연구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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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연령집단별 고용률(1983~2012년)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전체

1983 19.40 54.80 58.70 69.20 73.10 76.50 75.00 69.80 60.80 46.04 55.30
1984 16.60 52.90 58.80 67.30 72.30 74.20 73.20 67.50 58.90 44.44 53.70
1985 15.60 52.80 59.80 68.30 73.20 75.00 74.60 68.20 59.90 45.89 54.30
1986 15.10 54.50 60.00 69.70 73.80 76.00 74.80 69.80 58.90 47.23 54.90
1987 15.90 55.90 62.10 70.30 76.00 76.60 76.30 71.20 61.00 50.20 56.50
1988 13.80 56.60 62.50 71.70 76.00 77.50 77.20 72.90 62.60 51.50 57.00
1989 13.80 58.20 64.30 72.50 76.10 77.60 77.60 74.30 66.40 51.80 58.00
1990 13.20 58.90 64.70 72.60 76.70 77.30 78.40 74.50 68.00 53.40 58.60
1991 13.40 59.10 65.50 72.70 77.50 77.70 77.50 74.40 67.70 52.20 59.10
1992 12.90 58.30 65.40 71.80 76.80 77.90 77.40 75.10 67.50 54.80 59.40
1993 12.10 56.20 64.90 71.40 77.20 78.60 77.10 73.60 67.40 53.50 59.10
1994 11.90 58.00 65.40 72.20 77.30 79.30 77.20 74.40 67.70 56.40 60.10
1995 11.00 59.30 67.00 71.90 77.50 80.50 77.30 74.30 67.80 58.00 60.60
1996 10.30 59.40 67.50 72.60 77.90 80.60 78.10 74.00 67.60 57.90 60.80
1997

9.70 58.30 68.20 73.00 77.70 80.50 77.60 73.90 68.20 58.40 60.90

1998

8.30 50.00 62.90 68.40 73.40 75.30 73.70 69.50 63.00 53.70 56.40

1999

9.00 50.60 62.60 68.30 73.80 74.90 74.20 69.20 62.60 53.30 56.70

2000 10.30 52.00 66.10 69.70 75.30 76.70 76.10 70.20 62.20 53.00 58.50
2001 10.10 52.00 66.70 69.80 75.50 76.60 76.50 70.30 62.50 53.70 59.00
2002

9.40 53.60 67.70 70.20 75.90 77.40 77.40 71.80 63.70 55.00 60.00

2003

8.60 51.80 67.50 70.20 75.20 77.90 75.70 71.30 63.20 51.80 59.30

2004

8.40 52.50 68.50 70.00 75.30 78.50 75.90 71.40 63.40 52.70 59.80

2005

8.00 51.60 68.90 69.60 75.10 78.30 75.90 72.10 63.10 53.40 59.70

2006

6.70 49.20 68.50 70.70 75.60 78.40 77.00 72.60 63.20 54.50 59.70

2007

6.60 48.00 68.40 70.60 74.90 79.00 77.60 73.00 65.20 55.00 59.80

2008

5.90 45.50 68.50 70.70 74.80 78.70 78.10 73.90 65.90 54.10 59.50

2009

5.40 44.60 67.50 69.50 72.90 78.00 77.30 73.70 65.60 53.80 58.60

2010

6.10 44.30 68.20 70.60 73.20 78.00 77.70 74.20 66.50 53.70 58.70

2011

6.80 43.50 69.70 71.00 73.30 78.40 78.40 74.70 67.40 55.10 59.10

2012

7.00 44.50 69.20 72.20 73.20 77.70 79.00 75.40 68.10 56.10 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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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연령집단별 임시‧일용직 비율(1983~2012년)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전체

1983 34.24 26.16 24.73 26.45 30.79 36.10 41.17 45.47 55.46 70.00 31.44
1984 46.26 34.49 28.38 30.25 32.90 40.31 44.11 45.11 55.32 67.33 36.12
1985 45.55 34.55 29.58 30.75 34.34 39.23 42.55 46.04 56.50 65.58 36.47
1986 69.06 49.01 39.64 37.28 41.20 46.92 47.64 50.26 63.97 72.53 46.15
1987 63.45 47.08 38.46 36.26 41.36 44.27 48.26 53.00 65.05 74.64 45.05
1988 59.31 45.88 36.44 35.59 41.63 42.51 48.50 52.23 63.18 73.22 43.73
1989 59.15 44.94 37.56 37.64 40.79 43.19 48.06 52.55 59.23 74.70 44.04
1990 59.11 45.28 36.98 38.95 42.02 43.42 48.08 52.70 59.60 74.37 44.53
1991 58.60 42.66 35.42 37.68 42.13 43.65 45.87 51.29 58.73 71.09 43.05
1992 56.96 42.80 32.82 34.84 38.24 42.10 43.25 48.75 55.84 70.73 40.99
1993 56.55 41.96 31.15 32.21 38.62 41.17 42.36 45.49 53.89 65.84 39.55
1994 59.63 43.36 32.46 32.66 39.09 42.94 43.05 45.17 53.04 63.29 40.42
1995 57.40 43.92 32.74 32.10 38.35 42.44 42.24 46.86 53.05 63.39 40.30
1996 60.38 45.55 34.27 34.00 40.09 43.34 42.45 47.60 54.16 64.02 41.71
1997 65.34 48.53 36.41 37.23 43.53 44.89 44.28 47.36 54.28 65.66 44.04
1998 70.44 52.75 40.33 37.61 41.58 43.18 45.99 46.54 58.18 66.24 45.03
1999 82.87 59.30 46.15 42.15 45.35 47.14 48.55 50.62 61.72 73.91 49.86
2000 81.20 60.85 45.05 42.69 46.00 48.23 50.58 53.52 63.79 75.79 50.67
2001 79.39 58.13 42.77 41.41 45.19 47.85 50.36 53.97 60.50 75.90 49.34
2002 83.26 59.66 42.41 41.82 45.96 49.79 51.20 54.42 59.97 75.77 50.12
2003 82.51 56.67 40.07 38.04 42.91 47.10 50.75 54.08 62.48 78.23 47.99
2004 82.65 56.63 39.06 36.88 42.42 46.66 50.03 51.57 57.29 75.34 46.90
2005 85.26 56.73 37.66 36.74 41.58 45.44 48.15 50.63 58.08 72.64 45.95
2006 88.97 55.64 37.36 34.42 41.01 45.84 48.37 50.89 56.83 70.30 45.22
2007 87.98 53.65 33.84 33.12 38.18 44.84 47.93 50.17 55.59 69.99 43.61
2008 88.78 55.26 31.64 30.66 36.39 41.89 46.45 47.83 54.18 67.24 41.70
2009 91.38 55.28 32.12 27.50 33.88 39.52 44.04 45.07 52.28 66.20 39.95
2010 85.77 53.71 30.16 25.10 31.18 36.63 40.48 44.08 48.82 60.87 37.60
2011 87.22 52.94 27.72 23.86 27.39 33.45 37.51 43.98 45.55 59.74 35.53
2012 84.84 51.21 26.76 22.05 25.01 30.17 36.29 41.51 44.83 60.59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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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연령집단별 전문‧관리직 비율(1983~2012년)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전체

1983

0.80

3.99

5.18

6.17

5.63

4.89

4.99

4.66

5.13

3.04

4.82

1984

0.85

3.97

5.52

6.04

5.73

6.32

5.84

5.46

6.35

5.02

5.36

1985

2.32

7.81

8.50

7.87

7.74

7.47

6.88

6.58

6.52

5.47

7.28

1986

2.42

8.48

9.20

8.14

7.20

6.97

7.47

6.88

6.39

5.20

7.47

1987

2.63

8.97

9.24

8.42

7.21

7.24

6.89

6.86

6.59

5.33

7.56

1988

2.39

9.30

9.98

8.25

7.14

7.61

7.19

6.77

6.32

5.66

7.75

1989

3.54 10.47 10.84

8.35

7.08

7.68

7.77

6.40

7.56

5.29

8.14

1990

4.49 11.71 12.38

8.36

6.90

7.62

8.02

6.61

7.08

5.59

8.51

1991

4.01 12.63 13.33

9.01

7.37

7.97

8.39

7.42

6.79

6.95

9.20

1992

4.09 13.25 13.95 10.32

8.83

8.66

9.14

8.24

6.63

6.99

9.98

1993

5.08 16.16 20.78 16.58 14.97 15.07 14.41 12.66 11.60

8.86 15.28

1994

4.53 15.92 20.75 17.99 15.60 14.70 15.55 13.48 11.31

9.14 15.68

1995

3.51 16.13 22.83 19.56 16.36 15.23 15.21 13.83 11.07 10.10 16.44

1996

3.84 15.80 23.70 20.97 17.20 16.08 15.14 14.20 10.76 10.38 17.01

1997

4.49 16.25 25.03 22.03 17.82 16.16 15.38 14.61 11.26

1998

3.74 18.58 26.30 22.77 20.09 18.75 15.36 15.95 12.53 10.04 19.01

1999

4.12 17.99 26.57 23.77 21.25 19.68 16.84 15.97 11.89

8.90 19.50

2000

5.51 19.63 26.66 23.00 20.05 18.87 16.19 15.60 10.67

7.95 18.99

2001

7.41 20.17 27.65 24.77 20.35 18.13 16.24 14.70 11.52

9.09 19.39

2002

6.26 21.45 29.35 24.83 20.90 17.32 16.40 14.66 12.13

9.15 19.64

2003

9.73 23.53 29.94 27.79 22.17 19.42 15.87 13.28 12.08

7.82 20.57

2004

9.88

17.60

9.63 22.38 30.70 29.04 23.17 20.08 16.93 14.18 12.51

8.16 21.19

2005 11.86 21.93 30.19 29.98 24.37 20.76 17.69 14.91 12.86

7.96 21.57

2006

6.84 24.68 31.51 30.99 25.55 21.85 18.33 15.09 12.57

7.95 22.31

2007

5.18 23.68 33.08 31.32 26.97 22.92 18.86 15.66 13.23

8.04 22.88

2008

6.11 24.86 32.86 31.95 27.47 23.60 18.44 15.88 13.31

9.02 23.10

2009

5.66 24.76 32.11 30.93 25.83 21.57 17.81 14.56 12.28

7.95 21.79

2010

6.60 26.42 31.24 31.45 28.16 23.10 18.65 14.08 12.07

8.67 22.30

2011

5.97 26.47 32.08 30.78 28.01 23.35 19.68 13.59 12.08

9.60 22.25

2012

7.66 25.12 32.58 30.11 28.54 23.86 19.75 14.44 12.62

8.6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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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연령집단별 중위임금 50% 이하 비율(1983~2012년)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전체

1983 33.19 12.77

2.49

2.09

3.29

4.38

5.08

5.59

5.52

5.17

9.04

1984 33.43 12.75

2.94

2.25

3.25

4.83

4.77

5.19

7.20

7.27

9.02

1985 34.95 12.47

2.64

2.39

3.54

4.63

5.82

5.74

6.34

7.18

8.59

1986 33.17 11.97

2.58

2.09

3.20

4.48

5.33

6.44

6.51

6.76

7.73

1987 27.83

9.39

2.18

1.97

2.98

4.21

4.61

5.69

6.43

6.64

6.64

1988 25.75

8.46

2.59

2.58

3.54

4.63

5.22

5.75

7.42 11.89

6.42

1989 28.17

9.41

2.83

2.63

4.05

5.13

5.74

7.79

9.51 12.29

6.67

1990 31.52

9.11

2.54

2.55

4.14

5.27

5.93

7.10

9.05 12.23

6.63

1991 27.63

8.90

2.67

2.78

3.88

4.38

5.02

6.26

8.42 15.58

6.11

1992 26.05

7.18

1.65

1.45

2.44

3.38

4.04

4.88

6.00 10.14

4.55

1993 38.28 15.80

3.66

3.21

5.07

7.22

7.80

9.18 11.20 19.01

8.45

1994 37.17 15.29

3.65

3.13

5.17

6.93

7.34 10.12 12.58 20.14

8.28

1995 35.93 14.04

3.50

2.99

4.77

6.91

8.30

9.54 13.19 18.89

7.93

1996 26.34 11.15

3.19

2.88

4.54

5.89

7.37

8.45 13.64 20.83

6.81

1997 31.08 11.75

3.25

3.05

4.60

7.02

7.53

9.09 14.01 20.26

7.09

1998 33.76 14.61

3.97

3.07

5.00

6.55

8.43 10.51 16.24 23.10

7.67

1999 40.00 15.81

5.24

2.98

4.97

7.45

9.49 10.98 18.05 22.25

8.30

2000 42.28 22.07

6.66

4.27

5.86

8.33

9.88 13.12 21.99 30.92 10.23

2001 34.34 22.73

7.56

4.16

5.31

8.49

9.90 13.63 26.08 40.02 10.51

2002 35.91 21.92

7.31

4.66

6.80

9.65 11.37 14.70 25.68 42.18 11.27

2003 36.01 21.08

7.59

5.22

6.99

9.90 12.09 15.72 24.08 42.33 11.57

2004 34.86 21.19

7.86

5.29

6.78

9.48 11.56 15.20 23.30 42.10 11.44

2005 33.23 22.46

8.78

5.77

7.66 10.62 11.69 15.97 25.82 43.32 12.18

2006 32.52 25.35 11.74

8.12

9.20 11.96 14.45 16.95 28.71 46.48 13.98

2007 39.76 28.07 13.27

8.59 10.86 13.31 15.04 17.82 27.38 46.43 15.07

2008 37.05 19.93

8.12

4.97

6.91

9.43 11.62 14.27 19.47 27.34 10.13

2009 42.09 19.90

7.94

5.21

7.14

9.09 11.34 13.33 18.44 24.72

2010 57.13 20.69

7.80

5.19

6.78

9.43 11.48 13.90 17.34 25.02 10.13

2011 38.50 17.60

7.31

5.26

7.04

9.52 11.64 13.96 19.41 27.82 10.48

2012 34.58 17.54

7.13

5.33

6.49

8.85 10.99 13.17 17.74 27.90 10.02

9.96

고용의 질: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에 대한 탐색(1983~2012)(유홍준· 김기헌· 오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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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연령집단별 주당 50 시간 이상 노동 비율( 1983~2012년)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전체

1983 75.84 65.27 55.73 55.82 56.76 56.66 55.72 50.33 46.42 43.70 60.35
1984 75.01 65.39 56.23 55.45 55.04 56.34 55.44 51.77 48.25 43.31 60.03
1985 69.76 58.10 48.96 47.83 48.40 48.62 46.97 42.86 41.23 28.29 52.31
1986 70.22 58.79 48.85 47.34 48.86 48.69 47.21 42.14 39.23 30.20 51.99
1987 73.11 60.45 49.07 46.70 48.78 47.25 45.80 40.38 34.01 21.09 52.21
1988 66.52 55.98 45.76 43.66 45.03 46.05 45.55 39.80 31.43 27.55 48.67
1989 56.53 48.03 41.08 40.85 42.78 42.77 43.55 40.49 30.81 28.06 43.66
1990 50.16 41.27 35.55 36.81 40.24 42.16 43.54 43.22 37.34 30.11 39.87
1991 41.52 30.93 28.16 29.90 33.21 36.56 39.24 38.79 35.54 27.62 32.67
1992 40.39 32.74 31.67 34.39 36.26 40.40 41.77 42.43 38.65 30.88 35.80
1993 45.68 35.98 37.26 39.19 41.84 44.06 44.42 45.11 42.60 32.89 40.26
1994 42.37 34.33 33.98 35.09 37.43 40.94 42.16 41.79 40.39 32.60 37.13
1995 40.22 33.67 31.40 32.62 36.78 40.04 43.06 43.80 44.07 39.05 36.31
1996 36.93 27.39 25.29 26.86 29.92 32.21 36.89 38.36 39.47 37.48 30.14
1997 36.95 25.87 22.58 23.86 27.49 29.84 34.08 34.92 38.77 40.53 27.92
1998 33.95 23.91 19.75 20.82 23.71 26.38 30.47 31.71 35.54 34.52 24.71
1999 40.82 28.21 25.26 27.13 28.89 31.38 35.34 37.18 36.77 31.85 29.64
2000 36.04 25.55 22.92 24.97 27.37 28.92 33.75 35.37 34.56 34.30 27.64
2001 31.23 23.67 19.58 21.47 24.37 26.63 31.43 34.92 37.58 39.47 25.35
2002 37.99 26.81 21.66 22.50 25.84 29.40 32.20 36.62 38.67 46.92 27.40
2003 34.08 25.33 20.26 22.34 24.87 28.23 31.50 34.76 37.99 42.30 26.47
2004 35.60 29.78 24.44 25.39 28.59 31.34 33.76 36.79 38.86 43.33 29.79
2005 27.71 25.01 21.21 21.19 23.76 27.10 30.02 32.03 34.36 41.61 25.63
2006 28.39 23.92 19.09 20.43 22.13 24.28 26.54 28.50 29.38 35.55 23.24
2007 32.20 22.21 16.52 15.07 17.17 20.20 22.03 24.32 28.13 33.82 19.42
2008 24.36 19.47 15.17 14.85 17.26 19.37 21.61 22.12 24.48 28.51 18.29
2009 21.76 21.21 17.08 16.42 17.32 20.04 22.20 23.25 24.45 29.58 19.40
2010 14.72 18.83 16.76 16.56 17.68 20.52 23.29 23.28 24.45 27.19 19.51
2011 19.85 18.49 15.85 16.13 16.50 18.41 21.08 22.52 22.61 25.81 18.54
2012 20.54 16.38 13.67 13.38 13.27 15.08 17.78 19.73 20.05 21.24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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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of Work : Exploring Age Stratification and
Structural Lag from 1983 through 2012
Hong Joon Yoo․Ki Hun Kim․Byeongdon Oh
Exploring the changes in occupational qualities of different age groups
for the recent three decades, this study estimates the process of age
stratification in South Korea. First, the occupational qualities of the ten
age groups between fifteen and sixty-five year olds are evaluated by
five variables: Employment-population ratio, temporary employment ratio,
professional and administrative employment ratio, ratio of employment
underpaid by 50% of the median wage, and ratio of employment
over-working more than 50 hours a week. Furthermore, through a novel
statistical application of multidimensional scaling, we follow the temporal
variation in occupational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of the different
age groups from 1983 to 2012.
According to the analysis, we discover the continuous tendency that
the quality of work of the youth and the elderly have been aggravated
over time. The occupational stability for the former has decreased, and
the income discrimination against the latter has increased. Consequently,
the occupational conditions of the youth and the elderly have become
more homogeneous but the occupational conditions of the two age
groups and the other age groups have become more heterogeneou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occupational structure has been shifting
from the age integrated structure to age differentiated structure in a
relative sense. Furthermore, it is implied that social problems related to
the structural lag between age structure and occupational structure could
emerge in the Korean society.
Keywords : quality of work, decent work, age stratification, structural lag,
multi-dimensional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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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

서 정 희**
백 승 호***

본 연구는 사회보험의 대상포괄성이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
들의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의 법조항들을 분석하여 법
적 적용제외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2003년부터 2012
년까지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추
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이후로 사회보험의 확
대과정에서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는 상당수 축소되고 있다. 사각지대 축소의
규모는 국민연금 19%포인트, 국민건강보험 14%포인트, 고용보험 15%포인트,
산재보험 13% 포인트였다. 둘째,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상당
하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13∼14% 수준의 임금근로
자가 여전히 사회보험 직장가입의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법적 사각지
대 규모가 크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나면 법적 사각지대가 4% 수준의 규모이고,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사각지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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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산재보험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는 2012년 현재 0.44% 수준으로 대부
분의 임금근로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사회보험법, 임금근로자, 사각지대, 법적 적용범위, 적용제외, 비정규직,
고용형태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은 196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강제가입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이래로 적용대상을 지속
적으로 확대하여 왔다.1)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행 4대 사회보험법은 모두 1
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행연구들
은 이 규정을 근거로 4대 사회보험법의 대상포괄성이 법제도적으로는 보편적
적용에 가까운 형태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구인회ㆍ백학영, 2008 : 178~179;
배지영ㆍ홍백의, 2012 : 214; 이병희, 2012; 김진욱, 2010 : 71; 윤정향, 2005 :
124).2)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보수적으로 측정해
1) 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어 1964.1.1.부터 시행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 중 광업 및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두 업
종의 500인 이상 사업장을 강제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제정된「의료보험
법」(1963.12.16. 법률 제1623호로 제정되어 1964.3.17.부터 시행된 것)은 적용대상이 임
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에 위배된다.「의료
보험법」에서 강제가입 원칙을 규정한 것은 1970년 의료보험법(1970.8.7. 법률 제2228호
로 전부개정되어 1970.8.7. 시행된 것)이지만, 동법 시행령이 1977년에 이르러서야 전부
개정 되고 시행됨으로써 실질적 의료보험 제도의 시작은 1977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최초의 사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기존 연구들은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사회보험의 외형상 보편주의”(김진욱, 2010 :
71), “법제도적으로는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배지영ㆍ홍백의, 2012 : 214)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적용대상에 제외된 집단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구인회ㆍ백학영, 2008 :
176)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로 거의 모든 사업장까지 법적
으로 확대”(윤정향, 2005 : 124)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은 것은 “법과 제도의 적용제외 문제라기보다 적용과정의 실패”(윤정향,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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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6.6~71.1% 수준에 그친다(통계청, 2013).3) 이를 사각지대 개념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이 아닌 사각지대는
사회보험별로 대략 28.9~33.4%에 이른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셈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회피나 행정력의 부재만으로 설
명하기에는 그 비율이 너무 높다. 따라서 법ㆍ제도적으로 사회보험이 모든 임
금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다는 기본전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회보험법의 확대 방향은 주로 사업장 규모 면에서였다. 고용형태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
지대는 노동시장 요인 중 사업장 규모 면에서는 축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
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규모는 노동시장 요인 중 고용형태 측면에서는 축소되
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노동시장
은 비전형 고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Eichhorst
et al., 2012). 시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 파견제 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의 고용
형태와 임시직, 일용직 등의 종사상 지위는 비정규 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지위로 귀결된다. 사회보험이 표준적 형태의 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
에 이러한 비전형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섭되
기 어렵다. 그러므로 비전형 고용의 증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확대할 가
능성이 있다(Häusermann et al.,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 사회보험의 확대와 축소
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제도가 완비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의 전제가 올바른가? 현재의
사회보험 제도가 법적 측면에서 모든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
는가를 검증할 것이다. 둘째, 실제 임금근로자 대비 4대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
각지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법적 측면에서 배제된 임금근로자 규모가 실제
로 어느 정도인지 추정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변화가
124)로 평가하기도 한다.
3) 정부기관이 추정하는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은 2013년 12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국
민연금 68.4%, 건강보험 71.1%, 고용보험 66.6%이다(통계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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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사각지대 규모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변화가 실제
로 사각지대의 확대에 기여했는지 추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
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서
술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자 규정을 살펴봄
으로써 최근 10년간의 4대 사회보험법 규정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
토한다. 제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을 근거로 각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임
금근로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추계하여 실제 법적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임
금근로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Ⅱ. 분석틀

1. 사각지대 개념
사각지대4)는 적용범위(coverage)의 역의 개념에 해당한다. 사각지대가 넓다
는 것은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적격성을 갖춘 인구를 제도로 포섭하고 있지 못
하다는 의미이며, 사각지대가 좁다는 것은 적용범위가 넓어서 해당 인구를 제
도로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범위는 법적 적용범위와 실질
적용범위로 구분된다(ILO, 2010: 22). 법적 적용범위(legal coverage or statutory
coverage)는 특정인구 집단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에서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실질적 적용범위(effective coverage)는 법
적인 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ILO,
2010: 22). 이들 두 가지 적용범위(coverage) 개념은 접근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의 종류나 수(scope), 사회보장 제도에 포괄되는 인구규모(extent), 사회보장 급
여의 수준(level)이라고 하는 최소한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되는 다차원적 개념이
4) ILO나 OECD 등에서 사각지대는 사회적 보호나 사회보장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김원섭, 201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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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LO, 2010 : 22).
본 연구는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적용범위의 요
소 중 인구규모(extent)에 한정하여 논의할 것이다. 인구규모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적용범위 개념의 측정방식은 서로 다르다(ILO, 2010 : 22~23). 법적 적용
범위는 법적용을 받는 인구집단의 규모로 측정되지만, 실질 적용범위는 사회보
험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나 실제로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 있
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다. 실질 적용범위는 수급률(take-up rates)이나 참여율
(participation rate)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급률은 법적 적격성을 갖춘 인구 중
에서 특정 급여를 받는 개인 혹은 가구의 비율로 정의되고, 참여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인구 비율로 정의된다(Hernanz et al., 2004 : 7). 수급률은
법적 적격성을 갖춘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 여부를 따지
지 않는 참여율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수급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적
격 인구 규모가 참여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 규모보다 작기 때문이다.
실질 적용범위의 비율은 법 집행 당시의 행정적 문제나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 법적 적용범위 비율보다 낮다(ILO, 2010 : 22).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의 법적배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적용범위 개념에 기초하여 사각지대
를 분석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
를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5)
5) 기존 연구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 사각지대와 급여 사각지대로 구분하여 설명하
기도 한다. 대상 사각지대는 대상자 적격성이 협소하여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 사각지대는 급여가 불충분하여 실제 급여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ILO(2010)의 적용범위 개념으로 설명하면
대상 사각지대는 적용범위의 ‘규모(extent)’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급여 사각지대는 적용범
위의 ‘수준(level)’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대상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급여 사각지대를 다루
고 있는 기존 연구들로는 의료보장에서의 급여 사각지대(신영전, 2010), 국민연금의 급여
사각지대(강성호, 2011), 고용보험의 급여 사각지대(방하남, 2010) 연구 등이 있다. 본 연
구는 임금근로자의 인적 적용범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문헌 검토 시 급여 사각
지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대상 사각지대 논의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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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식은 임금근로자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사회보험 가입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실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납부예외 혹은 미납 상태에 있을 때로 한정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접근법은 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다루는 연구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험료 납부시점(근로시점)에서 보험료를 납
부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강성호, 2011 : 90)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혹은
체납자, 미가입자를 사각지대로 규정하거나(강성호, 2011; 이병희, 2012; 구인
회ㆍ백학영, 2008; 정이환, 2007),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미가입을 사각지대로
규정한다(김수완, 2009; 김연명, 2010).6)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자를 사각지
대로 규정하거나(신영전, 2010; 이병희, 2012; 구인회ㆍ백학영, 2008; 정이환,
2007; 김연명, 2010),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미가입을 사각지대로 규정한다(김
수완, 2009; 김연명, 2010).7)
두 번째 방식은 임금근로자가 체납 혹은 미납 상태인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더 나아가 적용제외자인 경우까지 사회보험
의 사각지대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규정 방식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제기,
즉 지역가입자인 임금근로자는 본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부담해
야 한다는 문제제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 통계 역시 이러한 문제
의식을 수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직장가입자일 경우로 한정
하여 파악한다.8) 또한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지역가입
6) 각 연구마다 사각지대의 규모 추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구인회ㆍ백학영(2008)은 국민
연금의 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체납이나 미납이 없다고 전제하고, 지역
가입자 중 미가입, 납부예외, 미납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사각지대로 추정하여 2006년 기
준 지역가입자의 49.5%를 사각지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병희(2012)는 2010년 기준 26.5%
(체납자 포함 시 32.2%), 김연명(2010)은 2009년 기준 정규직 1.3%, 비정규직 54.4%,
강성호(2011)는 공적연금 적용대상 18~59세 인구 중 57.5%로 추정한다.
7)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추정치를 보면, 이병희(2012)는 2010년 기준 건강보험의 적용인구 중
6.5%, 구인회ㆍ백학영(2008)은 2006년 기준 6.5%, 김연명(2010)은 2009년 기준 정규직
0%, 비정규직 6.9%, 신영전(2010)은 2008년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의 25.4%, 전체 국민
의 8%로 제시한다. 특이한 점으로 상당수 연구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상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영전(2010)에 의하면 직장가입 사업장 중 체납 사업
장은 2008년 61,000개소에 달하며, 이들의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은 2,175억에 달한다. 체
납 사업장에 속한 직장가입자는 사각지대에 해당할 것이나, 정확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그 수를 알기는 어렵다.
8) 이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연명(2010)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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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험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임금근로자가
미가입 상태인 경우를 사각지대로 규정한다. 이러한 연구로는 이병희(2012), 정
이환(2007), 방하남(2010) 등이 있다.
사각지대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의 접근법 중 두 번째 방식, 즉 임금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까지 사각지대로 규정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 첫 번
째 방식처럼 가입 여부 혹은 체납만을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규정하게 되면 임
금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사회보험에 적용될 경우 사각지대가 아닌 것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불안
정한 고용지위를 근거로 직장가입자의 적용제외자가 되면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의 과중
함’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배지영ㆍ홍백의, 2012), 동일한 노동을 하는 근로자
간에 고용지위에 따라 보험료 부담액에 차이가 나는 비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다. 첫 번째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측정한 기존 연구들은 직장가입에서 적용제
외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
만 실제로 이들의 상당수는 미가입자나 납부예외자 혹은 미납자 상태로 있다
(권혁진, 2012 : 101; 이병희, 2012 : 66~67).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보험과 산업
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임금근로
자가 근로기준법과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고용형태나
특정 업종의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고 또 다른 고용형태나 또
다른 업종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배제되어 지역가입자 혹은 미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의
문제는 단순히 가입형태의 명목상 구분의 문제가 아니다. 임금근로자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보험료 절
반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분이 임금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이것이 실제 현실
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 되는 경우를 모두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로
규정한다.
모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질 가입률은 비정규직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거나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비율을 모두 합친 비율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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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다루는 두 가지 연구경향은 임금근로자의 지역가입을
사각지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ILO의 사각지대
개념 중 법적 적용범위보다는 실질 적용범위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두 접근법 모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임금근로자가
실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
근로자가 실제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것이 법에서의 배제 때문이라
면, 이들은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사각지대는 적격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서 법적 적용범위보다는 실질 적용범위 개념에 가깝고, 실질 적용범위 중에서
수급률보다는 참여율에 기초한 사각지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적격성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거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보다 엄밀하게 사회보험 참여
율)를 논의하고, 이를 근거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이
러한 방식은 사회보험의 법적 한계를 규명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
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제도적 배제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원인과 대안 모색은 일차
적으로 사회보험 제도 그 자체의 흠결 혹은 법적 적용범위의 완결성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각지대 개
념을 법적 적격성 여부가 기준인 법적 적용범위에 기초하여 분석할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4대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첫째,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 규정이 어떤 예외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규정들의 변화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 임
금근로자의 직장가입을 기준으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법적 사각지대 규정 분석을 토대로 실제 그러한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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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별
사각지대 규모가 임금근로자 대비 30~60%로 추계된다(이병희, 2012; 구인회ㆍ
백학영, 2008; 김진욱, 2010; 정성미, 2007). 본 연구는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중 법적 사각지
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 것이다.

Ⅲ. 4대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 적용대상 규정 분석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출발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삼았다가 현재에는 1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유급 경제활동에 종
사하는 인구 중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사회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주
가 부담하고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국민건강보험) 또는 사업장가
입자(국민연금) 또는 보험가입자(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가 된다.
직장가입자9)의 자격기준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다.
그러나 각 사회보험은 직장가입자의 예외 혹은 적용제외 기준을 두고 있다. 본
장에서는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자 규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
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2014년 현재 법 규정이 각 사회보험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각 규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논한다. 이를 토대로 2003년부
터 2012년까지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 적용대상 규정의 변화를 살펴본다. 본
장에서 기간을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한국노동패널 데이
터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9)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명칭은 사회보험별로 상이하다.
가입자의 종류는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으로 분류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한다.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
보험은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칭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종류에 의
한 명칭은 사업장 가입자(국민연금) 또는 직장가입자(국민건강보험) 또는 보험가입자(고용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본고에서는 각 법의 규정을 설명할 때는 법의 정의에 따라
용어를 언급하되, 통칭할 때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직장가입자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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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현재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 규정10)
가. 국민연금법
현행「국민연금법」11)은 가입자의 종류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
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하고(법 제7조), 이 중 사업장가입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제6호). 이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
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현행「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세 종류의 근로자를 열거하
고 있다.
첫째,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이다. 동 시행령은 “일용근
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2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12)
둘째,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일하는 근로자이다. 시행령은 “소재지가 일정하
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2호).
고용형태로 보면 호출근로나 가내근로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직업으로 보면
인력시장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건설 노동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10) 본 절은 서정희ㆍ이지수(2013 : 2~26)가 2013년 사회보험법을 분석한 것을 2014년 현행
사회보험법을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11) 2014.1.14. 법률 제12242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4.1.14.부터 시행된 것
12)「국민연금법」및 동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용
근로자와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국민
건강보험법」과「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정의하
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 제1호,「고용보험법」제2조 제6호).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는 다른 의미로 해석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적용제외 근로자 규정에서 “일용근로자
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있어서, 사회보험의 적용제외 기준은 타
법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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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
셋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이다.13) 시행령은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
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4호). 이 규정의 전단에 의
하면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이
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따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하는 단시간
근로자 중 ‘시간강사’와 ‘근로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넷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다. 후술하겠지만「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강제
가입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제외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국민연금법」에 의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되,
1개월 미만으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
사하는 근로자, 시간강사가 아닌 자와 본인이 사업장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자
중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만이 예외로 인정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
입자로 규정하고(법 제6조 제2항),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
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으로 정의한다(법 제3조 제1호). 그러나「국
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규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법 제6조 제2항 후
13) 단시간 근로자란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대법원
2011두22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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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외되는 사람으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4
호, 시행령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기준은「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 자
격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국
민연금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국민연금법」은 단시간 근로자 중 시간강사를
사업장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또한「국민건강보험법」은「국민연금법」을 비롯한 여타 사회보험법과는 달
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를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자 예외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수급자는「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기 때문에「국민건강보
험법」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국민건강보험법」에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와 비상
근 근로자,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소재지가 일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 외의 모든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가 된다.

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서(법 제
8조) 보험가입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로 규정하고(법 제2조 제1호),「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란 “「근
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법 제2조 제2호),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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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
그러나「고용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되, 모든 사업 중
일부 사업과 모든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를 적용제외로 규정한다. 적용제외 사
업은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
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
사”, “가사서비스업”이다(시행령 제2조 제1항). 또한 적용제외 근로자는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다(법 제10조 제1호,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1
항). 그러나 동법은 “유급으로 근로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어(법 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는 적용제외 근로자 유형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적용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규정하
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
고 있다(법 제5조 제2호, 제6조). 다른 사회보험법들과는 달리 적용제외 근로자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적용제외 사업장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 점에
서 사회보험 중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한다(법 제125조, 제126조).「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험 관련법 중 유일하게 근로자성 논의로 인해 사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용형태의 일부를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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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4대 사회보험법 직장가입 규정 비교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법은 각 법률마다 직장가입자 적
용제외 규정이 모두 다르다. 본 절에서는 4대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규정의 의
미와 한계를 논하고 이러한 의미와 한계를 분석에서 어떻게 다룰지 설명한다.
1) 서로 상이한 직장가입자 규정 및 적용제외 근로자 규정의 의미
4대 사회보험법은 직장가입자로 인정하는 근로자와 인정하지 않는 적용제외
근로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어떤 법에서는 특정 고용형태를 직장가
입자로 인정한다는 특례 규정이 있는 반면, 다른 법에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
는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법은 특정 고용형태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명시하
고 있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어떤 법에서
는 특정 고용형태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고용형태
에 대한 규정이 없는 법도 있다. 이 경우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법 제126조 제1항),「고용보험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
가 유급으로 근로할 경우「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13조의2). 두 법의 규정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모두「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수급자를 각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를 지역가입자의 예외로 규정
하고, 이 중 희망하는 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제3항). 그러므로「국민연금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직장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례 규정을 통해 동
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로 상정하고 있다(법 제125조). 그러나 나머지 사회보험
법은 그러한 규정이 없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나머지 사회보험법의 적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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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적용제외
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범위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용보험법」은 단시간 근로자 중 3개월 미만으로 근
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만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단). 반면「국
민연금법」은 단시간 근로자 중 시간강사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외 모든 단
시간 근로자를 적용제외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4호).「국민건강보험법」은 모
든 단시간 근로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9조 제1호).
4대 사회보험법이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모두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 이상의 법에서 언급하는 모든 고용형태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2) 사회보험 임의가입 규정의 의미
몇 개의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을 두고 있
는데, 이는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이 강제가입 원칙을 세우고 있는 이
유는 일반 사람들의 근시안과 역선택 문제 때문이다. 임의가입을 허용할 경우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장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안주하게 되
고, 미래에 언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예상가능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대비하
지 않으며(근시안),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가입하고자(역선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강제가입이 아닌 본인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은 사회
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
자와 관련된 두 조항에서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나는 3개월 이상 근로
하는 단시간 근로자 중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적용제외 규정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굳이 법 조항으로
삽입될 필요조차 없다. 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때 사용자의 동의조차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화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장가입자
가 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용자에 대한 벌칙조항조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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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사문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이러한
규정은 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국민연금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
제8조 제3항). 이러한 규정은 사회보험의 가입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목
적으로 하고 있는 동법의 입법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전체 국민 중 가처분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 기여회피를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 희망에 따
라 사업장가입자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두 규정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며, 입법 목적과도 상충되는 조항이라 하겠다.
「국민건강보험법」역시 단시간 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
거나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 제6조 제4항). 단시간 근로자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미 사회보장의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회보험으로 포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직장가입의 임의가입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절감을 통해 비용
을 절감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요구하기 어
렵게 한다. 특히 법령에서는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
행령은 직장가입 및 탈퇴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가입 및 탈퇴 절차를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차와 관련해
서 근로자가 직장가입을 요구했음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
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재량은 더
욱 커진다. 결국 법에서의 직장가입자 임의선택 규정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확대하는 데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특히「국민건강보험법」은「국민연금법」보다 임의가입 여지가 더 넓다.「국
민연금법」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
에 대한 임의가입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데 비해「국민건강보험법」은 이들에
대해서도 임의가입 여지를 두고 있어 더욱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원칙에 위배되는 임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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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나 임의탈퇴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는 모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즉 직장가
입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
3) 특정 고용형태에 대한 근로자성 문제
각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자 규정은 근로자성 관련 문제가 예상된다.14)「국
민연금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법 제3조 제1
항 제1호),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이러한 규
정에 의거하면 근로자이기는 하나「국민연금법」상의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
로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동법상의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근거가 몇
가지 고용형태가 된다. 특히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전단의 규정은「근로기준
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는「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
지만「국민연금법」에서의 근로자는 아니라는 것이 된다.「근로기준법」은 근로
자 규정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한다. 법의 수직적 체계에서 같은 위상인 법령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근로자라 하더라도 어떤 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명시하고 있는「근
로기준법」이 존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국민건강보험법」역시
근로자성 문제가 예상된다.「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예외로 두고 있다.
반대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고용형태 종사자
를 사회보험법의 근로자로 규정하기도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국민기
14) 근로자냐 아니냐(근로자성)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닌 주로 대법원의 판례를 통
해 제시되고 해석된다. 근로자 개념의 가장 기본적 정의는「근로기준법」이지만, 근로자
성 판단 기준은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사용종속관계라 할 수 있다. 근로자성 판
단 기준이 되는 사용종속관계의 요소와 해석에 대해서는 심재진(2013), 강성태(2007), 박
종희(2003), 최영호(2002), 서정희 외(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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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법 제126조 제1항),「고용보험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가 유급으로 근로할 경우「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13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은 특례 규정을 통해 적용되는 근로자로 상정하고 있다(법 제125조). 이
러한 조항들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사회보험법상의 근
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급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라고 상정한다. 그 이유는 유
급근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형태 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
라고 보는 것이 학설상 대립이 존재하고, 정부의 사회보험 추계방식도 모든 유
급근로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모집단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현행 사회보험 법률상 적용제외 근로자를 도식화 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2014년 5월 현재 사회보험 법률에 나타난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일용근로자나 1 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
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적용제외
사회보험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

생업을 목적으로 3 개월
이상 근로하는 시간강사
또는 본인희망자

건강보험

생업을 목적으로 3 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시간
강사 및 본인희망자 제
외)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하
는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나 3 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
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고용보험

1 개월 동안
의 근로시
간이 60 시
간 미만인
단시간 근
로자

적용제외 근거 법률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 조제1 호,
「국민건강보험법」제6 조제2 항제1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 조제4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0 조제
2 호,
「고용보험법」제10 조제2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 조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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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사회보험

적용제외 근거 법률

비상근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6 조제2
항제1 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
로자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 조제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6 조제2
항제4 호

65 세 이상인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

「국민연금법」제8 조제1 항,
「고용보험법」제10 조제1 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근로자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제8 조제3 항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 조제1 항제
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
조제1 항제3 호가목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 조제1 항제
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
조제1 항제5 호

가사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
재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 조제1 항제
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
조제1 항제6 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 조만
인정.
다른 사회보험법은 근로자로 인정
한다는 조항이 없음.

총공사비 2 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근
로자

2.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 규정 변화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와 관련된 규정은 고용형태로서 일용근로, 시간
제 근로, 기간제 근로, 가사서비스업(가내노동) 근로, 특수형태 근로에 대한 규
정과 사업장 규모, 업종, 직종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각 근로형태와 노동시
장 요인별로 사회보험은 서로 상이하게 변화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2003년부
터 최근까지 각 규정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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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의 일용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은 1987년「국민연금법 시
행령」15)제2조 제1호에 “일용근로자 또는 3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
자”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한 후 변화가 없다가 15년이 지난 2003년 시행령
개정16)을 통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
하였다. 동 규정은 현재까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은 동일한 시점에서 변화를 겪는데,
1988년 시행령 규정에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된 이래, 2003년 “1월간의 근로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17)로 개정되었다. 이후 2010년 시행령 개
정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적용제외 근
로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다.18)
가사서비스업(가내 노동)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적용하는 근로자성 문제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규정이 요구되지만「국민연금법」상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배제되고 있다.
사업장 규모의 경우 1991년「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당연적용 사업장의 규모
를 상시고용 10인 이상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한다.19) 이후 200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20)
15)「국민연금법시행령」(1987.8.14. 대통령령 제12227호로 전부개정 되어 1988.1.1.부터 시
행된 것)
16)「국민연금법시행령」(2003.6.27. 대통령령 제1802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3.7.1.부터 시
행된 것) 제2조 제1호
17)「국민연금법 시행령」(2003.6.27. 대통령령 제1802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4호
18)「국민연금법 시행령」(2010.8.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1.1.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4호
19)「국민연금법 시행령」(1991.8.10. 대통령령 제13449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2.1.1.부터
시행된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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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국민연금법」21)은 모든 적용제외 사업장가입자를 시행령으로 위임
하던 이전 법률과 달리 법률에서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제외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다. 그 대상자는 특수직역 연금법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
다(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
역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4호). 이후 2008년 개정을 통해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제외 규정으로 추가하고, 희망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사업장 가입을 열어두고 있다.22) 2011년 개정「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의 적용제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삭제하고,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3)

나. 국민건강보험법
최근 10년간「국민건강보험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용근로에 대해서 2000
년「국민건강보험법」24)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
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법 제6조 제2항)고 규정하고 그 예외로서 “1월 미만
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현재까지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법」은「국민연금법」에 비해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에서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의 개정이 몇 년 앞선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의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이나「국민연금
법」이나 차이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국민건강보험법」이「국민연금법」에 비해 앞서
개정된다. 2001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5) 제10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20)「국민연금법 시행령」(2003.6.27. 대통령령 제1802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21)「국민연금법 시행령」(2000.12.23. 법률 제6286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0.12.23.부터 시
행된 것)
22)「국민연금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 되어 2008.2.29.부터 시행된 것) 제
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23)「국민연금법」(2011.6.7. 법률 제1078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1.6.7.부터 시행된 것) 제8
조 제1항 제2호 삭제 및 제3항
24)「국민건강보험법」(2002.12.18. 법률 제6799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2.12.18.부터 시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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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
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이다. 이 규정은 시간
제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간제 근로자를 제
외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제외 되는 시간제 근
로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 축소되고,26) 2010년 개정
으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 축소되었
다.27)
가사서비스업(가내 노동)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국민연금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배제되
고 있다.
사업장 규모와 관련하여 2001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8)은 직장가입자
에서 제외되는 자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목의 1
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 및 사
용자”를 규정한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동 시행령은 사업장 규
모로만 적용제외 사업장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의 업종
을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 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동차판매업,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이용 및 미용업”(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타목)으로 규정한다. 이는 거의 모든 업종을 포함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

25)「국민건강보험법
터 시행된 것)
26)「국민건강보험법
터 시행된 것)
27)「국민건강보험법
터 시행된 것)
28)「국민건강보험법
터 시행된 것)

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1.7.1.부
시행령」(2003.6.27. 대통령령 제180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3.7.1.부
시행령」(2010.9.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1.1.1.부
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1.7.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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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규정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어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29)

다. 고용보험법
1998년「고용보험법」30)은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
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7조)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몇 가
지 적용제외 근로자를 규정하고 다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 직
종,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고용형태에 대해서
는 대강의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고 일부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식
이다.
고용형태별 적용제외 규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1998년「고
용보험법」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
나,31) 이후 2002년 일부개정을 통해 제2조 정의 규정에 일용근로자를 명시하
고,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규정에서 일용근로자를 삭제한다.32)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시행령에서 적용제외 근로자인 시간제 근로자를 규
정할 때도 일용근로자인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에서 제외시키고 있
다.33) 이는 법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 근로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
도,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60시간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시간제 근로자 조항
을 통해 적용제외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은「고용보험법」이 가장 진일
2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3.6.27. 대통령령 제180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3.7.1.부
터 시행된 것)
30)「고용보험법」(1995.9.17. 법률 제5566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8.10.1.부터 시행된 것)
31)「고용보험법」(1995.9.17. 법률 제5566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8.10.1.부터 시행된 것) 제
8조 제3호
32)「고용보험법」(2002.12.30. 법률 제6850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것)
33)「고용보험법 시행령」(2003.12.18. 대통령령 제1816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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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 형태라 할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와 관련하여 1998년「고용보험법」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34) 이 규정과 관련하여 시
행규칙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35). 2000년대 초반까지 1개월
동안 8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
였으나, 2002년 법 개정과 2003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개월간 60시
간 미만 근로로 수정된다.36) 특히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
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간제 근로자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혹은 하루 단위의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사서비스업 근로자의 경우 적용범위의 예외로 1998년 시행령37)에 규정이
신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특수형태 근로자
의 경우「국민연금법」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의 논리로「고용보험법」하
에서도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는「고용보험법」이「국민연금법」이나「국민건강보험법」에
비해 관대하다고 할 수 있으나,「고용보험법」은 직종과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선 직종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법」은「국민연금법」이나「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1993년 법 제정부터 지금
까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다른 직종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아 비자발적

34)「고용보험법」(1998.9.17. 법률 제5566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8.10.1.부터 시행된 것) 제
8조 제2호.
35)「고용보험법 시행규칙」(1998.10.1. 노동부령 제137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8.10.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36)「고용보험법 시행령」(2003.12.18. 대통령령 제1816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37)「고용보험법 시행령」(1998.10.1. 대통령령 제137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8.10.1.부터 시
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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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위험에 처할 확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한계가 많은 조항
이다. 실제로「고용보험법」이 시행된 1995년부터 지금까지 고용안정성이 보장
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고용보
험법」은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포함하는
고용보험 제도임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역시 자신의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
용보험의 예외이기 때문에「고용보험법」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별정
직 공무원의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8년「고용보험법」은 별정
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38) 그
러나 동 개정은 세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사회보험의 제1원칙인 강제
가입의 원칙에 위배되는 임의가입 규정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동법 제10조
제3호는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강제가입 원칙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둘째, 동 규정은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이 제4장(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른 직종의 가입
자들이 여러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계약직
공무원은 모두 실비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과 달리 개정에 포함되지 못하고, 여전히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
정되어 있다.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 비록 임의가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
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이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밖에도「고용보험법」은 직종과 관련하여 “선원법에 의한 선원, 외국인 근
로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도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한
다.39)
38)「고용보험법」(2008.3.21. 법률 제8959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8.3.21.부터 시행된 것) 제
10조 제3호 및 제4호.
39)「고용보험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2.12.30.부
터 시행된 것)제3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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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국민연금법」과「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고용형태뿐만 아
니라 업종에 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2002년「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법에
서 위임한 적용제외 사업을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40) 2005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공
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
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그동안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고시하던 건설
공사의 규모를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한다.41) 또한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제곱미터”로 적용제외 공사의 규모를 축소한다.4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규정으로 2013년「고용보험법」은「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를 근로자로 보고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43) 이는「국민연금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규정
하고 임의가입 방식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진일
보한 방식이라 하겠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규정하고,44) 다른
사회보험법과 달리 고용형태로서 일용근로나 시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에 대해
서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사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해서는「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업종
에 종사하는 근로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다.45)
40)「고용보험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2.12.30.부
터 시행된 것) 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41)「고용보험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6.1.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42)「고용보험법 시행령」(2008.9.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9.1.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3)「고용보험법」(2011.7.21. 법률 제1089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2.1.22.부터 시행된 것)
제113조의2.
44)「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12.31. 법률 제6590호로 타법개정 되어 2002.3.1.부터 시행
된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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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고용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업종과 직종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한다. 2000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
업,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
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
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제1호 내지 제4
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
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46) 그러나「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업종은 그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이나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이 다른 법에 의
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동법의 적용제외 근로자로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액 건설공사 종사자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종사자
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기도 하고 적용대상 근로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종 및 직종에 대해 상시근
로자 수와 결합한 형태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적으로 가장 대상포괄성이 넓다고 해석할 수 있
는데, 이는 다른 사회보험법들이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
로 종사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는 점이다. 2007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산재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4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0.7.1.부
터 시행된 것)
4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0.7.1.부
터 시행된 것)
47)「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7.1.부터 시행된
것) 제125조,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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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48) 이상과 같이 4대 사회보험법에서
적용제외로 규정된 집단들의 연도별 적용제외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경제활동 특성과 연도별 사회보험 적용제외
적용제외 규정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적용제외
사회보험

2003년

2004~
2007년

국민연금
국민연금

시간제 근로자 1
(월 60시간 미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시간제 근로자 2
(월 80시간 미만)

국민연금

2011~

2010년

2012년

-

적용제외
적용제외

-

적용제외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

시간제 근로자 3
(월 144시간 미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

시간제 근로자 4

국민연금

(월 176시간 미만)

국민건강보험

-

적용제외
-

적용제외

월 60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65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적용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제외

상시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농업 등 제외)*

2009~

적용제외

국민건강보험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

2008년

적용제외

-

4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7.1.
부터 시행된 것) 제125조 제1호 내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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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적용제외 규정

적용제외
사회보험

상시 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가사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근로자 고용보험
(법인아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산재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고용보험
비상근근로자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총공사비 2천만 원 미만 공사의 근로자
산재보험

2003년

2004~
2009~
2008년
2007년
2010년

2011~
2012년

-

적용제외
적용제외

적용제외
-

적용제외
적용제외
-

적용제외
적용제외
적용제외
적용제외

주 : 1) “-” 표시는 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 가입자로 적용됨을 의미함.
2) 적용제외인가 적용대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연도 1월을 기준으로 하였음. 법
개정으로 인해 각 연도의 중간에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적
용으로 계산하였음.
3) * : 2003년 1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규정에
서(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다음의
업종에 한해 제한함. 제한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숙
박 및 음식점업,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 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 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동차판매업,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
화 및 운동관련 산업 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이용 및 미용업”임.

Ⅳ. 4대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 추정

1. 연구자료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에서 15차년도(2012년)까지의 자
료를 사용하여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설계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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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 본 연구와 같이 경제활동관련 통계치를 생산하는 데 유용하다(한국노동
연구원, 2010). 일반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통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가 사용되지만 이 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근로기간과 산업
코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그리고 특수직역연금가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반면에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가능하
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한국노동연구원, 2010), 본 연구의 분석에서 필
수적인 정보들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
회보험의 적용범위를 다루는 연구들은 대부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연
령인구(population of working age)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예를 들어 HanzlWeiß et al., 2010; 강성호, 2011; 권혁진, 2012; 구인회ㆍ백학영, 2008 외 다수),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은퇴연령 이후의 인구까지 포괄하
게 되면 은퇴 이후 소일거리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노인이 법적 사각지대로 추
정되어 사각지대가 과대추정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논리를 수용하여 근로연령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법에서 적용제외로 규정되고 있는 집단들은 다음
과 같이 측정되었다.

가. 적용제외 근로자의 측정
1)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종사상 지위를 일용직이라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들 중에서 근
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와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2)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와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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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60, 80, 144, 176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는 일일근로와 호출근로 그리고 가내
근로인 경우 측정되었다. 일일․호출근로는 근로계약의 여부에 제약받지 않고
필요할 때 연락을 받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고용되거나, 인력시장, 직업소개
소 등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용주나 고용할 업체 등에서 일할 사
람을 선택하면 일일 단위로 일하는 경우로 측정되었다. 가내근로는 평소 주로
일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하였다.
4)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상시근로자 수란 당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아니라 일정 사업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대판, 1987.
7. 21. 87다카 831).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이
러한 방식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측정할 수가 없어 전체 종업원 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국민건강보험법」(2003년 기준)에서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장 중 다음의 업종에 한해 제한한다.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서비
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 중 섬유
염색 및 가공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
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동차판매업,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의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이용 및
미용업에 제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산업
분류표를 참고하여 위에서 언급된 업종으로 제한하여 법적 적용제외자를 측정
하였다.
또한「고용보험법」과「산재보험법」에서는 농․임․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데 4인 이하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근로자를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농․임․어업․수렵업인 경우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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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인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종업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5) 가사서비스업(가구 내 고용)
가사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5차 규정에서 가사서비스업(950)으로 코
딩된 경우로 측정하였다.
6) 특수고용형태
특수고용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비임금근로자’ 중
에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과 같이 임금근로자와 자
영자의 경계가 모호한 고용형태를 의미한다(한국노동패널, 2009 : 70). 본 연구
에서는 경영이 독립적이지 않고,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형태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7) 기 타
특수직역연금가입 여부는 고용보험의 법적 적용제외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
며,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리
고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데 4인 이하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근로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농․임․어업이며 법인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중
종업원수가 4인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하였다.
이 외에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공사비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한국노동패널에서 측정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통계치들이 다소 과소추정되었을 수 있음에 유의해서 해석할 필요
가 있다.

나. 사회보험 법적 사각지대 규모 측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 중 4대 사회보험의 주요 개정은 2003년, 2008년,
2009년, 2011년에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
구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6차(2003년)부터 15차(2012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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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였다. 사회보험의 법적 사
각지대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회보험에서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들의 연도별 규모를 산출한다. 둘째, 각 연도에 적용제외로 규정된 집
단에 한번이라도 속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전체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를
측정한다. 이때 사회보험 법적 사각지대의 전체 규모는 적용제외로 분류된 각
집단들의 총합과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적용제외 분류들 사이에 중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로 측정한
다. 그리고 임금근로자 수는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경우와 비임금근로자이면
서 특수형태 고용인 경우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다만 한국노동패널에서 11차년
도(2008년) 자료까지는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특수고용형태를 파악하는 질문
을 포함하고 있어서, 11차년도 자료까지는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은 임금
근로자 대비 법적 적용제외자의 규모로 사각지대를 측정하였고, 12차년도 이후
의 자료에 대해서는 비임금근로자 중 특수고용을 포함한 경우까지 임금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측정하였다.

3. 사회보험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
<표 3>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용근로자(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월 60시
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가사서비스업
근로자, 특수형태고용근로자는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제외로 남아있었다. 이들 중 1개월 미만 고용의 일용근
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의 비율이 임금근로자 대비 7～
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사각지대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전체
사각지대 규모는 2003년 임금근로자 대비 33%와 28% 수준이었으나, 2007년
에는 약 17%, 2012년에는 14%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2003년에 비해
2012년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는 국민연금이 19%포인트, 국민건강보험이 14%

70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3호

<표 3>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
(단위 : 연도, %)

적용제외 규정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시간제 근로자 1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2
(월 8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4
(월 176시간 미만)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
은 사업장 근로자
상시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농업 등 제외 : 건강
보험)
상시근로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가사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국민연금
전체
사각지대 국민건강보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77 11.51 10.82 10.44 10.65

9.81

9.76

9.45

9.05

9.17

10.82

-

-

-

-

-

-

-

-

-

0.75

0.94

0.56

0.71

0.64

0.51

0.69

0.63

0.51

0.4

0.96

(1.11) (0.66) (0.77) (0.77) (0.71) (0.84) (0.69) (0.62)

-

1.67

(1.6)

(1.1)

(1.2)

(1.24)

(0.9)

-

-

-

-

8.51

8.36

6.9

7.63

8.42

10.17

9.2

9.01

8.86

7.05

4.84

-

-

-

-

-

-

-

-

-

11.6

-

-

-

-

-

-

-

-

-

1.5

1.52

1.27

1.04

1.05

1.28

0.5

0.56

0.49

0.44

11.36 10.45 4.93 8.08 3.56 3.87 4.41 3.79 3.13
3.2
33.09 24.53 18.6 21.09 16.64 16.67 16.59 15.21 14.98 14.13
27.8 24.22 18.11 20.65 16.01 16.55 16.47 15.15 14.98 14.13

주 : 1) 전체 규모는 적용제외로 규정된 근로자 각각의 항목을 단순 합산한 결과와 같지 않
음. 이들 각 항목 사이에 중복이 존재하기 때문임.
2) - 는 사회보험 적용으로 전환되어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3) 괄호는 국민연금에서만 적용제외인 경우임.
4)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이며,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5) 특수형태근로자의 비율이 2006년도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임. 이에 대해 한
국노동패널팀에 문의한 결과 특수형태근로는 독립도급변수를 통해 측정되는데 2006
년까지 이 항목에 외판원(영업사원)도 응답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
으로 추측된다는 답변을 받았음. 따라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특수형태근
로의 비율을 추정할 때 2006년 이전의 통계치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2003~2006년 사이의 특수형태근로의 비율은 4%수준으
로 보고되고 있음(조준모 외, 2012).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수급자)와 비상근근로자의 경우에도 각각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집단에 해당하지만, 한국노동패널에서 이들을 측정할 수
없어 규모 추정에서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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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법 적용의 확대가
상당 규모의 법적 사각지대를 줄여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서 여전히 임금근로자 대비 법적 사각지대
의 규모가 2012년 기준 14%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국민
건강보험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어있다는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
분이다. 특히 일용근로자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9%
와 7% 정도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었다. 이들에 대
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확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표 4>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
(단위 : %)

적용제외 규정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시간제 근로자 3
(월 144 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고
3 개월 미만 근로자
가사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근로자
(법인이 아니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고용보험
전체
사각지대 산재보험

2003

2004

2005

(9.04) (9.35) (9.16)
(1.67)

-

-

2006

2007

2008

(9.5) (9.95) (9.38)
-

-

-

2009

2010

2012

(9.5) (9.42) (9.12) (8.94)
-

-

(0.15) (0.07) (0.07) (0.09) (0.11) (0.04) (0.18) (0.06)
1.5

2011

-

-

(0) (0.05)

1.52

1.27

1.04

1.05

1.28

0.5

0.56

0.49

0.44

11.36 10.45

4.93

8.08

3.56

3.87

4.41

3.79

3.13

3.2

0.54 (0.49) (0.46) (0.35) (0.53) (0.58) (0.00) (0.00) (0.00) (0.00)
27.8 21.15 15.55 18.45 15.04 14.82 14.33 13.59 12.63 12.51
12.96 12.03 6.42 9.27 5.04 5.51 0.49 0.56 0.48 0.44

주 : 1) 전체 규모는 적용제외로 규정된 근로자 각각의 항목을 단순 합산한 결과와 같지 않
음. 이들 각 항목 사이에 중복이 존재하기 때문임.
2) - 는 사회보험 적용으로 전환되어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3) 괄호는 고용보험에서만 적용제외인 경우임.
4)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
로기간과 근로형태 기준만 적용하였음.
5) 총공사비 2천만 원 미만 공사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제
외 대상자이지만, 한국노동패널에서 이를 측정할 수 없어서 규모 추정에서는 제외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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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 역시 2003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각각 15%포인트와 13%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
2013년 현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법적 사각지
대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적용
제외 시키고 있으므로 이들은 산업재해보상의 제외로 보기 어려워 사각지대 규
모 측정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자, 산업분류세세분류(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 퀵서비스)
는 2009년부터 산재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른 사회보험과 달
리 산재보험의 경우 2012년 현재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는 임금근로자 대비
0.44% 수준으로 일부 단시간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임
금근로자들이 포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를 대상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가 법적으로 완
비되었다는 전제에 의문을 가지고 현재의 사회보험 제도가 법적 측면에서 모든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자 규정의 변화를 확
인하고 각 사회보험법에서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얼
마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였다.
2003년 이후로 사회보험의 적용제외로 규정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일용근로
자, 시간제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상시근로 5인 미만
인 사업장의 근로자, 가구 내 고용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법인이 아니고 상
시 4명 이하 사업장의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근로자, 비상근근로자, 65
세 이상인 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근로자, 총공사비 2천만 원 미만
인 공사의 근로자 등이었다. 물론 이들은 사회보험에 따라서 적용제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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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고, 시기에 따라서도 적용제외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어왔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이후로 사회보험의 확대 과정에서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는 상
당수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축소의 규모는 국민연금 19%
포인트, 국민건강보험 14%포인트, 고용보험 15%포인트, 산재보험 13%포인트
수준이었다.
둘째,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법적 사
각지대에 남아있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14% 수준의 임금근로자가 여전히 사회보험 직
장가입의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 확대가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소재지가 일
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
외하고 나면 4% 수준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보이고 있었고, 특수형태근로자
들의 사각지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재보험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는 2012년 현재 0.44% 수준으로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를 포
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
다. 최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방향은 두루누리 사업으로 대표되는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
를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기여회피가 원인이라고 보고 기여회피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대상포괄성이 확보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
도 확인되었듯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
대 규모는 14%라는 적지 않은 수준이고, 여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사회보
험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회
보험 가입을 확대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법 정비를 통해 임금근로자들의 직장가
입 적용제외 규정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74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3호

둘째, 근로자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조
건을 명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근로기준법」이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
다”(법 제3조)고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근로자 개념 및 근로관계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법이 적용대상 범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 개념을「근로기준법」보다 협소하게 정의하여 법적 사각지
대를 확대하는 방식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수도 있다. 법적 적용범위
를 협소하게 정의하여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법의 근로자가 아
니라고 규정하여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규정하는 방식은 결국 현실에서 이들을
미가입자나 미납자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4대 사회보험법은 최저기준에 해
당하는「근로기준법」보다 포괄적으로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면,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4%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적 사회보장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이 아닐 때
지역가입에서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 혹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하여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14%에 속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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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hanges in Social Insurance Legislation and
Coverage : With the Perspective of Legal Exclusion
Jeong-hee Seo․Seung-ho Back
This study reexamines view of the existing researches that social insurance
laws legally became fully. That is checked by two way.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social protection entitlements provided in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laws in Korea.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actual
size of workers who are not covered by law has been changing. The study
examines Korean Labour Panel 2003(6th wave) and 2012 (15th wave). The
summary of our analysis are followings. First, since 2003, the legal coverage
of the four social insurance laws expanded and hence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legally excluded has decreased. For example, there was reduction
in uncovered population by 19% for National Pension, 16% for Employment
insurance, 14% for Health insurance and 13%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IA). Secondly, despite the positive changes
regarding the legal coverage, a substantial number of workers are still
uncovered by the four social insurance laws. Especially, for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14% of waged workers are still
legally excluded and the expansion of coverage for these workers are in need.
Regarding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day-workers and workers
with frequent move we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with highest proportion.
In case of Employment insurance, about 4% of workers (who are neither civil
servant nor private school employees) are still legally excluded and dependent
contractors were most vulnerabl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IACIA,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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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2) of workers were legally excluded suggesting the coverage wide
enough to cover almost all of the waged workers.
Keyword : social insurance law, waged worker, legal coverage, legal exclusion,
non-standard worker, employm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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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저출산 및 수명 증가에 기인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한 노동 가능 인력의 평균
연령 증가 추세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Ng & Feldman,
2008; Van Ours & Stoeldraijer, 201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압축적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며, 주요 선
진국들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가 정치적, 사회적으
로 매우 큰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김태유, 2013).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3
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안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
행되는 경우 이미 고령화되고 있는 기업의 인력이 더욱 빠르게 고령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기업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는 여러 가지 심각한 이슈를 발생하게 한다. 인력
고령화는 고직급․고연령층의 증가를 초래하며 생산성의 저하, 인건비의 증가,
인사적체 및 조직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정년연장이 실행되는 경
우 그러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생산
성 저하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다. 경영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나이가 들어
갈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며 여전히 연공급적 임금제도가
지배적인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에서 인력 고령화는 매우 강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나 노동계에서는 경영계의
주장이 과도한 우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실무계의 우려나 고민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령화가 실제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인건비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엄격한 연구결과는 크게 부족한 상
황이다. 연령과 생산성의 관계는 주로 개인을 분석 수준으로 하여 이루어졌으
며(Skirbekk, 2004), 이미 상당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온 개인 수준의 연구결과
들에서도 연령과 생산성의 관계에 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
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고령화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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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으나(Rhodes, 2004; Tang & MacLeod, 2006) 이와 달리 고령화와 성과
의 관계는 불분명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다(Disney, 1996;
McEvoy & Cascio, 1989; Waldman & Avolio, 1986). 또한 Ng & Feldman
(2010)처럼 오히려 고령화와 직무태도는 긍정적인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더욱이 개인 수준에서의 연구들은 주로 직무와 관련된 만족이나 몰입 등 태
도변수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 수준에서 실제로 인력의 고
령화가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 주
제에 대한 연구 부족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일현․이상민․유규창, 2012; Lallemand & Rycx, 2009; Tipper, 2012). 기업
수준의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신뢰할 만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샘
플을 갖춘 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패널자료의 등장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고령화가 실제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아보고,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 : LGM)을 이용해 종단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잠재성장모형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종단연구방법으로, 각 변수
의 성장이나 변화를 추정하고 두 변수의 변화 사이에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형 중 하나이다(홍세희․유숙경, 2004). 이를 통해 고령화와 생
산성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 WPS) 자료이며
2, 3, 4차년도 자료이다.

82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3호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1. 인력 고령화와 성과의 관계
고령화와 성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론적 배경과 부정적인 측면의 이
론적 배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근거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인적자본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
면 생산성은 인적자본의 함수이며(Becker, 1962), 따라서 이러한 이론을 원용하
는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적자본이 축적되게 되고 더 많은 생산성을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인적자본이론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고령화된 인력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령화에 따라 경험적 창의성(김태유, 2013)이나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일반적인 지식, 교육적․경험적․직업적
인 지식 등의 경험적 지능(crystallized intellectual abilities)이 증가하게 되고 이
에 따라 문제 해결 능력이나 판단력이 높아지게 되며(Kanfer & Ackerman,
2004),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고령자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
(Lallemand & Rycx, 2009).
이와는 반대로 고령화와 성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대표
적인 이론은 노화이론(decremental theory of aging)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
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성과를 달성하는 속
도도 낮아지게 된다(Giniger, Dispenzieri & Eisenberg, 1983). 고령화가 될수록
새로운 재료나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나(Touron & Hertzog, 2004) 작업 기
억, 요약 추론, 주의력, 신규 정보 취득과 같은 유동적 지능(fluid intellectual
abilities)이 낮아지게 되고(Kanfer & Ackerman, 2004), 라이프 사이클상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Lallemand & Rycx, 2009) 생산성은 저하되
게 된다.
기업 수준에서 진행된 실증연구 결과들 역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Mahlberg, Freund & Prskawetz(201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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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고령인력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생산성
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Tipper(201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고령인력의 비중이 높을 경우 생산성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과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가진 곡선의 형태로 나
타나기도 하였다(Cataldi, Kampelmann & Rycx, 2011; Dostie, 2011; Van Ours
& Stoeldraijer, 2011).
한편 Lallemand & Rycx(2009)는 벨기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고
령인력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Vandenberghe(2011) 역시 벨기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독일(Van Ours, 2009), 핀란드(Ilmakunnas & Ilmakunnas, 2011)와 한
국(장일현․이상민․유규창, 2012)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고령인력이 생산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령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결과는
역U자형 관계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연령을 3단계로 구분(저, 중, 고)하여 연령
과 생산성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대만(Liu, Tsou & Wang, 2010), 덴마크
(Grund & Westergaard-Nielsen, 2008), 네덜란드(Gelderblom & De Koning,
2002), 캐나다(Dostie, 2011) 등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연령과 생산성의 관계는 역U자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Grund & Westergaard-Nielsen(2008)의 연구에서는 37
세까지 생산성이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elderblom &
De Koning(2002)의 연구에서는 40～50세 사이까지, Liu, Tsou & Wang(2010)
의 연구에서는 35～54세까지 생산성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Dostie(2011)의 연구에서는 35～54세 사이까지 생산성이 증가하며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역U자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결과
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까지는 연령과 생산성의 관계가 긍정적이지만 그
이후에는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연령과 생산성의 관계의 경우 다양한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특정 연령 이후의 고령인력으로 한정하여 연
령과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우 그 관계가 부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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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결론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여전히 확정
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부 연구(Lallemand &
Rycx, 2009)는 횡단면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단 2시점의 자료를 사용하거나(장일현․이상민․유규창, 2012) 패널자
료를 종단적 분석방법이 아니라 OLS(Ordinary Least Square)로 검증을 한 연
구결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의 연구 내에서도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Van Ours &
Stoeldraijer(2011)의 경우 횡단적 분석을 한 경우 연령과 생산성의 관계가 역U
자형의 결과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종단적 분석을
사용한 경우 그와는 달리 긍정적인 곡선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
방법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은 다른 일부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발
견된다(Cardoso, Guimarães & Varejão, 2011; Cataldi, Kampelmann & Rycx,
2011; Göbel & Zwick, 2012).
따라서 연령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
운 상황으로 엄밀한 종단적 분석방법에 기초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령과 생산
성의 관계 대신 일정 연령을 넘어서는 고령인력과 생산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추는 경우 부(-)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현장에서
대부분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방법론의 엄
격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결과들은 특정 시점 이후의 고연령
에서는 생산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인력 고령화는 기업의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인력 고령화와 인건비의 관계
연령과 인건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이론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 간의 관계는 이론적인 근거가 중요하기보다는 연령이나
근속을 보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기업 내부의 제도나 방식에 따라 달
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인건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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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직무성과급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특별히 인건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을 규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아직도 여전히 연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임금제도
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고령화는 당연히 인건비의 증가를 초래할 가
능성이 매우 크다.
연공적 임금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로 많이 인용되고 활용되는 것은 이연보상
모형이다(deferred payment model). Lazear(1979)에 의해 개발된 이연보상모형
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들은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며, 근로자들은 초기
에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후기에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런 이연보상계약은 근로자들의 나태나 태만 등을 방지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런 이연보상모형은 강한 연공급에서 더욱 그 효과를 크
게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연공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생애임금의 관점에서 보
면 오히려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보상을 둘러싼 장기적 균형으로 이해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이 이론의 입장에서는 고령화가 특별히 인건비의 증가를 초래
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고령화 이전에 기업들은 생산성에 비해 저렴
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을 우리나라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여 인력 고령화가 인건비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미와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강한 연공적 성격
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입사원의 채용이 줄어들고 기업의 인력구조가
역삼각형의 모습을 띠는 고령화된 상황에서는 입사 초기의 인건비 절감보다는
고령화된 인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연봉제가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정착된 상황이지만, 그
실제를 살펴보면 여전히 연공급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초 위에 성과급을
가미한 형태의, 이른바 한국형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박준성․김환일, 2008).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봉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강한 연공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호봉제와 큰 차이가 없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김동배․김기태, 2012).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기업들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령화가 인건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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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장인성, 2012; 한국경영자총협회, 2013).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에도 정년연장의 법제화가 논의되
던 1979년에 이미 연공적 임금과 퇴직금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년이 연
장되는 경우 인건비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노사가 공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안희탁, 2014).
또한 성과주의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에서도 ‘근속- 임금’의 피치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총인건비 역시 증가하게 되므로(김동배․김기
태, 2012), 설령 성과주의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연공적 성격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어수봉(2012)은 한국노동패널자료(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 KLIPS)를 사용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이 거
의 비례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기업들이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담의 증가인 것과 무관하
지 않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3).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강한 연공급적 성격
을 가진 임금체계가 여전히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따라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인력 고령화는 기업의 인건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해 조사된 WPS 2～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WPS 1차년도 자료가 제외된 이유는 사용된 변수 중 ‘여성’
전체 근로자 중 만 5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변수가 1차년도에는 측정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해당 변수는 독립변수인 기업의 고령자 비율을 산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차년도 자료는 연결해서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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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특성
항목

분류

산업

기업연령

종업원 수

노조 유무

빈도(개)

비율(%)

제조업

674

44.8

비제조업

831

55.2

10년 이하

465

30.9

11～20년

422

28.0

21～30년

268

17.8

31년 이상

350

23.3

100명 이하

568

37.7

101～300명

434

28.9

301～999명

362

24.0

1,000명 이상

141

9.4

유노조

575

38.2

무노조

930

61.8

1,505

100.0

합계

주 : WPS 2차년도 기준.

못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표본은 총 1,505개의 사업장이었으며 표본의 특성
은 <표 1>과 같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정
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WPS에서 전체 근로
자 수와 50세 이상의 근로자 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
를 포함한 고령인력 비율(전체 근로자 수 대비 50세 이상의 근로자 수)을 인력
고령화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선행연구에서도 사용된
방법이다(장일현․이상민․유규창, 2012; Lallemand & Rycx, 2009).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생산성은 WPS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출액을 사용한다.
매출액은 생산성의 대리변수로 선행연구들에서도 사용된 방법이며(Bl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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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변수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측정방법

산업

비제조업=0, 제조업=1

기업연령

2007년–사업장 설립연도

기업규모

2007년 기준 전체 근로자 수

노조유무

무노조=0, 유노조=1

인력
고령화

2007년 만50세 이상 근로자 수/2007년 전체 근로자 수
2009년 만50세 이상 근로자 수/2009년 전체 근로자 수
2011년 만50세 이상 근로자 수/2011년 전체 근로자 수

생산성

Log(2007년 매출액)
Log(2009년 매출액)
Log(2011년 매출액)

인건비

Log(2007년 총인건비)
Log(2009년 총인건비)
Log(2011년 총인건비)

종속
변수

Lynch, 1996),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Log를 취해 사용
하였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인건비도 WPS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인건비를 사
용하였으며,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Log를 취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및 인건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 기업연령, 기업규모(종업원 수), 노조 유무를 선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자세한 측정 내용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력 고령화와 생산성 및 인력 고령화와 인건비 간의 인과관
계를 종단적으로 확인하여 인력 고령화가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Singer &
Willett, 2003). 잠재성장모형은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변수의 평균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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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간의 경로계수를 측정하며, 절편은 관찰 시점에서 변수의 평균값이고 기울
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잠재성장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변수의 진정한 변
화를 알아볼 수 있으며 잠재변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닌 개념 그 자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Sayer & Cumsille,
2001). 또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구성하여 단순히 변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변수의 변화와 다른 변수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
는 것도 가능하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즉 반복적으로 측정한 종단
자료의 초기치와 기울기를 분석하여 종단자료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여승수, 2010).
본 연구는 종단적 검증을 위하여 패널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패널자료는 그
특성상 결측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추정 방법은 완전 정보 최
대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 FIML)을 이용하였다. FIML
을 이용할 경우 전통적인 결측치 처리 방법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세희, 2012).

Ⅳ. 분석 결과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기초통계량은 <부표 1>에 첨부하였다.
상관분석과 기초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18.0이 사용되었으며,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 AMOS 18.0이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단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단변량 잠
재성장모형은 (측정시점－2) 차수의 변화식을 추정할 수 있으며(홍세희, 2012),
본 연구의 경우 총 3차에 걸쳐 자료가 조사되었으므로 선형성장모형까지 검증
이 가능하다. 무성장모형은 3차에 걸친 측정시점 동안 변수에 의미 있는 선형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선형성장모형은 측정시점 동안 변수의 변
화가 선형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령인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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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성장모형

[그림 2] 선형성장모형

생산성, 인건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각
변수별로 [그림 1]과 같이 무성장모형, [그림 2]와 같이 선형성장모형을 구성하
여 각각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모형 평가를 위한 전통적인 Ⅹ2 차이 검증의 경우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
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거나(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표본 크기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동일한 모형이 표본 크기에 따라 기각
되거나 채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홍세희,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
적인 Ⅹ2 차이 검증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인
CFI, TLI 및 그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RMSEA를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모형을
평가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가 0.9 이상, RMSEA가 0.1 이하인 경
우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홍세희, 2000).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변수가 무성장모형보다는 선형성장모형
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확인 결과 선형성장모형 모두 전반적
으로 양호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즉 고령인력 비율, 생산성, 인건비 모두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시점별로 선형으로 성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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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단변량 잠재성장모형 비교
변수

모형

Ⅹ2

df

TLI

CFI

RMSEA

초기치 평균
(분산)

고
령
화

무성장

150.630

4

0.894

0.929

0.156

0.147(0.022)***

6.881

1

0.983

0.997

0.063

0.132(0.02)***

생
산
성

무성장

198.340

4

0.930

0.953

0.180

11.068(4.764)***

성장

0.692

1

1.000

1.000

0.000

10.897(4.61)***

인
건
비

무성장

65.410

4

0.973

0.982

0.101

9.239(2.946)***

성장

11.155

1

0.982

0.997

0.082

9.200(3.039)*** 0.060(0.187)***

성장

변화율 평균
(분산)

0.022(0.001)*

0.153(0.304)***

주 : *** p<.01, ** p<.05, * p<.1.

한편 모든 변수의 초기치 평균에 대한 분산과 변화율 평균에 대한 분산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기치 평균과 변화율 평균에
있어서 기업별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그 차이에 대한 설명
변수를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1. 인력 고령화와 생산성 사이의 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인력 고령
화와 생산성의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력 고령화와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고령화 – 생산성

Ⅹ2

df

TLI

CFI

RMSEA

102.228

24

0.977

0.990

0.047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화 초기치는 생산성 초기치와 생산성 변
화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화 변화율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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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력 고령화와 생산성 사이의 경로계수
추정값(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값

고령화 초기치 – 생산성 초기치

-3.725***(0.316)

-0.247

고령화 초기치 – 생산성 변화율

-0.228*(0.133)

-0.061

고령화 변화율 – 생산성 변화율

-1.597(1.213)

-0.094

주 : *** p<.01, ** p<.05, * p<.1.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고령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매출액도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화 초기치와 생산성 초기치
의 경로계수는 –3.725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 초기치와 생산성 변화율의
경로계수는 –0.228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미는 평균적인 고령인력 비율을 가
진 기업보다 고령인력 비율이 1단위 더 높은 기업의 경우 생산성이 3.725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
는 생산성의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인력 고령화와 인건비 사이의 관계 분석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력 고령화와 인건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고령화 – 인건비

Ⅹ2

df

TLI

CFI

RMSEA

104.519

24

0.976

0.990

0.047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화 초기치는 인건비 초기치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건비 변화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변화율 역시 생산성 변화율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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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인력 고령화와 인건비 사이의 경로계수
추정값(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값

고령화 초기치 – 인건비 초기치

-1.572***(0.220)

-0.126

고령화 초기치 – 인건비 변화율

-0.154(0.121)

-0.048

고령화 변화율 – 인건비 변화율

-0.074(1.125)

-0.005

주 : *** p<.01, ** p<.05, * p<.1.

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인건비도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화 초기치와 인건비 초기치의 경로계수
는 –1.572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미는 평균적인 고령인력 비율을 가진 기업보
다 고령인력 비율이 1단위 더 높은 기업의 경우 인건비가 1.572만큼 낮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령화의 초기치는 인건비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으므로 고령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인건비가 낮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울기 자
체가 변화하거나 인건비를 변화시키는 추가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기대한 바와 달리 가설 2가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3. 인력 고령화가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 차이 분석
인력 고령화가 생산성과 인건비 모두에게 부(-)의 영향을 미치므로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이 기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력 고령화가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
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다면 상대적인 생산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추가적으로 인력 고령화가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력의 갭(gap)을 분
석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을 간명
하게 보여주기 위해 통제변수, 변수간 공분산과 오차항 등은 생략한 상태로 표
현하였으며,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Ⅹ2=497.492, df=37,
TLI=0.926, CFI=0.970, RMSEA=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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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주 : *** p<.01, ** p<.05, * p<.1.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화 초기치는 생산성 초기치와 인건비 초
기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력의 갭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고령화 초기치와 생산성 초기치,
고령화 초기치와 인건비 초기치의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고령화 초기
치와 생산성 초기치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1.085, 고령화 초기치와 생산성
초기치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543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인 기업보다
고령인력 비율이 1단위 높은 기업의 경우, 고령화가 인건비에 미치는 부(-)의
영향보다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우 인력 고령화가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것으
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공적 임금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생산성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의 마련
역시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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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토론

평균 연령 증가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은
가뜩이나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인력의 구성을 더욱 고령화시킬 것이
분명하며 그 결과 생산성, 인건비, 조직활력 등 인력관리상의 다양한 문제를 야
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영
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예측한 바와 같이 “인력 고령화
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기업의 인건비는 높이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
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WPS 2～4차년도 자료를 이용
하여 고령화를 고령인력 비율, 생산성을 매출액, 인건비를 총인건비로 측정하
고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종단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인력 고령화는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Van Ours(2009)이나 Vandenberghe(2011)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
는 것이며, 이론적으로 영향력의 방향성이 혼재된 상태에서 종단적 연구를 통
해 영향력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고령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는 인적자본이론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이론보다는 노화이론 등의 부정적인 측면의 이론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대한 바와는 다르게 인력 고령화가 인건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인건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
능하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고령
인력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고령인력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여 고령인력의 인건비를 줄여왔다. 즉 많은
고령인력들이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데이터를 통해 계약직 근로자 수와 기업의 계약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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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결과인 <부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약직 수와 계약직 비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령인력 비율과 계약직 비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인 <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인력 비율 초기치가 계약자 비율 초기치와 계
약자 비율 변화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 역
2
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Ⅹ =92.942, df=24, TLI=0.963, CFI=0.984, RMSEA

=0.044).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고령인력 비율이 높은 기업은 계약직 비율이 높
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계약직 비율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고령인력의 비율이 높을수록 계약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령인력 비율이 인건비 수준과 부(-)의 관계
를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1)
셋째,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는 달라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
는 영향력에 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력 고령
화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이 인건비에 미치는 부(-)의 영향
력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에서 한 추론을 바탕으로
설명해보면, 기업은 고령인력의 생산성과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형
태 변화 등으로 대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과 인건비 문
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렇게 고용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도 더 이상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인력의 생산성과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
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고령인력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에
1) 이러한 사실은 고령인력 비율이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들의 대응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의 고령인력을 퇴직시키고 그 자리를 계약직으로 채우는
경우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건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저자의 추론은 실제로 고령인력이 계약직으로 대체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계약직으로 대체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확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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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투자를 꺼린다(Brooke, 2003). 하지만 고
령인력의 지식이나 숙련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훈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인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상 기업은
고령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를 늘려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
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방법은 고령인력의 생산성에 맞게 인건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지
금까지 고령인력에 대한 고용형태의 변화로 이루어졌던 고령인력에 대한 인건
비 조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인사제도 자체
의 변화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예를 들어, 연공성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직무․직군별 인사제도의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 직급체계 및 승진체계 개선
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박우성, 2014; 어수봉, 2013; 유규창,
2014).
그러나 교육훈련이나 임금체계 개선 이외에도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의
경우에도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직제의 도입 및 개편, 직책과 자
격의 분리, 직책 정년제 및 직책 임기제, 중고령자 연수 강화, 직무 재설계 및
재편성, 선택 정년제 등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55～59세 사이에 있는 근로자들
의 처우에 대해 기준 내 임금, 정기 승급, 베이스업, 상여금 등의 임금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안희탁, 2014).
본 연구는 대규모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적으로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
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물론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력의 갭까지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무적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업종이나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Roger & Wasmer, 2009),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생산성 지표는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2차 자료의 한계상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인력
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부담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훨씬 크게
느끼고 있다(박희준, 2014; 한국경영자총협회, 2013).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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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엄밀히 구분하여 연구를 진
행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면 좀 더 엄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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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변수 간 상관관계
1
1. 산업

2

3

4

5

6

2. 노조유무

-.070**

1

3. 기업연령

.039

.357**

4. 기업규모

8

9

10

11

12

13

-.060* .436** .333**

1

5. 07고령비율 -.111** .082** .089**

1
.006

1

6. 09고령비율 -.114** .119** .123** -.007

.751**

7. 11고령비율 -.084** .137** .109**

.674** .723**

8. 07매출

7

1

.008

1
1

.089** .395** .280** .631** -.182** -.173** -.155**

1

9. 09매출

.077* .321** .239** .595** -.195** -.204** -.221** .912**

10. 11매출

.116** .350** .225** .607** -.228** -.230** -.197** .903** .957**

11. 07인건비

-.034

.475** .320** .761**

12. 09인건비

-.053

.408** .252** .688** -.080** -.103** -.096** .795** .873** .839** .898**

13. 11인건비

-.041

.409** .229** .710** -.105** -.115** -.083** .783** .850** .871** .880** .930**

평균

0.45

0.38

21.05

5.16

0.13

0.15

0.19

11.05 11.32 11.41

9.31

9.33 9.50

표준편차

0.50

0.49

15.70

1.27

0.16

0.17

0.20

2.14

1.75

1.82 1.77

-.051

-.053

-.039

1
1

.882** .828** .825**

2.22

2.27

1
1
1

주 : **p<.01. *p<.05.

<부표 2> 계약직 근로자 수 및 기업의 계약직 비율 모형 비교
변수

모형

Ⅹ2

RMSEA

초기치 평균(분산)

4 -0.065 0.290

0.459

43.379(18940.3)***

1

0.989 0.998

0.047

40.396(17439.87)*** 1.123(1517.89)***

69.517

4

0.922 0.948

0.104

0.084(0.018)***

3.552

1

0.988 0.998

0.041

0.081(0.017)***

계약직 무성장 1273.033
수
성장
4.253
계약직 무성장
비율
성장

df

TLI

CFI

변화율 평균(분산)

0.004(0.004)***

주 : 계약직 수 = 단기간 근로자 수 + 시간제 근로자 수
계약직 비율 = (단기간 근로자 수 + 시간제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

<부표 3> 인력 고령화와 계약직 비율 사이의 경로계수
추정값(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값

고령화 초기치 – 계약직 비율 초기치

0.067**(0.031)

0.073

고령화 초기치 – 계약직 비율 변화율

0.072***(0.025)

0.171

고령화 변화율 – 계약직 비율 변화율

-0.218(0.22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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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ffects of Ageing on Productivity and Labor Costs of
Corporation
Seok, Jinhong・Park, Woo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ageing,
productivity and Labor costs of corporation. We use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LGM) because of longitudinal research. Our data Set is
combined with second, third, fourth-year of Workplace Panel Survey(WPS)
of the Korea Labor Institute(KLI).
The results show that all variables are positive liner exchange. And ageing
is negative relationship with productivity and labor costs of corporation. In
addition, Negative effects due to ageing was given twice stronger than the
productivity compared to the labor costs.
Keyword : ageing, productivity and labor costs of corporations, gap in productivity
and labor costs, latent growth model,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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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의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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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인사아웃소싱 산업의 발전단계를 해외 인사아웃소싱 동향
과 비교하고 인사아웃소싱 산업의 발달에 필요한 요인들을 추론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인사아웃소싱 분사의 성장
요인과 환경적 제약요인을 도출하였다. 국내 인사아웃소싱의 발달단계는 미
국이나 유럽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다른 아웃소싱 분야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아웃소싱 서비스에 속한다. 국내 인사아웃소싱은
공급사와 고객사 간에 아웃소싱 계약의 불명확성이 높은 단계에 있으며 주
로 비용과 관련된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사가 아웃소싱을
단순히 업무대행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 인사아
웃소싱은 아직 하청이나 컨설팅, 단순업무대행 등의 개념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웃소싱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아웃소싱 원래의 목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인사아웃소싱산업의
발달 초기에는 비용이슈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의 설명력이 높으나, 성장단계로 들어가면 자원근거이론(resource based
theory)의 설명력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 국내외 인사아웃소싱 동향을 문헌
적으로 고찰하고, E사라는 대기업 분사형 아웃소싱 공급사의 사례를 통해
국내 인사아웃소싱 업체의 성장요인과 환경적 제약요인을 살펴보았다. 인사
아웃소싱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는 고객사와 아웃소싱 공급사간의 신뢰, 프로
세스의 표준화, 서비스품질 지수의 개발, 도입목적의 명확화 등이 있었으며
제약요인으로는 서비스 전문화의 미흡, 서비스 인력의 역량개발, 아웃소싱
자체에 대한 고객사의 이해 부족, 계약범위의 모호성 등이 있었다.
핵심용어 : 아웃소싱, 인사아웃소싱,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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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국내 인사아웃소싱의 발전단계를 검토하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분사형 아웃소싱의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아웃소싱은 선진 경제권에
있어 급속히 확대되어가는 경영방식이다. 아웃소싱은 조직들이 핵심역량에 집
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비용절감의 한 전략이 되기도 하며, 부족한 전문성
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아웃소싱의 발전단계는 각 국가의 기업환경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데, 분사형 아웃소싱은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불경기를 기점으로 확대되어 왔
다. 분사형 아웃소싱은 대기업에서 특정 업무기능이 분사된 후 대기업 업무를
외부에서 수행하게 되는 형태의 아웃소싱을 말한다. 국내 아웃소싱 산업은 IMF
위기 이후 대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분사형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 대기업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생성된 독립형 아웃소싱은 매우 미
미한 상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아웃소싱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대기업
분사형 아웃소싱에 그 초점을 두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인사아웃소싱에 대해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아웃소싱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분사형 아웃소싱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사아웃소싱은 아
웃소싱 분야 중 비교적 최근에 발달된 형태이고, 더욱이 국내 인사아웃소싱은
인사 전문성이 높은 조직이라기보다 총무업무와 인사의 주변기능을 대행해 주
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인사아웃소싱에 대한 통계 및
설문자료는 크게 미흡하고, 체계적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량적 분석연구의 전 단계로 인사아웃소싱에 대한 동
향과 사례분석을 하는 탐색적 단계의 연구로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인사아웃소싱의 실태를 서구의 동향과 비교하고 국내 인사아
웃소싱 산업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특히 초기 성장단계에 들
어간 국내 인사아웃소싱 산업이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추론해 보기
위해 E사라는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를 분석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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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상세한 자료수집이 가능했고 관련 당사자와 수차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보다 질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E사는 대기업에서 분사한 인사아웃소싱 업
체로서 인사아웃소싱의 독자적 전문성을 쌓아가는 소수의 사례 중 하나이다.
1990년대 후반에 창업한 아웃소싱 회사의 상당수가 사실상 대기업의 한 기능
분야가 분사된 형태인 점을 미루어볼 때 E사 또한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의 대표
적 사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E사는 다른 분사형 인사아웃소싱 회사와 달리
독자적 전문성을 발전시켜 대기업에서 자본적 분리를 이루어냈으며, 다수의 비
연관기업들을 고객으로 하는 일반 아웃소싱회사로 발전해 가는 특이성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인터뷰 분석을 통해 인사아웃소싱 공급사로서의 성장요
인과 환경적 제약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인사아웃소싱의 동향과 실태는 어떠한가? 한국은 해외의 아웃
소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발달단계에 이르고 있는가?
둘째, 국내 인사아웃소싱 중 분사형 아웃소싱의 출현계기와 발전단계는 어떻
게 이루어졌는가?
셋째, 국내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의 성장요인과 환경적 제약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관련 문헌연구, 기업체 담당자
인터뷰, 기업체 자료, 산업의 동향보고서 등을 가능한 폭넓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전개는 먼저 인사아웃소싱의 개념을 컨설팅과 외주라는 유사개
념과 차별화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인사아웃소싱의 동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사아웃소싱의 분사가 국내에서 어떻게 출현되고 성장하면서 인사아웃소싱의
전문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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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인사아웃소싱의 개념
아웃소싱은 Prahalad 교수가 주장한 ‘경쟁이론’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즉 아
웃소싱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였다(Prahalad & Hamel, 1990). 조직은 자신의 핵심역
량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역량 혹은 주변역량들을 과감히 외부로부터 조달하
려 한다(McFarlan & Nolan, 1995; Quinn, 1999). 아웃소싱은 조직이 핵심역량
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외부화 활동의 결과이다. 특히 아웃소싱은 규모
가 비대하고 관료화된 조직이 조직구조를 슬림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
행한 혁신과정을 뒷받침한다. 아웃소싱은 조직의 내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외부 전문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웃소싱은 최근 설비관리 및 정보시스템
관리로부터 인적자원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다(Gupta
& Gupta, 1992).
인사아웃소싱의 개념은 인사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외부의 공급자에게 이
전하는 계약행위(contracting-out)를 말한다. 인사아웃소싱은 급여와 복리후생
기능을 외주화하는 것에서부터 채용, 교육훈련, 심지어 인사기획 기능까지 외
주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 개념이다(Klass et al., 1999). 인사아웃소싱이
증가하면 한 조직이 스스로 수행하는 인사기능은 줄어들게 되어, 해당 조직의
인사부서가 보다 중요한 인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Kern, Willcocks & Heck(2002)는 IT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아웃소싱 자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아웃소싱이란 한 조직의 자산, 인력, 활동을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주고 외부의 공급업체에게 이전시키는 계약활동”이다.
이러한 정의는 인사아웃소싱 공급자가 고객사의 종업원 일부를 채용하는 사례
를 설명하는 데 유효한 개념이다. 소위 고객사의 직원들이 소속만 바뀌는 관행
(badge flipping)은 넓게 보아서 아웃소싱에 포함된다(McIvo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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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vor(2005)은 아웃소싱을 이전에 조직 내부에서 제공된 재화와 서비스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해당 조직이
내부적으로 한 번도 활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행위는 제외하
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Linder(2004)는 아웃소싱을 더 넓게 정의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하던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들이 일반적으
로 필요로 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아웃소싱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아웃소싱의
정의를 좁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넓게 규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Norman,
2009).
하나다 마쓰요는 아웃소싱을 컨설팅, 인재파견, 업무대행의 개념들과 비교함
으로써 그 개념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아웃소싱이란 설계기획
과 실제 운영을 모두 외부 공급업체가 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아웃소싱은 흔히 하청, 외주, 용역, 컨설팅 등의 용어들과 혼동을 일으키는데
사실상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다. 아웃소싱의 개념을 컨설팅과 비교한 하나
다 마쓰요(戶村聖一, 1998)에 의하면, 아웃소싱은 업무의 기획설계에서부터 운
영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활동에 속한다. 이에 비해 컨설팅은 업무의 기획과
설계만을 담당하며 실제 운영은 고객사가 진행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아
웃소싱 및 컨설팅과 유사한 용어로서 대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고객사
가 업무를 기획설계하고 운영만을 외부조직이 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행에
는 업무를 조직 외부로 가지고 와서 수행하는 외주와 인재파견과 같이 조직 내
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가 존재한다.
기획과 설계를 담당한다는 면에서 아웃소싱은 컨설팅과 유사하지만 컨설팅
은 기획과 설계의 단계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에 비해 복잡
<표 1> 아웃소싱의 개념
운영 주관 못함

운영 주관함

설계기획 참여

컨설팅

아웃소싱

설계기획 비참여

인재파견

업무대행(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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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비해 아웃소싱은 비핵심분야 혹은 주변
분야의 활동이 외주화된 형태로 기획설계의 전문성이 낮고, 그 대신 운영에 대
한 경험이 축척된 서비스를 말한다. 컨설팅에 비해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아웃
소싱은 운영을 담당하는 기능을 통해 운영 시의 문제점을 기획과 설계단계로
피드백하여 반복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컨설팅은 운영상 문제점을 피드
백하여 원래의 기획설계 서비스를 개선하는 루프(loop) 과정이 약하다. 따라서
컨설팅은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혁신전략, 신제도의 도입, 경영문제의 진단
및 해결안 등 일회적이고 전략적인 서비스에 집중되는 형태이고, 아웃소싱은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행은 앞서 아웃소싱과 컨설팅에 비해 가장 전문성이 낮은 영역이다. 대행
은 고객사의 업무를 외부 파견인력이 대행해주는 인력파견이나 공급사가 관리
인력을 포함하여 대행해주는 하청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행은 업무의 기획, 설
계, 운영 모두를 고객사가 관리하게 되고, 단지 실행만을 대행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도입 목적이다.
아웃소싱이 확대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생산과 물류, 정보기술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많았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아웃소싱의 발전
은 전문적 아웃소싱 공급사의 확대와 궤를 같이해 다. 즉 아웃소싱은 공급사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더욱 급속히 성장한
산업이다. 인사아웃소싱 분야에 있어서도 급여, 복리후생, 총무, 인력파견 등 전
문서비스 기업의 출현과 함께 점차 인사아웃소싱은 아웃소싱의 대표적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사아웃소싱은 전체 아웃소싱에 20.1%를 점하고
있어 아웃소싱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산업자원부, 2000)
인사아웃소싱의 개념은 아웃소싱의 일반적 정의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개념규정이 가능하다. 우선 Lever(1997)는 인사아웃소싱을 외부업체로부터 인
적자원관리 사업영역을 장기계약 관계로 공급받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Shelgren
(2004)은 HR 아웃소싱이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사아웃소싱을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력문제를 외부 공급업체에게 파트너십 관계로 제공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차성호․양동훈(2008)은 인사아웃소싱을 채용,
교육훈련, 인사정보시스템, 급여 및 후생복지, 퇴직자관리 등 인사업무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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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운영 기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외부의 서비스 공급사에 이전하는 과정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인사아웃소싱은 컨설팅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최소한 고
객사가 수행하던 HR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
선해주는 전문서비스라 볼 수 있다. 인사아웃소싱은 단순히 고객사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 이상이어야 하며, 인사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
선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으로 인사아웃소싱은 고객사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고객사가 수행하지 못한 HR 업무를 효율
적으로 제공해 준다.

2. 인사아웃소싱의 이론적 틀
인사아웃소싱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거래비용이론과 자원기반이론으로 구
분될 수 있다.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은 인사아웃소싱을 비용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즉 조직이 인사아웃소싱을 통해 동일한 품질의 서비
스를 낮은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외부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는 주장이
다. 원래 거래비용이론을 주장한 Coase(1937)에 의하면 한 조직이 재화와 서비
스를 내부에서 생산하는 비용과 외부 시장에서 조달하는 비용이 서로 동일해지
면 조직 내 생산을 멈추게 된다고 한다. 이를 인사아웃소싱에 적용해 보면 HR
서비스를 조직 내에서 실행하는 비용이 외부의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비용보다 높아질 때 아웃소싱이 고려될 수 있다. 단 인사아웃소싱과 같이 무형
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 비용을 명확히 금액화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실무적으로 Coase의 이론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적어도 개념적
으로 인사아웃소싱의 확대가 아웃소싱 공급사의 원가경쟁력과 관련되어 있음
은 추론해 볼 수 있다.
거래비용이론이 인사아웃소싱을 설명하는 데 항상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다.
Woodall et al.(2009)은 영국의 500인 이상 기업 80개를 표본으로 HR 담당 임
원을 인터뷰하였는데, 비용절감 이슈는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인사아웃소싱의 동기는 실제로 매우 다양하였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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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하면 인사아웃소싱의 다섯 가지 도입 요인은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첫
째, 인사아웃소싱은 재무와 마케팅기능과 같이 HR 기능 이외의 부서에서 제안
하거나, 소속 산업의 경쟁기업들이 인사아웃소싱을 도입하면서 증가하는 경향
이 있었다. 둘째, 인사아웃소싱을 고려한 기업들은 비용절감의 기대가 클수록
아웃소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외부의 공급업체가 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거나 사내 HR 부서의 인원규모를 줄일 수 있다
고 생각할 때 인사아웃소싱에 적극적이었다. 셋째, HR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
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아웃소싱을 고려하였다. 이를테면 HR의 주변적
기능을 아웃소싱하면 현재 HR 부서 기능을 보다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넷째, 외부의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용함으
로써 부족한 조직 역량을 보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섯째,
사업의 부침에 따라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아웃소싱 계약을 외부
와 체결하였다.
Woodall et al.(2009)의 연구에서 비용이슈는 표면상 인사아웃소싱의 주된 동
기로 언급되었으나 실제로 인사아웃소싱은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아웃소싱을 원하는 고객사 자체가 HR 서비스의 비용을 정
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고, 인사아웃소싱을 한 후에 예기치 않은 추가비용
이 많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
사기능을 아웃소싱하게 되면서 조직 내 숙련인력이 이직하고 외부 아웃소싱 업
체의 기능사무직이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의 악화가 빈번히 발생하
였다. 때론 인사아웃소싱 이후 서비스 제공 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사례까
지 발생하여 비용 측면에서만 인사아웃소싱을 고려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인사아웃소싱의 비용절감 효과는 단지 주변적이고 일상적 HR 업무가
아웃소싱되고, 이를 외부 공급사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제공할 경우에 가
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의 관점은 인사아웃소싱의 또 다른
동기를 설명해주고 있다. 자원기반이론에 의하면 조직이 주변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핵심역량에 더 집중하기 위함이다(Prahalad & Hamel,
1990; Quinn & Hilmer, 1994). 최근 인사기능은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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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어 인사기능 역시 단순히 행정적 기능을 넘어
핵심역량에 집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인사아웃소싱은 인사인력을 사무적이
고 일상적 업무로부터 해방시켜 보다 전략적 역할에 신경쓸 여유를 줄 수 있다
(Adler, 2003; Maurer & Mobley, 1998). 만약 인사아웃소싱이 비용적 관점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채택되는 활동이라면 거래비용이론보다 자원기반이론의 설명
력이 더 유의미할 것이다.
인사아웃소싱의 두 가지 이론적 접근에 대해 Delmotte & Sels(2008)는 실증
연구를 통해 그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인사아
웃소싱은 비용적 동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즉 Delmotte &
Sels는 벨기에의 10인 이상 사업장 1,264개에 대해 3개년(2002, 2003, 2004)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사아웃소싱의 도입이 비용절감보다 전략적 역할강
화와 더 명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통계적으로 비용절감을 강조하
는 인사부서는 그렇지 않은 인사부서에 비해 인사아웃소싱을 더 많이 도입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인사아웃소싱이 비용절감의 이유로만 도입되는 것이 아니
라 전략적 동기를 포함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사아웃소싱의 이론은 크게 양분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아
웃소싱은 비용절감이 가장 주된 동인이라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
유연성, 혁신과 같은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이론적으로
대비되어 있다. 인사아웃소싱을 설명하는 이론의 유효성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더 중요한 연구질문은 현실적으로 조직들이 인사아웃소싱을 어떤
요인에 근거해 결정하느냐를 밝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거래비용이론과 자
원기반이론은 각각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이론은 인
사아웃소싱의 주요 활용동기의 일부만을 설명해줄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웃
소싱의 정도가 국가마다 혹은 산업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도 이들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기업별로 인사아웃소싱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요인에 대해
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수의 연구 중 Lilly & Gray(2005)는 아웃
소싱 공급업체의 시장경쟁이 아웃소싱 확대에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특정 시장 내 아웃소싱 공급업체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업체 간의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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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게 되어 서비스의 특화가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사아웃소싱의 경
우에도 HR 서비스 공급업체의 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특화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서비스 구매자의 선택 폭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HR 서비스 공
급업체 간의 경쟁이 증가할수록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더 낮은 가격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외주화할 수 있다. 인사아웃소싱을 결정
하는 기업의 수는 아웃소싱 공급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일반적으
로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사아웃소싱이 아웃소싱의 기업 측
수요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의 공급 측면에 의해 자극받을 수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수요는 공급을 촉진해서 공급업체의 수를 증
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단기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공급업체가 많아질
수록 거꾸로 인사아웃소싱의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역의 인과관계 또한 가능
하다고 본다.
Porter(1980)와 같은 전략이론가는 시장경쟁의 다섯 가지 요인이론을 주장하
면서 이와 유사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시장에 새로운 공급업체들이 진입
하면 대체제품의 수가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며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
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인사아웃소싱에 적용해 보면
특정 산업 혹은 경제권 내 인사아웃소싱이 더욱 활발히 활용되는 정도를 설명
할 수 있다. 예컨대 인사아웃소싱 공급업체가 일찍 발달된 경제권 내에서는 시
장경쟁이 증가하면서 인사아웃소싱 서비스의 특화와 가격하락이 가능했다. 이
러한 지역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인사아웃소싱의 선택 폭이 넓으며 산업 내
경쟁을 통해 특화된 인사서비스의 구매가 용이하다. 인사서비스 공급업체의 수
가 증가하고 서비스의 특화가 일어나면 기업들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인사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장 공급상황은
인사아웃소싱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거래비용이론이 제기한 아웃소싱과 인
소싱 간의 비용 비교가 균형점을 넘어 아웃소싱을 합리화할 정도가 되면 아웃
소싱은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게 된다.
Lilly & Gray(2005)의 논의는 유럽과 미국 같이 1990년대 초반부터 인사아
웃소싱 시장이 발달된 경제권과 아시아와 같이 후발적으로 아웃소싱이 시작된
경제권 간에 인사아웃소싱의 도입행태가 다른 점을 설명해준다. 구미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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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아웃소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해외지
사에 대해서도 아웃소싱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해당 경제권 내의
아웃소싱 시장이 그만큼 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인사아웃소싱 시장 내 공
급자 경쟁이 증가하면 인사서비스의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인사아웃소싱은
비용 측면에 있어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인사아웃소싱의
공급시장이 성장하면 아웃소싱 계약의 구체성은 높아지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표준이 확립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 결과로 아웃소싱 도입에 따른 고객사의
불확실성은 성장단계가 진행되면서 줄어들게 된다.
국내 인사아웃소싱 시장은 국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우 초기시장에 속해 있
다. 따라서 공급업체의 수가 적고 서비스의 특화도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상태
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아웃소싱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웃소싱 결정에
기업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웃소싱을 전문으로 하는 공급업체와 아
웃소싱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이행의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립된 아웃소
싱 업체보다 사내분사형태의 인사아웃소싱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 다루게 될 E사의 사례는 이와 같이 초기 아웃소싱 시장
에서 사내분사가 왜 인사아웃소싱 업체의 성장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사내분사형 아웃소싱은 외부의 독립된 공급업체가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
웃소싱 계약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사내분사형 아웃소싱은 초기 아웃소싱 시
장에서 선호되는 형태라 볼 수 있다. 또한 분사 과정을 통해 모회사의 인력이
아웃소싱 회사로 이동하여 모회사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분사형
아웃소싱이 선호될 수 있다. 분사형 아웃소싱은 상당한 인적결합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을 모회사가 유지
하는 데도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 국내 인사아웃소싱 시장이 성장하여 서비스 공급업체의 수가 증
가하면 대기업의 사내분사형 아웃소싱은 줄어들고, 아웃소싱 독립업체 형태가
발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된 아웃소싱 공급사는 여러 회사들을 대상으로
인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고 비용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인사아웃소싱을 활용할 때 항상 긍정적 혜택만을 기대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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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웃소싱에 신중한 입장이다. 2004년 미국 전략적 인적자원관리협회 조
사에 따르면 인사아웃소싱의 부정적 결과가 일부 관찰되고 있다. 인사아웃소싱
도입 이후 기업들은 고객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거나(응답 기업의 25%), 직원과
의 인적 관계성이 약화되었고(응답 기업의 37%), 직원의 사기가 떨어진 경우
(응답 기업의 6%)도 보고되고 있다(SHRM, 2004). 비록 아웃소싱의 가장 주된
이유가 비용절감이라는 주장이 있지만(Greer, Youngblood, & Gray, 1999;
Gupta & Gupta, 1992; Kakabadse & Kakabadse, 2002), 아웃소싱의 도입 이유
는 공급사의 전문성 활용, 고객 및 직원만족도 제고, 전략적 역량강화 등 다양
하다(Barthelemy, 2003; Lever, 1997). Gartner Group의 조사를 인용한 Adler
(2003)에 의하면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요인
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기업은 아웃소싱 결정을 하기 전, 특정 아웃소싱 공
급업체에의 의존성, 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 공급업체와의 신뢰관계, 공급업체
의 전문성, 고객사의 전략적 통합능력, 유연성 등을 꼼꼼히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 경제권 내에 인사아웃소싱 공급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광범위하게 인사아
웃소싱이 활용되고 있다면 이는 아웃소싱 도입에 매우 유리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즉 전문적인 아웃소싱 공급업체의 수가 많고, 아웃소싱 공급업체를 통한
정보유출이 법적으로 규제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아웃소싱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면 아웃소싱의 사회 내 활용 빈도는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 어떤 환경
에서 기업이 인사아웃소싱을 활용하게 되는지 아직 이론적 모형이 존재하지 않
지만 인사아웃소싱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Lilly
& Gray, 2005).

3. 국내외 인사아웃소싱 동향
인사아웃소싱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볼 때, 국내 인사아웃소싱의 단계는 미국
과 유럽의 성장단계에 비해 매우 초기적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의 경우는 1980년대 이후 인사아웃소싱이 빠르게 확대된 결과 아웃소싱 공급
업체가 수적으로 많고, 전문성의 수준 또한 성숙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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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웃소싱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아웃소싱이 구조조정의 수
단 혹은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채택된 경우가 많았다. 아웃소싱 산업의 초기 성
장단계에서 아웃소싱은 서비스의 질과 비용 측면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
기 때문에 국내 인사아웃소싱은 당시 분사형 아웃소싱의 형태를 가지고 발달하
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사아웃소싱은 아직 하청이나 컨설팅, 단순업무대행 등의 개념과 혼동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향후 아웃소싱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아웃소싱 원래
의 목적인 업무효율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
다. 인사아웃소싱산업의 발달 초기에는 비용이슈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거래비
용이론의 설명력이 높으나, 아웃소싱 산업이 점차 성장단계로 들어가면 자원기
이론의 설명력이 높아진다(Elmuti, 2004; Gilley, et. al. 2004).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론이 아웃소싱의 큰 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제공비용이 인소싱에 비해 낮아야 하는데, 비용하락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거
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낮은 인건비, 혹은 IT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비용의 하락
등이 필요하다. 한편 자원의존이론이 아웃소싱에 큰 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인사아웃소싱 공급업체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신
뢰가 높아야 가능해진다.
다음에서는 인사아웃소싱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구와 한국의 인사
아웃소싱 동향을 차례로 검토해본다. 크게 동향분석의 관점은 시장의 성장단계
정도, 인사아웃소싱 공급업체의 발달 정도, 아웃소싱의 이론상 거래비용이론과
자원의존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 해외 인사아웃소싱의 동향
국내외 인사아웃소싱 동향은 학술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미흡하다. 이는 인사
아웃소싱이 아직 학술적으로 연구될 정도로 자료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이
기 때문이다. 인사아웃소싱의 연구는 국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
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대단위 조사 혹은 이론적으로 정교한 논문이 발표되
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인사아웃소싱 자체는 민감한 기업 내부정보를 담고 있어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주로 아웃소싱 계약 당사자 간에 비공개 형태로 이루

118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3호

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과거 아웃소싱은 곧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
되고 실제 고용조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외부 연구자의 접근이 어려
운 주제였다. 인사아웃소싱의 동향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실무적 잡지와 연구기
관 통계 보고서의 형태로 언급되고 있고, 그것도 아웃소싱이 먼저 시작된 미국
과 유럽 등 선진국 경우에 국한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의 아웃소싱산업은 1990
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기존의 발간자료도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아시아와 호주지역의 인사아웃소싱은 일부 동향분석 자료가 발
표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성장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선 북미
와 유럽지역의 인사아웃소싱 동향을 살펴보고, 이후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지
역의 최근 동향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아웃소싱이 아시아권에 비해 일찍 발달된 미국과 유럽은 인사아웃소싱에 있
어서도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인사아웃소싱의 증가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조직을 경량화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려는 노력과 맞물
려 있다. 이들 국가들은 불경기와 저성장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아웃소싱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Gartner Dataquest의 보고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7년
까지 전 세계 인사아웃소싱 시장규모는 연평균 9.5%로 성장하고, 37조 달러까
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Gartner, 2003).
미국의 경우 대기업 중 87%가 인사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
다를 합친 북미지역의 아웃소싱 규모는 유럽보다 크다(Dell, 2004). 인사아웃소
싱은 표준화가 용이하고 주변적 업무가 주를 이루어오다가 최근에 HR 업무의
상당 부분이 아웃소싱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기
업의 HR 인력이 감축되는 변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아웃소싱되는 HR 업무는
점차 일상적 업무에 그치지 않고 특정 HR 프로세스 전체를 아웃소싱하는 포괄
적 아웃소싱(end-to-end outsourcing)의 사례로 발전되었다(Klass, 2008). 포괄
적 아웃소싱의 증가는 인사아웃소싱 공급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높아진 것도 이
유지만, 업무의 부분적 아웃소싱보다 프로세스 전체의 외주화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미국 인사관리자협회(Societ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와 Bureau of
National Affairs가 공동으로 조사한 2004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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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가 HR 업무를 적어도 1개 이상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한다(Bureau of
National Affairs, 2004). 미국의 경우는 인사아웃소싱이 다른 분야의 아웃소싱
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아웃소싱은 정보기술
(20%), 관리(15%), 유통 및 물류(10%) 아웃소싱 다음 순위로 확대되었고, 전체
아웃소싱 매출액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예정된 인사아웃소싱
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전체 아웃소싱의 11%로 아웃소싱에서 차지하는 순위
및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The Outsourcing Institute, 2000).
유럽연합(EU)의 아웃소싱 규모는 1997년 150억 달러에서 2001년 270억 달
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아웃소싱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산업자원부, 2000). 이 중 독일에서는 e-HRM, 퇴직관리, 교육훈
련, 기업연금관리, 총무 및 급여관리 등 총 다섯 개 부문에서 인사아웃소싱 요
구가 증가하고 있다. 2004년 Cranfield network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아웃소싱하는 독일 업체가 전체의 79%, 임금관리 70%, e-HRM 50%, 급여관리
46%, 퇴직관리 45%로 조사되었다. 독일 기업에 대한 보다 최근의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교육훈련에 대한 아웃소싱이 독일 기업의 약 62%, 급여계산 서비스
가 26%, 모집관리가 20%로 나타나 교육훈련과 급여관련 아웃소싱의 증가세가
뚜렷하다(Alewell, Hauff, Thommes, & Welland, 2009).
아시아권의 국가 중 일본은 비교적 일찍 인사아웃소싱을 도입한 국가이다.
일본 자동차산업은 1980년 중반까지 인력파견 중심의 아웃소싱이 진행되다,
1980년 후반 들어 급여, 인사정보, 복리후생, 퇴직자관리 분야로 확대하였다.
일본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아웃소싱 서비스 중 인사아웃소싱은 여타 분야에
비해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의 아웃소싱 서비스 활
용도를 보면 인사아웃소싱(20.1%), 정보시스템(19.7%), 제품프로세스(17.4%),
회계 및 조세(14%), 연구개발(13.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IBM, 미쯔
비시상사와 같이 재벌그룹의 인사부가 독립하여 모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업무
를 당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그 외 전 산업에 걸쳐 HR 서비스를 전문으
로 하는 아웃소싱 공급기업들이 설립되었다(ニユ-ビジネス協義會, 2004).
일본의 인사아웃소싱 공급기업들을 보면 제이프랜이나 파소나그룹과 같이
전문 인사아웃소싱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인사부문이 독립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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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와이즈 같은 분사형 기업들도 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인 시스콘은 복리
후생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아웃소싱 전문사를 분사화
하였는데,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리후생 서비스관리를 제공하는 아웃소싱
공급사로 발전한 경우이다. 일본 통상산업성은 아웃소싱 공급업체의 정보를 인
터넷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반 기업들이 아웃소싱 서비스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일본을 제외하고 아웃소싱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국가
는 뉴질랜드, 호주, 홍콩, 싱가포르이며 한국과 중국은 아웃소싱 공급사가 미성
숙한 초기시장으로 보여진다(Bearman & Easteman, 2004). 아시아권 국가 중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규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인사아웃소싱의 성장 속도는 느
려지고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인사아웃소싱은 IT 인프라가 발달되고, HR 전문
공급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이
나 한국의 인사아웃소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도약기가 오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권의 아웃소싱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아웃소싱의 계약 관계에 앞서 계
약 당사자 간의 인적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서비스의 신뢰도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동양문화의 영향으로 지속적 인간관계가 아웃소싱 도입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권 대기업들은 과거부터 다각화된
기업집단을 유지한 전통으로 외주화에 개방적이지 못하다. 이들 대기업은 인사
아웃소싱을 하면 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권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에 내부 인사기능의 아웃소싱에 소극적이다.
홍콩의 인사아웃소싱 실태를 조사한 Chiang, Chow, & Birtch(2010)의 연구
에 의하면 홍콩 내 표본기업의 약 25%가 하나 이상의 인사아웃소싱을 활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는 아웃소싱 비중이 높아져 약
33% 정도에 이르고 있다. 많이 활용되는 인사아웃소싱 상위 네 개 서비스는
교육훈련(13%), HR정보시스템(9%), 모집과 선발(7%), 복리후생(6%)이다. 이
네 가지 아웃소싱 분야에 대해서 향후 도입 예정인 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표
본 기업의 20%가 초과된다.
글로벌 기업이 많이 위치한 홍콩 내 기업들을 포함하여 아시아권은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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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렵에 비해 인사아웃소싱의 비율이 낮다. 이는 종업원에 대한 직접 통제를 선
호하는 동양문화 때문이다. 또한 인사아웃소싱에 대한 시장의 보수성이 강하고
소극적이다. 인사아웃소싱이 아직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다른 기
업의 아웃소싱 성공사례를 관찰한 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홍콩 기
업들이 인사아웃소싱 도입에 장애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이다. 우선 가
장 큰 장애요인은 아웃소싱 공급사의 서비스 품질을 확신할 수 없는 점이다.
둘째는 최고경영층의 인사아웃소싱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이며, 셋째는 아웃소
싱의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능력이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아웃소
싱된 기능에 대한 내부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홍콩 기업들이 인사아웃소싱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면,
<표 2>와 같다. 홍콩 기업들은 당장 인원수를 줄여야 하거나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정비와 변동비를 꾸준히 낮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인사아웃소싱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획득
하며, 핵심 HR 전략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물론
인사아웃소싱이 HR의 주변적 업무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 점차 비용절감보다
외부 전문성 활용으로 인사아웃소싱의 동기가 변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 2> 인사아웃소싱의 인지된 효과
인사아웃소싱으로 인지된 효과

평균

표준편차

HR 서비스 제공비용

3.07

0.72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3.72

0.73

핵심 HR 전략에 집중 가능

3.76

0.82

외부 전문가 활용

3.93

0.80

HR 서비스의 수준 향상

3.26

0.91

주 : 99개 표본기업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질문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음.
자료 : Chiang, Flora F. T., Chow, Irene Hau-Siu & Birtch, Thomas A.(2010). “Examin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outsourcing in Hong Ko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1 (15) : 2762～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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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인사아웃소싱의 동향과 실태
구미 기업에 비해 국내 아웃소싱 시장은 상대적으로 늦게 성장하였고, 특히
인사아웃소싱은 발달 초기에 있다. 우선 국내 아웃소싱 시장의 실태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산업자원부(2002)가 2001년 6월 시점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상장회사 380개 중 217개 기업(57.3%)이 1,927개 분야에 있어 아웃소싱
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의 분야는 단순업무에 치중되어 있으며
아웃소싱 분야는 기업당 8.8개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2004) 조사에 의하면 2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 346개
업체 중 약 50% 이상이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활용분
야는 제품생산이 31.8%로 가장 많고, 시설관리(18.8%), 재무/경리/회계(17.1%),
인사/노무/교육(15%), 물류/유통(13.6%), 디자인/설계(11.3%)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아웃소싱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
으로 보여, 전문성의 부족을 아웃소싱으로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HR 아웃소싱 공급기업의 등록 현황은 인재파견 1,740개사,
산업교육 121개사, e-HR 솔루션 31개사, 급여 및 복리후생 80개사, 헤드헌팅
및 채용대행 378개사, HR 컨설팅 155개사, 웹리크루팅 54개사, 아웃플레이스
먼트 13개사들로, 그 규모가 약 1,000억 원 정도로 작은 상태이다. 그러나 향후
잠재시장은 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여 고성장 사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2007).
국내 기업들의 인사아웃소싱에 대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실증연구는 차성
호․양동훈(2008)의 조사이다. 해당 연구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조직 단위로 상장기업 및 코스닥기업 131개를 설문조사하였다. 차성호․양동훈
(2008)의 조사에 의하면 인사아웃소싱 서비스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역은
채용과 교육훈련 영역이다. 채용 아웃소싱은 1997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04년에 크게 신장하는 변화를 보였다. 1997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 조사대
상 131개 기업의 인사아웃소싱 활용도를 살펴보면 채용은 35개(27%), 교육훈
련은 87개(66%), 인사평가는 7개(5%), 급여관리는 17개(13%), 사회보험 및 복
리후생은 40개(30%), 노무관리는 13개(10%), 조직개발은 9개(7%), 퇴직자관리
는 19개(15%)로 각각 HR 업무를 외부에 아웃소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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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아웃소싱은 상장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가장 많이 활
용되는 서비스이다. 코스닥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훈련 아웃소싱은 빠르게 비중
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급여관리는 1993년에 처음 아웃소싱이 이루어진
후 2000년대 초부터 코스닥 기업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담당자 인터뷰에 의
하면 급여아웃소싱은 전산시스템이 잘 정비된 금융업의 경우 급여정보의 보안
유지가 중요하였으며, 코스닥 기업의 경우는 자체 급여관리 역량이 부족하거나
전산시스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여관리의 아웃소싱이 이루어졌다(차
성호․양동훈, 2011). 결과적으로 급여 아웃소싱은 다른 서비스와 달리 급여정
보의 보안이 필요한 기업, 비용절감을 하기 위한 기업, 급여담당자가 자주 교체
되는 기업, 전문적인 급여관리를 원하는 기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
었다. 급여 아웃소싱은 종업원 수가 50명에서 400명 구간의 업체에서 특히 수
요가 큰 서비스로 보인다. 그 외 노사관계, 노동법 사항, 사회보험 및 법정복리
후생 등의 아웃소싱은 HR 전문 아웃소싱 기업보다는 노무법인에 위탁하여 제
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활용이 적은 인사아웃소싱 서비스는 조직개발과 인사평가 서비스이다.
이들 서비스는 해당 기업의 전략적 필요성이 커서 현장 관리자의 밀착 관리를
요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빈번
하지는 않지만 퇴직자관리 아웃소싱이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상황에 있다.
인사아웃소싱 서비스 중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 예정인 서비스는 상장대기업
의 경우 모집 및 선발(37.5%), 급여관리(37.5%), 퇴직자관리(1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닥기업은 향후 도입 예정인 인사아웃소싱 서비스 중
모집 및 선발(26.1%), 급여관리(21.6%), 교육훈련(21.7%)의 순으로 나타나 급
여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성을 외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상장
대기업과 코스닥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해보면 향후 인사아웃소싱 도입예
정 분야는 모집 및 선발, 급여관리 영역으로 뚜렷하게 외부화 서비스가 고려되
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기업들 중 인사기획업무와 인사평가는 외부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직접 관련된
인사기획과 인사평가 기능이 기업의 경영전략과 직접 관련된 중요 기능이기 때
문에, 사내의 자체인력으로 수행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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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사아웃소싱의 국내외 동향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인사아웃소싱의 국내외 동향을 시장의 성장단계, 인사아웃
소싱 공급업체의 발달 정도, 아웃소싱의 이론상 거래비용이론과 자원의존이론
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인사아웃소싱되는 업무는 복잡하고 전략적 업무보다 일상
적이고 정형적인 업무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위험부담이 적은 운영업무
들이기 때문이다. 인사아웃소싱이 상대적으로 일찍 발달한 서구 선진국에 비해
국내 인사아웃소싱 산업은 공급업체의 수가 적고 전문성이 낮은, 초기 시장상
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인사아웃소싱은 1998년 외환위기를 맡아 대기업에
서 분사된 아웃소싱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일부는 낮은 인건비에 의
존하는 업무대행 형태의 아웃소싱 업체가 많았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일상적이
고 정형화된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국내 기업의 인사아웃
소싱의 목적도 일차적으로 비용절감에서 시작되었고 점차 아웃소싱의 범위가
확대되면 외부 전문성 활용, 핵심전략에의 집중, HR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비용
외적 동기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사아웃소싱의 활용수준은 미국이나 서유럽에 비해 아시아권 국가들
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아시아권 국가들은 신뢰할 만한 인사아웃소싱
공급사가 미발달된 이유로 초기 시장단계에 있다. 아시아권 국가의 경우 인사
아웃소싱의 서비스 품질을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성공사
례를 지켜보려는 보수성이 강한 편이다. 또한 인사아웃소싱이 내부 HR 기능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적 보호가 강하
고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인사아웃소싱의 성장이 느린 편이다. 인사아웃
소싱의 초기시장은 서비스 비용절감이라는 목적이 강한데, 대부분 기업들이 서
비스의 원가구조를 명목화하여 평가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상태라서 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은 IT정보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ERP와 같은 정보시스템 도입이 확대되어 인사아웃소싱의 성장요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같이 HR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따로 구비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인사아웃소싱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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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웃소싱 공급사의 전문성과 정보시스템 역량이 향상되면 인사아웃소싱의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넷째, 국내 기업의 인사아웃소싱 동향은 자원의존이론보다는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국내 기업의 인사아웃소싱은 아직
전문화된 외부 아웃소싱 업체의 미발달로 주요 인사기능을 외부화하기보다 주
변적 인사업무를 외부화하는 경우 더 많다. 주변적 업무의 아웃소싱에 있어 가
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과 인력의 외부화이다. 물론 국내 기업이 인사아웃소싱
을 채택하는 이유를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으
나 인사아웃소싱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거래비용적 요소
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 E사의 분사형 인사아웃소싱
사례분석에서는 인사아웃소싱의 초기 성장단계에서 나타난 분사형 아웃소싱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인사아웃소싱은 독립형 아웃소싱 업체가 발달되
기에 앞서 외환위기라는 환경적 전환기를 통해 분사형 아웃소싱이 증가된 배경
을 가지고 있다. 아웃소싱 산업이 성장단계로 들어가면서 독립형 아웃소싱 업
체의 수가 증가하고 분사형 아웃소싱 업체도 독립된 형태로 전환되겠으나 초기
단계의 인사아웃소싱은 소수의 대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의존형 아웃소싱
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분사형 아웃소싱의 대표적 업체로
서 E사를 분석함으로써 인사아웃소싱 업체의 성장요인과 장애요인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사례분석 방법과 분석 틀
사례연구는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이 어렵거나 기존에 관련 이론이 충분히 개
발되어 있지 못한 경우 이론설정의 사전적 단계로서 의미를 지닌다. 사례연구
는 실증연구와 같이 협소하게 정의된 특정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보다 관련
된 상황변수들을 폭넓게 조사하는 데 유용하다. 사례연구는 특히 연구질문를
정하되 특정 변수에 제한받지 않고 상황적 특수성을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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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Eisenhardt & Graebner, 2007). 따라서 계량적 가설검증과 사례연구
는 서로 보완적으로 거듭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 이론의 공백을 메워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례분석은 인사아웃소싱의 이론적 틀이 아직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탐색적 의미를 가진다. 기존 경영학의 조직이론으로 인사아웃소
싱 현상은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테면 인사아웃소싱을 설명해
주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theory)은 주로 비용절감형 인사아웃소싱의 현상
을 설명해줄 수 있으나 전략적 목적의 인사아웃소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사아웃소싱이 비교적 최근에 성장하는 영역이라는 점과 기존의 이론만
으로 충분히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탐색적
조사를 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인사아웃소싱 기업의 상황을 대규모로 조사한 자료는 아직 없으며
이런 제약으로 계량적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계량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례분석은 주로 ‘how’ 혹은 ‘why’라는 연구질문에 적합하고
이에 충실할 경우 시사점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된다(Edmondson &
MacManus, 2007). 전통적인 실증연구는 계량적 조사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how many’ 혹은 ‘how often’이라는 연구질문에 적합한데, 인사아웃소싱의 경
우 실증연구에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례분석의 유형에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단일사례 연구(single case
study)와 다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복수사례 연구(multiple case study)가 있
다.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주로 특정 사례가 이론적 시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극단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풍부하고 심층적 자료수집
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하다(Yin, 1994).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single case)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E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E사는 분사형 인사아웃소싱 기업들 중 대표적 기업
에 해당되며, 현직 관리자를 통해 인터뷰와 회사자료의 협조가 가능했던 점, 그
리고 인사아웃소싱 기업들이 처해 있는 사업적 어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하였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적절한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E사의 사례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CEO, 고위 및 중간관리자 인터뷰, 회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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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자료(archive) 분석, 사업장 방문과 종업원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사례연구에 있어 회사 자료 전체를 해석해주고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인터뷰 자료는 기록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시사점
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과 수차례의 인터
뷰를 수행하였다. 복수의 경영자를 인터뷰함으로써 소수자 의견이 사례분석 전
체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Eisenhardt & Graebner, 2007). 인
터뷰 대상자는 CEO, 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경영기획 중간관리자, 직원들로
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요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E사를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기간 동안 총 6회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자 및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회사 관련 자료로
서 1998년 창립 당시의 분사 상황, 창립 당시의 아웃소싱 기획안, 창립 당시의
직원 내부 설문조사, 회사 사업구조, 매출액 추이, 조직구성, 사내 인사관리제도
운영 현황, 업무흐름도 등을 검토하고 담당자와의 질의를 통해 내부자료를 분
석하였다.
CEO로부터 분사가 될 당시의 경영 상황과 분사 이후 회사의 발전단계, 미래
인사아웃소싱 사업의 전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CEO는 창립 당시부터
회사를 경영하여 역사적 변동 상황을 상세히 알려줄 수 있었다. 인사아웃소싱
사업동향과 시장의 위협요소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지원경영자, 기획담당자
와 수차례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외에 국내 인사아웃소싱 동향에 대한 보
고서와 연구자료들을 수합하여 E사의 사업동향을 분석해보고, 사업성장 요인
과 시장의 제약요인들을 추론해 보았다.
E사의 사례를 내용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거래비용이론과 자원기반이론의 관
점에서 대기업 분사형 아웃소싱을 살펴보고자 한다. Delmotte & Sels(2008)은
인사아웃소싱 결정을 크게 자원기반이론에 기반한 초점관점(focusing view)과
거래비용이론에 기반한 효율성 관점(efficiency view)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본
사례분석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초점관점은
기업이 인사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보다 핵심적 인사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라고 보고 있으며, 초점관점이 유효하다면 아웃소싱 업무가 주변적 업무 중심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비하여 효율성 관점은 인사업무를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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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부
의 전문아웃소싱 공급사가 발달된 경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거나 낮은 인건비
로 동일한 인사업무를 더 낮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관점의
설명이 유효할 수 있다. 사실 인사아웃소싱은 두 가지 관점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분사형 인사아웃소싱 설명할 때 모기업에서 분리된
인사업무가 어떤 목적에서 외부화되었고 이후 어떤 이슈들이 중요해지는지를
살펴볼 때 두 가지 관점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사례분석에 있어 두 가지 관점 외에도 아웃소싱 업체와 고객사 간의 문화적
조화(cultural alignment)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Cicek & Ozer(2011)은 아웃
소싱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아웃소싱 고객사와 공급사 간 조직문화적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인사아웃소싱이 외부 공급사에 의하여 수행되기 위해서
는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협력, 투명성, 신뢰라는 조직분위기가 형성되어
야 한다. 이 점에서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은 모기업에서 구성원들이 분리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
적 동질성을 갖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인사아웃소싱에 대해 학계의 관심은 주로 인사아웃소싱의 동
기를 유형화하고, 인사아웃소싱 도입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었
다. 그러나 실무계의 관심은 주된 환경적 제약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사업전략에 있다. 본 사례연구는 통상의 실증연구에서 다루는 인사아웃
소싱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증이 아닌, 인사아웃소싱의 동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성장요인과 환경적 제약요인을 확인하는 데 두었다.
결과적으로 본 사례연구는 초점관점, 효율성 관점, 조직문화적 관점, 그리고
인사아웃소싱의 초기 성장단계에서 나타나는 환경적 제약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후 인사아웃소싱의 발달을 촉진할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E사의 기업 현황과 인사아웃소싱 활동
E사는 1998년 국내 전자 대기업에서 분사되어 HR 전문 아웃소싱회사로 성
장한 기업이다. E사의 모기업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
로 26개의 분사를 실행하였는데, 분사된 회사들은 제조, 고객지원, 물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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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등이었다. 분사된 회사의 규모는 5명에서 1,731명까지 다양하였으며 E사
는 사내 복리후생, 총무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사내분사
형태로 분사되었다. E사는 분사된 후에도 모회사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지 별
도의 회사명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IMF 불황에 분사형 아웃소싱은 대기업에서 사업구조조정의 한 형태로
실행되었다. E사의 모기업인 전자 대기업의 경우도 주변적 업무들을 분사, 사
내 사업가, 외주화라는 세 가지 형태로 외부화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4,000명
이 넘는 수준이었다. 모회사에서 분리된 업무들은 지게차 및 화물차 운전, 청소,
제조용역, 서비스 전화상담, 수출입 통관, 정보통신 자재 조달 및 부품관리, 판
매서비스 대행, 총무인사, 고객지원 및 서비스센터, 운전업무 등이 포함되었고
주로 주변업무로 분류된 것들이었다.
E사는 대기업의 인사총무기능 일부가 분사된 형태였는데, 주로 복리후생과
총무일반, 사서업무를 수행하던 약 120명의 인원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직원들
은 모기업 급여수준의 약 85% 정도를 보장받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조직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분사 후에 E사의 직원들은 모회사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
하게 되는데 이는 업무협조가 용이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사 당
시 모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
률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E사는 2001년부터 모회사로부터
업무장소를 분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독립적 사업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어갔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정이 호전된 후 E사의 창립 당시 직원들
상당수는 이직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소수의 직원들만 상위 관리직에 남아 중추
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사는 인사총무 분야의 다양한 기능들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사의
사업모델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에 기반을 두고, 단순히 특정
업무를 대행해 주는 단계를 넘어 업무의 기획, 운영, 모니터링을 하나로 묶는
통합 서비스 제공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E사는 크게 세 가지의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시스템(HR System)의 설계와 업무대행, 인사총무 솔루션
(Solution), 그리고 공간혁신(Space Innovation)사업이다. 공간혁신사업은 주로
ICT(Informan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이용해 스마트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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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사의 아웃소싱 영역

E사의 경영
지원 BPO
서비스

E사의 국내
지점 분포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무공간 구축, 전시/교육 특화 공간,
ICTXDesign, 공간 컨설팅

맞춤형 지원 서비스

자산관리, 사택운영 시스템, 그룹웨어 개
발/운영, 구매대행, 솔루션 기반 서비스

Payroll 서비스

연말정산, 급여대행, 급여 및 자문 서비스

고객센터 운영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보안지원, 총무업무 운영,
복리후생제도 운영, 경영지원 업무대행

외국인 임직원 지원
서비스

정착지원 정보제공, 다양한 언어지원 풀,
정보 리포트, 거주지 선정 지원, 해외이사
지원, 글로벌 인재 운영 지원

해외 주재원 지원 서
비스

생필품, 도서, 웹기반 글로벌 지원 시스템,
기타지원

서울, 수원/용인, 기흥/화성, 의왕, 온양/천안/아산, 광주, 구미

(Smart Office)를 구축하는 것인데, 인사총무 시스템과 솔루션 사업을 확장한
사업영역에 속한다(표 3 참조). E사는 총무인사 업무들 중 기업이 주변적 업무
로 간주하는 것들을 특화한 후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하여 규모의 경제
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모회사인 대기업 계열사가 전체 매출액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완전한 독립 아웃소싱 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
이다.
구체적으로 E사의 아웃소싱 업무는 [그림 1]과 같이 총무, 보안, 외국인 임직
원 지원서비스, 해외주재원 지원서비스, 급여업무 서비스, 스마트오피스 구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총무, 외국인 및 해외주재원 지원서비스, 급여업
무 서비스의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E사는 2013년 기준으로 전
국에 7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무소는 서울을 포함하여 20여 개에 이른
다. 이는 업무현장에 가까운 사무실에서 고객기업들에게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이다. 이 외에 인사아웃소싱 공급사로서 E사는 주로 고객기업의
사업장 내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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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사의 매출액 동향
(단위 : 억 원)

E사의 매출액은 2003년 이후 거의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최근 점차 성장세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웃소싱을 위탁한 업
체의 수가 증가한 이유 외에 E사가 제공하는 아웃소싱 업무가 다양화되고 전문
화되는 데 기인한 바 크다. 모회사인 전자 대기업의 계열사들로부터 아웃소싱
업무를 수주한 것 외에 E사는 외부 기업들을 고객으로 늘려가면서 시장을 확대
할 수 있었다.

다. E사의 성장요인
Hindle(2005)은 인사아웃소싱의 성공요인에 대해 실무적 제안을 하고 있으
나, 인사아웃소싱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는 인사아웃소싱이 기업 인력에 대한 내부정보와 관련된 업무가 많고 때론 인
력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Hindle(2005)에
의하면 인사아웃소싱에 있어 어려움은 고객사와 공급사 간의 신뢰관계 구축과
고객사의 인사업무에 적합하게 인사업무를 차별화(customization)하는 공급사
의 능력이라고 한다. 또한 인사아웃소싱의 계약과 관련된 모호성을 극복하고
신뢰관계 속에서 인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ment)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E사와 같은 분사형 아웃소싱 업체는 이러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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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모기업에서 분사된 형태이기 때문에 모기업의 인사
업무를 잘 알고 있으며 차별화도 용이하다. 또한 모기업의 관리자가 분사과정
에서 공급사로 옮겨왔기 때문에 아웃소싱 계약의 모호성을 줄일 수 있는 인적
결합 상태이기도 하다.
E사는 분사형 아웃소싱 업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E사의 성장요인이
나 제약요인은 인사아웃소싱 공급사 전체가 직면하게 될 성장요인 혹은 제약요
인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E사 경영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초기 창업단계
부터 E사가 경험한 성장요인과 제약요인들을 다음에 서술하고자 한다.
E사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몇 가지 성장요인이 존재한다.
E사의 기록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해낸 E사의 성공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
러한 성공요소는 인사아웃소싱의 발전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첫째, E사는 전자 대기업의 사내분사로서 초기부터 모회사로부터 일정 규모
의 아웃소싱 업무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사업 초기에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
시킬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은 이후 사업 존폐에 매우 중요
한 요인이다. E사의 경우는 사내분사를 통해 대기업의 우수인력들을 유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대기업의 사내분사라 하더라도 모두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
다. 특히 외부 업체들이 분사된 아웃소싱 업체보다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아무리 사내분사라 하더라도 조만간 사내분사 업무가 다른 회사로
외주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E사의 장기적 매출신장은 단순히 대
기업의 사내분사라는 점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보다 E사는 HR 서비
스의 수준을 전문화하고, 고객사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갔던 경영능력이 성
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8년 당시 함께 분사된 업체들 중 대다수가 현재 사
라지거나 다시 대기업으로 흡수된 것을 보면 E사의 아웃소싱 전문성이 그동안
외부 시장의 경쟁업체와 견주어 부족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E사는 초기의 총무 복지후생 업무 대행사업을 관련 서비스 업무로 다
각화하였고, 표준화와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는 데 성공했다. 1998년 분사 당시
와 비교해 볼 때 현재 E사의 사업영역은 payroll 서비스와 외국인 임직원 지원
서비스, 해외주재원 지원서비스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IT 시스템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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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여 서비스의 제공비용을 꾸준히 낮추고, 서비스의 표준화를 높여나갔
다. 서비스 표준화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메뉴얼화하며, IT 시스템을 통
해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비스 표준
화는 담당인력이 교체되더라도 동일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직률이 높은 아웃소싱업에서 필수적 역량으로 간주된다. E사는 서비스 표준
화를 위해 업무매뉴얼을 꾸준히 정비하고 IT 시스템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아웃소싱 인력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내부적으로 전문역량을 끌어올리
는 적절한 육성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E사는 설립 초기부터
100% 직원출자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에는 신우리사주조합을 도입하
여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E사의
지분 중 평직원의 지분은 약 48%이며, 그 외는 간부직원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속을 유도하고 업무전문성이 체화되도록 하였다.
2006년부터는 직원의 역량 개선을 위해 사내강사제도를 도입하고 CS 아카데미
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나갔다. 육성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성장욕
구를 충족시키고 이직률을 낮추는 작용을 하였다. 그 외 <표 4>와 같이 E사는
사원협의회를 설립하여 직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경영진과 직원 간의 소통을 유
도하고 있다. 직원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근로조건 및 고충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직원들의 직장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표 4> 경영참여제도의 고도화
Step
1

도입기

Step
2

활성화기

Step
3

혁신기

사원협의회 설립

제1기 : 2001.8.1~2004.7.31
제2기 : 2004.8.1~2007.7.31
제3기 : 2007.8.1~2010.7.31
제4기 : 2010.8.1~2011.6.30

참여 극대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사원협의회 과제 선정
- Fun & Joy, 소통, 창의

제5기 : 2011.7.1~2014.6.30

조직고도화, 혁신 과제 수행
- 2차 5大 과제 선정

제6기 : 2014.7.1~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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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내 소통채널
목적별 구분

운영소통체

비고

자율적 소통(정보 공유)

사원협의회, 동호회, 조직
력강화 이벤트

Fun & Joy 사업장 구현

직무간 소통(전문성 강화)

직무워크숍

직무역량 강화

개별적 소통

멘토링

아웃소싱사업의 경우 직원들이 고객사업장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과 회사 간의 소통채널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그러나 신우리사주
조합과 사원협의회, 사내육성시스템을 통해 회사와 사원 간의 소통을 강화한
점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웃소싱 산업 내 직원의 이직률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아웃소싱은 주로
직원에 체화된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산업이라 우수 직원의 이직을 낮추는
것이 사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E사는 상대적으로 젊고 근속연수가
짧은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사내 소통체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기
본적으로 사원협외회는 직원들로 구성된 핵심적 소통기구로 기능하고, 직무 전
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표 5 참조). 이러
한 소통체계와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E사의 최근 3년간 이직률은
9.07%에서 12.05%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2013년 평균 이직
률인 15.8%보다 낮은 수준이다(사람인, 2013). 근속이 늘어나면서 아웃소싱 업
무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E사의 서비스 전문성에 소통
프로그램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라. E사의 사업환경적 제약요인
E사가 인사아웃소싱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된 몇 가지 제약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아웃소싱에 대한 고객사의 이해가 부족하여 아웃소싱을 비용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하려는 태도이다. 실제로 아웃소싱의 과정은 단순히 기존 업무
를 대행한다는 것 이상이다. 아웃소싱은 그 도입 과정을 통해 기존 업무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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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개선하
며, 보다 전문적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사가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단순히 기존 업
무를 더 낮은 비용으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인식하면 공급사와 고객사 간의
계약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아웃소싱 제공사는 고객사와
의 계약에 있어 업무프로세스 혁신이 가능한 점을 설득하고 현실적인 서비스
제공 가격을 책정하는 노력이 필요해진다.
인사아웃소싱은 총비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
화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용만을 줄이는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많다. 고
객사는 인사아웃소싱을 도입하면서 기존 서비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재설계
하는 과정을 아웃소싱 업체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슈에만 신경을 쓸
경우 프로세스 혁신 자체가 어려워진다. 고객사의 비용 요구가 너무 과도할 경
우, 인사아웃소싱이 단순히 저임금 인력을 공급해주는 인력공급서비스 사업으
로 변질되어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둘째, 인사아웃소싱 공급사에 대해 고객사가 인원조정 차원에서 자사의 인원
들을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 고객사로부터 이동한 인력이
아웃소싱 공급사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웃소싱 업무혁신에 기여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고객사가 아웃소싱을 인력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
로 접근할 경우 인원 이동에 따른 인력관리 문제가 아웃소싱 공급사에게 전가
될 수 있다.
셋째, 인사아웃소싱 고객사와 공급사 간에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
비스 위탁비와 인건비 계정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자칫 인건비
를 계약에 포함시켜 상세히 명기할 경우 사내하청의 인력도급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진다. 사내하청의 경우 불법파견 이슈가 흔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아웃소싱 계약은 인건비 비용항목에
대한 것보다 위탁서비스 수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고객
사의 이해를 얻어야 가능한 측면이 있다.
넷째, 인사아웃소싱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고객사와 제공사 간에는 서비스
제공 범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를테면 계약에 명확히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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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부수적 업무와 지원적 업무를 아웃소싱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아웃소싱
업체에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인사아웃소싱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
기 위해서는 계약사항을 명확히 항목화하고, 서비스 품질수준에 대해서도 객관
적 수치를 제시하여 계약 이후 양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인사아웃소싱 공급사의 인력들이 고객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
황이 흔하기 때문에 공급사 직원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 사업장에 오래 근무한 아웃소싱 인력들은 공급사 직원의 입장과 고객사 직
원의 입장 사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고객 사업장에서 장기 근무를
하면 아웃소싱 공급사 직원으로서의 헌신성이 떨어지고, 소속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외지 근무 직원에 대한 효율적 인사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여섯째, 인사아웃소싱 고객사들은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따라서 직원들
이 해당 사업장에 나가 근무하다 보면 직원들의 교육훈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업무 간 이동을 통해 경력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웃소싱 공급사의 경우 용이한 일이 아니다. 직원들의 직무교육
을 위해 본사에 교육장을 설치하고 순환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도
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Ⅲ. 인사아웃소싱의 과제 및 시사점

서구 선진국 아웃소싱 시장의 성장동향에 비추어 보면 국내 인사아웃소싱산
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아직 인사아웃소싱 서비스의 전문
적 분화가 미흡하며 고객사의 아웃소싱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 있다. 특히
인사아웃소싱만을 사업화하여 독자 설립된 기업은 많지 않으며, 주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서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분사형 아웃소싱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분사형 아웃소싱 업체들은 상당 기간 대기업에 의존
하여 업무적 지배관계를 맺고 있고 전문적 아웃소싱 업체로의 발전이 저해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사아웃소싱의 국내 동향과 구체적으로 E사의 사례를 볼 때, 국내 인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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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은 주로 주변적 인사업무를 분사화하는 관점이 지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주변적 인사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인사의 핵심업무에 더 많
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인사아웃소
싱은 불경기인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보면 인사업무의 비용절
감이 중요한 동인으로 보인다. 인사아웃소싱의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비용절
감을 가능하게 하는 공급업체의 능력이 중요한데, 분사형 인사아웃소싱 조직
은 구성원의 인건비 하락을 통해 서비스 제공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조직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사아웃소싱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고객사와
공급사 간의 조직문화적 조화가 가능해야 한다. 분사형 아웃소싱은 모기업에서
이동한 구성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이점
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은 고객사의 업무장소에서 인사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인사업무에 맞추어 고객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
으며, 무엇보다 모기업의 인사서비스를 과거에 수행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의 고객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E사는 분사형 인사아웃소싱 업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인
사아웃소싱 업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장애요인, 그리고 초기 인사아웃소싱
산업이 가지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인사아웃소
싱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사는 대기업의 연관 아웃소싱 공급사가 아닌 독자
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웃소싱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사아웃
소싱 공급사가 특정 고객사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조직의 업무프로세스
를 경험하게 되면 서비스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국내 인사아웃소싱 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보다 전문성에 기반한 사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국내 인사아웃소싱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비용절감형 아웃소싱 이외에도 컨설팅
과 프로세스 혁신을 조합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이는 인사아웃소싱
공급사가 단순히 업무대행이라는 역할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컨설팅과의 사업적 결합이나 파트너 관계를 통해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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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옮겨가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국내 인사아웃소싱은 아직 성장요인보다 환경적 제약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제약요인을 적절히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제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구성원들이 고객기업에 산재되어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전문역량
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키는 육성프로그램의 고안이 필수적이다. 아웃소싱 공급
사의 직원은 일반적으로 고객기업의 직원에 비해 임금수준과 처우가 낮기 때문
에 이들의 동기부여를 자극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E사와 같이 종업원 지주제를 채택하는 것도 아웃소싱 산업의 높은 이
직률에 대응하는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인사아웃소싱 공급사는 HR 서비스의 표준화를 높이고 품질수준에 대
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표준화와 품질수준의 지표화는 HR 공급사와
고객사 간의 분쟁을 줄이고 객관적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특히 아웃소싱 서비스가 경제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지 못한 미성숙 시장
에 있어서 공급사와 고객사 간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 아웃소싱 결정
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인사아웃소싱에 대해 학계의 관심은 주로 인사아웃소싱의 동기를 유형화하
고, 인사아웃소싱 도입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
무계의 관심은 주된 환경적 제약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사업전
략에 있다. 본 연구는 통상의 실증연구에서 다루는 인사아웃소싱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증이 아닌, 인사아웃소싱의 동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사례분
석을 통해 성장요인과 환경적 제약요인을 확인하는 데 두었다.
본 사례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아웃소싱 산업의 특성상 기업 내부자료의 수집이 어렵고 자료의 비공개성이
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인사아웃소싱 산업의 환경적 제약요인들을 분석해보는
데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실증연구와 추가적 이론연구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에는 인사아웃소싱 조
직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요인들을 유형화하여 구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테면 인사아웃소싱 기업들 중 성장하는 기업의 특성들을 구분해내는 것이다.
둘째, 미래 연구는 인사아웃소싱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로서 거래비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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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원근거이론의 상대적 효과성을 검증해보고, 두 가지 이론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 연구에서
는 인사아웃소싱이 용이한 기업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인사아웃소싱이 발달된 구미의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인사아웃소싱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다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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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 of Large Company-affiliated HR Outsourcing and
Barriers to Future Growth
Donghoon Yang
This study compares developmental stages of domestic HR outsourcing with
foreign country’s ones, thereby suggesting grwoth factors and barriers on HR
outsourcing industry.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both
literature reviews and case analysis. The findings are concerned with growth
factors as well as barriers of a HR outsourcing company affiliated to a Korean
large company. The developmental stage of Korean HR outsourcing industry
is currently at a premature stage, far less delvelped than U.S. and European
outsourcing industry. In particular, key barriers of HR outsourcing to domestic
companies are uncertainty of outsourcing contract and conflict on outsourcing
costs between contractors. Korean large companies still regard outsourcing
service as contracting-out or employee leasing. HR outsourcing service must
aim at process-improvement rather than cost-saving as outsourcing service
is more professionalized. However, in Koran companies cost saving is one
of top reasons for HR outsourcing. Korean HR outsourcing can be explained
well from a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theory because cost factor plays
a key role. In contrast, U.S. and European companies tend to put more emphasis
on process improvement than cost savings, which is explained well from a
perspective of resource based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d a HR oursourcing
company that was affiliated with a large company. The finding from case
analysis is twofolds. One is that trust between contractors, process
standardization, measurement of HR service quality, shared views of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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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ourcing are key growth factors. The other is that lacks in service expertise,
low competency of HR outsourcing staffs, and unspecificity of outsourcing
contracts are all barriers to HR outsourcing service.
Keywords : outsourcing, human resource outsourcing, transaction cost theory,
resource based theory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 요령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 요령
1. 원고투고 요령

1) 『노동정책연구』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께서는 350 자 이내의 국문초록, 영
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5 개 이하의 핵심용어를 포함하여 25 페이지(논문양식
참조) 이내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마감일까지 논문을 아래의 ‘원고작성
요령’ 에서 제시하는 체제로 통일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시 원고(글파일) 및 투
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이때 투고신청서는 본원 홈페이지
([www.kil.re.kr]－[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2)『노동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에 대한 논평(comment)과 답변(reply)도 아래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제출한다.
3)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일
학술지의 발간 횟수는 연 4 회로 하며, 매년 3 월 30 일, 6 월 30 일, 9 월 30 일, 12 월
30 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투고 시기
학술지의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접수는 항시 한다.
5) 제출된 논문은『노동정책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
를 결정한다.
6) 제출처 : 노동정책연구 편집위원회(TEL: 02-3775-5590) e-mail: jlp@kli.re.kr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 원고작성 요령

1) 국문 논문은 국한문을 혼용한다.
2) 편집순은 章은 I, II, III, 節은 1, 2, 3, 項은 가, 나, 다 순으로 표기하고, 그 이하
는 1), 2), 3)으로 표기한다.
3) 인용 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
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는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 참고문헌’
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5) 표와 그림의 경우는 장, 절, 항 구분 없이 < 표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하며 세
분화하지 않는다.
6) 논문 첫머리의 저자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공동
연구인 경우 주연구자(제1 저자)를 먼저 표기해야 하며, 책임연구자⋅공동연구자
의 소속과 지위 및 e-mail 주소가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145

146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3호

7) 논문 양식 ( 아래글)
편집 용지
용지종류
위쪽여백
아래쪽여백
왼쪽여백
오른쪽여백
머리말
꼬리말

글자 모양

A4
49
49
44
44
9.5
0

글자 크기
글꼴
장평
자간

10.8
신명조
100
-10

문단 모양
정렬방식

혼합

들여쓰기

10
170

줄간격

* 표는 ｢선그리기｣가 아닌 필히 ｢표편집｣으로 작성
(글자 크기: 10, 줄간격; 135)
8) 영어 논문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준한다.
9) 이상의 원고작성 요령과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3.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중 국문 및 동양문헌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꺾쇠(｢ ｣)
로 표기하고,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이중꺾
쇠( )로 표기한다. 영문의 경우, 논문명은 큰따옴표(“ ”)로 표기하고, 책명이나
저널지는 이탤릭체 로 표기한다.
2) 저자명에 있어 국문은 가나다순, 영문은 알파벳순으로 배치하고, 동일 저자의 여
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되,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a, b, c 로 구분한다.
3) 국문 및 동양 문헌
정기간행물 : 필자( 발행연도). ｢논문명｣. 서명 권( 집) 호 : 페이지 순으로 표기
단행본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4) 영문 문헌
정기간행물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volume(number) : 페이지
순으로 표기
단행본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5) 신문기사는 신문명, 기사명, 발행연월일,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6) 아래 예의 각 경우를 참고하여, 순서, period, comma, colon 등의 기호, space, 대
소문자 등에 유의한다.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 요령 

147

7) 예

금재호․조준모(2001).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노동
경제논집 24 (1) : 35~66.
이철수(1994). ｢블루라운드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방안｣. 노동법학 4 : 199~222.
차철수(1998). 노동시장의 변천사. 박영사. pp.25~36.
유범상(2006). ｢사회적 합의｣. 이원덕 편. 한국의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pp.124~149.
Bernhardt, A., Morris, M. Handcock, M. S. and M. A. Scott(1999). “Trends in Job
Instability and Wages for Young Adult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4) : 65-90.

Kim, Shik Hyun(1996). Human Resource Management. Myok Publishers.
pp.283-307.
Beaumont, P. B(1996).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In Dale
Belman, et al.(eds.). Public Sector Employment in a Time of Transition.
Madison : IRRA. pp.283-307.
Ruiz, Javier Astudillo(2002). “The Spainish Experiment : A Social Democratic
Party-Union Relationship in a Competitive Union Context.” Center for
European Studies, Working Papers No.83.

노동정책연구 목차 색인
- 2001년 7월호(창간호)～2014년 6월호(제14권 제2호) -

◐ 창간호(2001년 7월)

▪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황
덕순)

▣ 특집
▪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정진호)
▪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 및 세부담 분
석(성명재)
▪ 한국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이정
우․이성림)

▣ 연구논문
▪ 퇴직보험 활성화와 임금채권보장기금 부

▪ 미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 파트
타임과 풀타임(안주엽)
▪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공공선택의 관점에서(조준모)
▪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 독일 경영조직법의 개정배경과 주
요 개정내용(박지순)

▣ 노동통계
▪ 상시인구조사(CPS)의 이해(강석훈)

담금체계 개선방안(김호경)
▪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조준모)
▪ 임금식과 생산성변수의 역할(허재준)

▣ 노동전망

▣ 정책자료
▪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과
제(장홍근)

◐ 제2권 제1호(2002년 3월)

▪ 2001년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이주희)

▣ 특집 : 노동시장과 교육
▣ 정책자료
▪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ILO의 입장과 정책
적 시사점(윤석명)
▪ 유럽연합의 2001년 고용가이드라인(문성
혁)

◐ 제1권 제2호(2001년 12월)

▪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
한 연구(이병희)
▪ 청년의 학교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안주
엽․홍서연)
▪ 대학교육의 경제학(장수명)

▣ 연구논문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도입이 사교육비

▣ 연구논문
▪ 직종특성과 성별 직종분리 : 미국 노동시
장의 사례를 중심으로(황수경)

지출에 미치는 효과(김우영)
▪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과 지역정책(박
영구)

▪ 공공직업안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유길상․임동진)

▪ 공기업의 여성고용 현황과 관련 정책의
분석(김영옥)

▪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
(조용만)

▣ 연구논문
▪ 직업훈련 참가결정에 관한 연구(김주섭)

◐ 제2권 제2호(2002년 6월)
▣ 특집
▪ 고령화사회와 노동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장지연․호정화)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이혜훈)
▪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청의 신인구추계 결과를 중심
으로(윤석명․박성민)
▪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직종에서의 연
령분리현상(박경숙)
▪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이정)

▣ 연구논문
▪ 자연․공학계열 졸업여성의 직업력 분석
(황수경)
▪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Upward
Mobility : The Case of Korea from 1962
to 2000(Park, Se-Il)

▣ 정책자료
▪ 인구의 고령화 : 경제 현안과 도전받는 정
책(안주엽․홍서연)

◐ 제2권 제3호(2002년 10월)
▣ 특집
▪ 여성 성별 분리와 가치 차별에 대한 다층
분석(조혜선)
▪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간의 성별 임금격
차 차이의 요인 분해(전병유)

◐ 제2권 제4호(2002년 12월)
▣ 연구논문
▪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
(이병희)
▪ 비정규직 활용의 영향요인(김동배․김주일)
▪ Economic Crisis, Income Support, and
Employment Generating Programs : Koreas
Experience(Jai-Joon Hur)
▪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욱)

◐ 제3권 제1호(2003년 3월)
▪ 노동법의 규범력 위기(채호일)
▪ 특수형태근로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보험설계인, 골프경기보조원 및 학습
지교사에 관한 실증분석(김동배․김주일)
▪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확률의
동태적 분석(김우영)
▪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박경숙)
▪ 장애인-비장애인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
효과(황수경)
▪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유길상)
▪고용안정사업의 효과 :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중심으로(금
재호)
▪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교육훈련(김동배․
김주섭․박의경)

◐ 제3권 제2호(2003년 6월)

▪ 고용조정의 결정요인 : 감원계획과 일자리
소멸을 중심으로(이규용․김용현)

▣ 연구논문
▪ The Effect of Bargaining Structure

◐ 제4권 제1호(2004년 3월)

Change on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Korea(Young-Myon Lee․In-Gang Na)
▪ 노사의 전략적 선택,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가, 경영성과간의 관계(이동명․김강식)
▪ 내부노동시장의 성격과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노용진․원인성)
▪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이규용․김용현)

◐ 제3권 제3호(2003년 9월)
▣ 연구논문
▪ 한국 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 관대성,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심창학)
▪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김유선)
▪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
(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황수경)
▪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
용실태와 개선방안(황덕순)
▪ 인사관리시스템의 선행요인에 대한 탐색
적 연구 :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김동배․
임상훈․김재구)

◐ 제3권 제4호(2003년 12월)
▣ 연구논문
▪ 노동력 활용지표에 관한 소고 : 여성 유휴
인력 지표를 중심으로(황수경)
▪ 자격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정보통신기술이 작업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양호한 노동(Decent Work)의 관점
에서(황준욱․허재준)

▪ 일본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JPSC)의
소개(김기헌)
▪ 2003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과 정책과제
(이동명․김강식)
▪ 지역간 노동이동 연구(정인수)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법적 권한이 기
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이상민)

◐ 제4권 제2호(2004년 6월)
▪ Determinants of Intra-Regional Migration
and Effects of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in East Asia(Yasushi Iguchi)
▪ Globalization, Logics of Acti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National Government
Roles(Sarosh Kuruvilla․Anil Verma)
▪ Globalisation and Changing Patterns of
Employment Relations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Frameworks(Greg J. Bamber․
Russell D. Lansbury․Nick Wailes)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판례와 행정해석 분석 및 입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장의성)
▪ 자동차운수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개념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방안 모색의 기초
(이상희․배규식․조준모)
▪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
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황
수경)

◐ 제4권 제3호(2004년 9월)
▪ Labor Relations and Protection of Labor

Rights under Globalization : Core Labor
Standards in China(Chang Kai)
▪ The Changing Labor Market,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r Policy(Tadashi
Hanami)

(이수진)
▪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문
무기)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
(小考) (박은정)

▪ 고용촉진훈련의 성과에 관한 연구(남재량)
▪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제5권 제2호(2005년 6월)

적용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장의성)

▣ 연구논문

◐ 제4권 제4호(2004년 12월)

▪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김주섭)

▣ 연구논문
▪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고용 유연화가 기업의 훈련투자에 미치는
영향(정재호․이병희)
▪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작업조직 설계(이
동명)
▪ Alternative Retirement Plans and the
Salary Peak System in Korea(Semoon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변금선)
▪ 일본 남녀고용평등정책의 현재(다케나카에
미코)
▪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
요인 분석 : 보건의료노조의 사례(이주희)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김소영)

Chang)

◐ 제5권 제3호(2005년 9월)
▣ 특별기고논문
▪ 노동조직 연구에서 젠더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키모토키미코(木本喜美子))

◐ 제5권 제1호(2005년 3월)
▪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최옥금)

▪ 경기변동과 일자리소멸 : 생산성에 따른
선별을 중심으로(김혜원)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실인
가 (김용현)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
안(유길상)
▪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이철수)

▪ 연결망 접근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적 노동

▪ Including Informal Sector Workers In

운동’의 가능성 :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s(허재준)

주의적 전통의 복원(은수미)
▪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재정 추정(최강식․
정진화)
▪ 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이승렬)
▪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 제5권 제4호(2005년 12월)
▪ 노사관계로드맵 쟁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을 중심으로(조준모ㆍ이원희ㆍ이동복)

◐ 제6권 제3호(2006년 9월)

▪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박성재)
▪ 한국 기업의 퇴직연금제 선호에 관한 연구: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와 제도유형을 중심
으로(반정호)
▪ 사업장내 전자우편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n E-mail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이창범)

▪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위험(이병희)
▪ 미국의 해고자유원칙과 그 제한의 법리
(박은정)
▪ 노동조합이 기업의 유연화에 미친 영향
분석(이시균․김정우)
▪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규창․
김향아)

◐ 제6권 제1호(2006년 3월)

▪ 한국과 중국 근로자들의 이중몰입 실증

▣ 연구논문

▪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해석

연구(이을터․이장원)
▪ 비고용인구의 노동력상태 이행 역동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김가율)
▪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성지미․안주엽)

및 입법의 한계(이상희)
▪ Poverty, Altruism, and Economic Growth
(Lee, Injae)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호원․이종구․김두중)
▪ 성과배분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배․이인재․장지예)
▪ 노동조합의 전투성에 관한 연구(이병훈․
윤정향)

◐ 제6권 제2호(2006년 6월)
▪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 비교
(조성재)
▪ 비정규노동의 나쁜 일자리에 관한 실증연구
(이시균)
▪ 근로자 참여와 비정규직 고용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 연구(권순식)

◐ 제6권 제4호(2006년 12월)
▪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성지미)
▪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김경휘ㆍ반정호)
▪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
(신동균)
▪ 근로자 의사대표기제(Voice Mechanism)
로서의 노동조합, 근로자참여에 대한 비교
연구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률을 중심으로
(권순식․박현미)
▪ 일본 노동조합 재정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최영진)
▪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훈련(김우영)

▪ 사회협약 안정화 과정 비교 연구(임상훈)

▪ 고성과 지향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관리에

기술혁신 : 노동자 태도의 매개효과(허찬영

관한 연구(김재환)

ㆍ이현도)

▪ 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박제성)
▪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
(김동헌․유길상)

◐ 제7권 제1호(2007년 3월)
▪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장

지연․양수경)

◐ 제7권 제3호(2007년 9월)

▪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진숙경․김
동원)
▪ 한국 산별교섭에 대한 국제비교론적 평가
(조준모․이원희)
▪ 유럽에서 단체교섭 법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문제(박제성)
▪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 울산
동구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한상
진․김용식)
▪ 기업에서의 승진 결정요인 변화 : MF 외
환위기 전후 한국 대기업 인사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엄동욱)
▪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손향미)

◐ 제7권 제2호(2007년 6월)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조상균)
▪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자총협회의 역할과
전략적 행동 : 법정근로시간 단축 협상을
중심으로, 1998～2003(전인)
▪ 한미 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
실태(문무기)
▪ 조직문화,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김진희)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
방안(김재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 한국의 지역노동시장 조정의 동학(김혜
원)
▪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
2003년과 2005년(박기성․김용민)
▪「사업체패널조사」의 고용관련 여성차별
과 그 결정요인(성지미)
▪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판례상 근
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강성태)
▪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김동배․이인재)
▪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 :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박제성)
▪ 비교사례(영국, 아일랜드) 접근을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social pact) 성립의 제도
및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심상용)

◐ 제7권 제4호(2007년 12월)
▪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남준우)
▪ 적립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윤정열)
▪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이
승렬․최강식)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강병구)
▪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합리성 가설과 비합리성 가설
의 검증(김윤호)
▪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Status among
Salaried Workers in Korea(김진숙)

방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 항만노동체제의 전환과 동학(백두주)

(윤조덕․한충현)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 : 주요 개념을 중심
으로(이상우․장영철)
▪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 영․
미․일의 사례와 시사점(장화익)

성격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박은정)
▪ 지역노동시장정보의 빈곤 극복을 위하여 :
구․시․군 소지역 고용통계를 중심으로
(심상완․정성기)

◐ 제8권 제1호(2008년 3월)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지표의 문제점 :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 출산, 고용, 성장 간 상호연관성 연구 : 구조적
VAR모형을 중심으로(박추환․한진미)
▪ 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 분석(황수경)
▪ Is Good Beginning Half Done? : Measuring
the impacts of non-regular initial employ
ment on future employment prospects
in Japan(Joon Young Kim)
▪ 전공불일치 결정요인과 전공불일치가 근속과
임금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임찬영)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남기곤)
▪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 :
영국의 사례(황덕순)
▪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 영국․독일․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김형기)
▪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 : 제조업 사내하청을
중심으로(은수미)
▪ 공직사회의 노동자참여(EI)와 발언, 노조
몰입에 관한 실증연구(박재춘)

▪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강동욱)

◐ 제8권 제2호(2008년 6월)

◐ 제8권 제4호(2008년 12월)
▪ 근로생애사와 노동시장 성과(신동균)
▪ 연봉 차등폭이 보상수준 만족에 미치는

▪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김상호)
▪ Another Look at Affirmative Action :
Voices of U.S. Beneficiaries(Haejin Kim)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에
관한 비교 연구(이병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이준희)
▪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과 한국에서의 가능
성 : 이론 검토 및 선진국 비교연구를 중
심으로(임상훈)
▪ 2000년대 독일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국가의
미시적 작동방식 변화(황규성)

◐ 제8권 제3호(2008년 9월)

영향(김동배․김기태)
▪ 특수형태근로부문의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조선주․최윤영)
▪ 회생․파산절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
협약에 미치는 영향(양형우)
▪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 도시 임금소득
자 가구를 중심으로(이성균)
▪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상호)
▪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이민우․이영진․한
재창)

▪ 패널 자료로 추정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
성(강승복․신동균)
▪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 국민노후보장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엄동욱)

◐ 제9권 제1호(2009년 3월)
▪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전현

배․이인재)

◐ 제9권 제3호(2009년 9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익률에 대
한 연구(서병선․임찬영)
▪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
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
널」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전
승훈․홍인기)
▪ 공공기관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동명)
▪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조성혜)
▪ 국내 단체교섭구조 및 그 결정요인과 산
업별 다양성: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고찰(정
주연)
▪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황선웅)

▪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조동훈)
▪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효과 연구(조선주)
▪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종단면 연구(서인석․김우영)
▪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의 인사제
도 내재화, 조직몰입 및 품질경영활동에 미
치는 효과: 제조업종을 대상으로(김진희)
▪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직 명료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
직자를 대상으로(김 균)
▪ 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
체사례 연구(노병직․이준우)

◐ 제9권 제2호(2009년 6월)

▪ 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가 노
사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 기업지배구조

▪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
에 대한 연구(신동균)
▪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영향(박진희)

에 관한 이해관계자 관점을 중심으로(김
동주)
▪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이영면․김환일)

▪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노용
진․채창균)

◐ 제9권 제4호(2009년 12월)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김재훈)
▪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
색적 시도(김동원․이규용․권순식․김영
두․진숙경․김윤호)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의
도전과 기회 : 대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
의 의식조사 사례 중심(전 인)
▪ 복수노조 갈등 : 이론과 현실(김태기)
▪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
(少論)(박은정)

▪ 이자율 옵션모델(CIR)의 적용을 통한 산
재보험의 적정 연금 ․ 일시금 수준의 평
가(신종욱․마승렬)
▪ 도시의 산업 특성과 고용 성과(전병유)
▪ 작업장 혁신 담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최
영섭)
▪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이영면․이동진)
▪ 특수고용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의향 : 노동조합, 직무 자발성의 조절작

용 탐색(권순식)
▪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분석을 중심
으로(조용만)
▪ 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
트너십: 서구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이 선)
▪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정진우)

and Labor Market Equilibrium (Byung
Woo Kim)
▪ 고용보험법의 현행 적정적립금 기준 평가와
대안 지표로서의 준비율 배수(허재준․김동헌)
▪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손종칠)
▪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정병석)
▪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and

◐ 제10권 제1호(2010년 3월)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 Do They
Make Workers Work Harder, Smarter,

▪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 :
패널연구(하태정․문선웅)

or Kinder?(Haejin Kim)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조상균)

▪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 연봉제의
사례(김동배)

◐ 제10권 제3호(2010년 9월)

▪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 : 국제비교와 정
책적 시사점(김동헌)
▪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
(유길상)
▪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통합
적 연구(심용보․이호창)
▪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이승욱)
▪ 영국의 사업장 내 징계해고절차에 관한
연구(김근주)

▪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전과정에서 영어
의 역할(김진영․최형재)
▪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안태현)
▪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조동훈)
▪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 임금차
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백학영․
구인회)
▪ 기업특성과 가족친화제도 활용 용이성 :
여성관리자의 육아휴직 및 본인병가제도
활용을 중심으로(민현주)

◐ 제10권 제2호(2010년 6월)
◐ 제10권 제4호(2010년 12월)
▪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Yanggyu Byun․Joo-Young Jeon)
▪ 경력개발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
교육훈련에 대한 보완 효과(강순희)
▪ R&D Investment,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Korea: Technological Progress

▪ 주성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변양규)
▪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 :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유길상)
▪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남재량․박기성)

▪ 경영진의 지원과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김진희)
▪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
어서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 연구(장의성)
▪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 노조 간 조직경쟁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KiWook

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노용진)

Kwon․Dae Yong Jeong․JohngSeok Bae)

▪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새

▪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참여와 참여적
작업조직활동 모색 : 노사관계의 역할을
중심으로(김현동․이동진)
▪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남녀차별적
지급기준(강선희)

로운 평가 방안(정인수․지승현)
▪ 노동조합 전투성과 온건성: 조합원들의 사
회 심리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권순식)
▪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정장훈․조
문석․장용석)

◐ 제11권 제1호(2011년 3월)
◐ 제11권 제3호(2011년 9월)
▪ 팀내 임금격차가 심화되면 팀 성적이 향
상되는가? : 한국프로야구 데이터 분석을

▪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김혜원)

중심으로(김정우․김기민)

▪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

▪ 성과주의 임금 도입의 영향요인 : 한일 비
교(김동배․김정한)
▪ 지역간 이주, 경제활동참가, 직업훈련의 동
시 의사선택에 관한 실증분석(김주섭․정
원일․전용일)

(남성일․전재식)
▪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 경력 초
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성지미)
▪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 추정(조선주)

▪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석상훈)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실질적 사용자의

▪ 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성과

판단: 부당해고의 구제를 중심으로(조성혜)

분석: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노용진)

▪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혁신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에 미치는 영향 : 업무개선 제안활동 활성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손지
아․박순미)

화를 중심으로(김현동․신은종)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김기선)

▪ 기대효용 접근법에 근거한 도시가구의 빈
곤에 대한 취약성 분석(김계숙․민인식)

◐ 제11권 제2호(2011년 6월)

◐ 제11권 제4호(2011년 12월)
▪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성희)

▪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하경효․박종희․

성과에 미치는 효과(박재민․김영규․전재식)

강선희)

▪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이승렬)

▪ 공무원노조 리더의 리더십과 조합원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박재춘)
▪ 미국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삼권 보장 법

발전방안(유길상)
▪사업장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박원주․전용일)

리와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강현주)

◐ 제12권 제3호(2012년 9월)
◐ 제12권 제1호(2012년 3월)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조용만)
▪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
(RES)를 중심으로(김우영)
▪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
구: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반정호)
▪ 다수준 접근을 통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 규명(남정민․전병준)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조용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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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 고성과 인적

향 : 형제 · 자매 · 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자원관리의 조절효과(이수현․석진홍․박

한 분석(양정승)

우성)

▪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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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김경희)
Disability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상호구성 :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Cho)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이정

▪ Legislative

Challenges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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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주연)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
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강순희)
▪대학재학 기간의 휴학경험과 직장생활(김
현동)
▪최저임금법의 패러다임 탐색 : 미국 공정
근로기준법상 ‘공정성’ 개념과 그 함의(강
현주)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단 :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심재진)

▪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의 한 사례 :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의 평가 및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과제를 중심으로(박태주)
▪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권순식)
▪ 연령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

▪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 세대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이혜정․유
규창)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홍․박우성)

▪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 보완탄

▪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자성 비교 연구(서정희․오욱찬․박경하)
▪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김정호)

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남성일)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어떻게 제
공해야 효과가 있는가?(김혜원)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박은정)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김기선)

◐ 제14권 제1호(2014년 3월)
▪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
존성(최효미)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
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
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이영면․
정선아)
▪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
를 중심으로(옥지호)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조건의 국제비교와 시
사점(유길상)
▪ 안전분위기 구성요소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문기섭․장영철)
▪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
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
제를 중심으로(장우찬)

◐ 제14권 제2호(2014년 6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이원성(二元
性) : 단체교섭 당사자와 부당노동행위(지
배․개입) 주체의 해석(류문호)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박용철)
▪산재보험 장해연금 수급자 생명표 개발 연
구(정홍주․전용범․이현복)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다양성과 조정성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김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