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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존성*
2)

**

최효미

본고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의 동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
구로서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노동시장에 직면한 기혼 여성의 고용형
태별 상태의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건계열 그래프와 미관측
이질성 및 내생성을 고려한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혹은 비임금근로의 함정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비정규직으로 진입한 경우라 할지라도, 비정규직 근로
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에 비해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전기에 정규직 근로를 하던 기혼 여성의 경우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정규직 유지 확률 및 취업 계속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규직 근로 확률은 비정규직 혹은 비임금근로에 비
해 보육변수들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용어 :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모형

논문접수일: 2013년 11월 25일, 심사의뢰일: 2013년 11월 28일, 심사완료일: 2014년 1월 16일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수
정․보완한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위원님들과 윤정열 지도교수님 그리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성재민 박사님, 반정호 박사님,
배기준 책임연구원께 감사드린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chm@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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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통상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는 여성 자신의 연령,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과 임금수
준 등의 일자리 특성, 가구 소득수준(혹은 배우자 소득) 혹은 남편의 학력수준
과 같은 가구 특성, 자녀 수, 자녀 연령, 자녀 보육자의 부재, 높은 보육비용,
열악한 보육환경 등의 보육 부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보육에 따른 부담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기회비용을 크게 만들어
노동시장참여를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나아가 보육 부담을 지닌 기혼 여성은 노동시장참여 자체가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임금근로 및 비정규 일자리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고 있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이 경력단절에 따른 인적자본의 감소 때문인지, 혹은 보다 짧
고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선호하는 기혼 여성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
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
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2차노동시장의 존재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비정규 일자리 및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진입 장벽이 낮아 경력단절 이후 재
진입이 쉽기 때문에,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노동공급을 늘리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일자리는 근로시간의 융통성이 커
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
히 가구 내 부가노동자로 여겨지는 기혼 여성에게 있어,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역할은 직접적 소득을 창출하지는 않을지라도,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고 보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일자리는 상대적으
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이므로, 실직에 따른 기회
비용이 낮고 취업에 따른 소득 증가가 유보임금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존성(최효미) 

3

망실업 확률을 높이는 기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족의 형성과 자녀의 양육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는 장기에 걸친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how, 1992; 황수경, 2002; 김가율, 2007). 그런데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 혹은 결혼이나 출산을 전후한 시점의 노동
시장참여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각각의
시점을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측치를 대상으로 사건
발생 전후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특정 시점에
서의 상태를 과소 혹은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은 인적자본, 가구 특성과 같은 관측 가능한 특징뿐 아니라, 가구 내
역할 분담 및 보육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미관측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
문에, 내생성 문제로 인한 추정치의 왜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장기에 걸친 동태적 변화와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에 초점을 맞
추어, 보육 부담을 지닌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때 분석 방법으로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dynamic panel multinomial
logit)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도
출해 내고자 한다. 한편 이항 모형을 적용한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고는
고용형태를 크게 미취업/비임금근로/임금근로(비정규근로/정규근로) 4개의 범
주로 구분한 다항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대안적 고용형태들 간의 상관을 고려
한 결과를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혼 여성들은 노동시장참여 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닌 2차노동시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취업-미취업 혹은 비임금근로-임금근
로, 정규근로-비정규근로 등과 같이 이항으로만 구분되는 모형보다는 이들을
동시에 고려한 다항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때, 일
반적인 다항로짓 모형이 아닌 동태적 패널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특성
및 고용형태 사이의 상관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여 추정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추정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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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소요되고, 모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2004)∼13차년도(2010)까지 7개년도 자료를 균
형패널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고의 구성을 보면, 먼저 제Ⅱ장에서는 기혼 여
성의 고용형태 선택 및 상태의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제Ⅲ장에서는
분석 방법인 동태적 패널 임의효과 다항로짓 모형(dynamic panel multinomial
logit model with random effect)과 분석 자료의 특징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지는
제Ⅳ장에서는 사건계열 분석을 통한 고용형태의 동태적 변화 및 동태적 패널 다
항로짓 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패널 모형을 적용하지 않은 다
항로짓 분석과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분석의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모형이 갖는 차별성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 정리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Ⅱ. 선행연구

상태의존성이란,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선택 혹은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이전의 고용형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상태의
존성은 특정 상태의 낙인효과(혹은 함정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히 실업의 상태의존성에 관한 연구가 주축을 이루어 왔다(Narendranathan & Elias, 1993; Fliag et al., 1993; 강순희․정윤형, 2001). 낙인효과
혹은 함정효과는 과거의 특정 사건이 개인 특성의 하나로 여겨져, 이로 인해
과거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여 실업상태를 경험한 개인은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개인의 특성에 더해지면서, 더욱 취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
당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함정효과가 실업↔취업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고용형태의 선택에 있어서도 작용한다는 연구가 차츰 증가하고 있
으며, 고용형태별 상태의존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비임금근로의 상태의존에 초점을 맞춘 연구인 Henley(2004)는 임금근로에
비해 비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을 강조하며, 이전에 비임금근로를 했던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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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를 했던 사람에 비해 현재 비임금근로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주
장했다. 보다 많은 고용형태(미취업-임금근로-비임근로)에 대한 분석인 Caliendo
& Uhlendorff(2008)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미취업자일 때 비임금근로로 진입할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미취업자가 될 확률
도 높다고 하였다.
한편 Drobnič et al.(1999), Hundley(2000), 성지미(2002) 등은 보육 부담을 지
닌 여성은 재택근로, 보육시설 근접성, 근로시간 단축, 업무수행의 신축성 등이
노동시장참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기혼 여성들
은 비임금근로를 선택하게 됨을 강조하였다. 반면 Yu(2002), Okamura & Islam
(2009), Mosthaf et al.(2009), Ahn(2010) 등은 보육 부담이 큰 기혼 여성의 경우
에는 많은 책임과 업무 부담이 주어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시간제
근로 혹은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Yu(2002)는 일본의 경력단절여성들이 노동시장 재진입 시 비정규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였다. 그는 보육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일단 이탈한
기혼 여성이 정규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정규 일자리는
대체로 남성 혹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음을
주지했다. 따라서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로의 진입이 제한되는 상
황에서도 경력이 단절된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는 이유는 자녀
의 진학 혹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같은 가구 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한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Okamura & Islam(2009)은 미취업 대비 비정규직근로와 정규직근로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태의존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들은 미취업자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
의 경우에 오히려 상태의존성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기혼 여성의 정규직 일자
리를 유지시키고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비정규직 일자리에도 함정효과가 존재함으로써 비
정규직 일자리가 기혼 여성의 정규직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혼 여성들이 일단 비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한 후 정규직 일자리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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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연구로 Mosthaf et al.(2009)과 Ahn(2010)은 비록 시간제 일자리
에 상태의존이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시간제 일자리가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이전에 시간제 근로를 하던 기혼 여성의 상당수가 전일제
근로로 이행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미취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시간제
근로라도 참여하는 것이 전일제 근로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기혼 여성의 비정규 근로에 관한 국내 연구 중에서 성효용․김민경(2003)에
따르면, 여성은 노동시장 재진입 시 정규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고, 비정규
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었던 미취업자가 정규직으로 탈출할 확률은 부(-)의 효과가 발견된
반면, 비정규직으로의 탈출 확률은 양(+)의 효과가 관측되어, 비정규직의 함정
효과가 존재함을 암시하였다.
한편 김우영․권현지(2008)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강한 상태의존성을 잘 보
여주는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 그들은 현재 비정규직 여부와 과거 비정규직 여
부 간에는 강한 상관이 존재하며, 이러한 비정규직의 상태의존성은 남성에 비
해 여성이 월등히 높다고 하였다. 특히 기혼 여성과 저학력 여성은 비정규직의
고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동태적 패널 모형을 활용하여
비정규 일자리의 상태의존성을 검증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는 뜻 깊은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종속변수를 정규-비정규로만 구분하는 이항 모형을 활
<표 1> 기혼 여성의 고용형태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
비임금근로

비정규근로

고용형태 선택

Drobnič et al(1999)
Hundley(2000)
성지미(2002)

Yu(2002)
성효용․김민경(2003)

상태의존
(동태모형 적용)

Henley(2004)
Caliendo &
Uhlendorff(2008)

김우영․권현지(2008)1)
Okamura & Islam(2009)
Mosthaf et al.(2009)
Ahn(2010)

주 : 1) 김우영․권현지(2008)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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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고용형태를 정규직근로-비정규직근로 이항으로
만 구분할 경우, 임금근로의 대안적 고용형태인 비임금근로 혹은 미취업을 분
석에서 제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원하는 일
자리로의 진입이 가로막혀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한 경우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고용형태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Ⅲ. 분석 방법 및 변수 설명

1. 분석 방법
본고가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방법은 동태적
패널 임의효과(dynamic panel random effect) 다항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이다.3) 통상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을 검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관측된 특성뿐 아니라, 미관측된 특성도 잘 통제해야 한다는 점이다(Heckman,
1981). 패널 분석은 각 개인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통
제하기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관측 이질성을 어떻
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본고
와 같이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 고
용형태와 같은 미관측된 개인의 특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채 상태의존성을
추정하게 되면,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하여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높다.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모형의 구조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개인
의  기의

고용형태



에 대한 다항 모형은 식 (1)과 같다. 본고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서로 대안적 관계에 있는 고용형태를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는
데, 미취업, 비임금근로, 임금근로(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구분)가 그것이다.
3) 분석 모형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Mosthaf et al.(2009), Uhlendorff(2006), Wooldridge
(2005), Chamberlain(1984), Mundlak(1978) 등을 참조하거나 재인용하였다. 동태적 다항
로짓 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는 본고의 서론 부분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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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ｘ   ｙ       

이때,

   …  

이고,

닌 관측된 특성, y는

   …  

  의

(1)

이고,

   …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상호 배타적인 더미변수 벡터

로 상태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는

이며, x는 강외생성을 지

 는

강외생성을 지닌 오류항이고,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인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진정한 상태의존(true state dependence)

 만을

추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제변수이다. 일반적으로는 미관측된 개인 특성 와 관측된 특
성 x 사이는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그럴 경우 추정치  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혼 여성 노동시장참여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관측 특성으로는 보육에 대
한 남녀의 역할 차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가 분석에 사용한 동태적 패널 모형에서는 이러한 미관측 개인
특성

 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들의 평균값과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완화한다. 즉

 는

  
ｘ   

(2)

와 같이 정의된다. 이 모형은

 는

모든

   에

대해서

ｘ

및

 와

독립이라고

가정한 모형으로, 식 (1)에 식 (2)를 대입하면,
    
  ｘ   ｙ     ｘ
 



(3)

이 도출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초기 조건의 문제(initial conditions problem)가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 조건의 문제란

 와

초기 값

ｙ

사이에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노동시장 최초 진입 시 고용형태 선택에도
개인의 미관측된 특성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
고용형태는 현재의 고용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를 감안해 주어야만 제대로 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관측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의

오류항인

 와

초기 값

ｙ

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모형을 수정하여야 한다.

사이에 상관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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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Wooldridge(2005)가 제안한 방식으로, 초기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도
록 한다. Wooldridge(2005)에 따르면,

 는

  
ｘ   ｙ   

(4)

와 같이 정의되며, 이를 식 (1)에 반영하면,
  ｘ   ｙ     ｙ   
ｘ     

(5)

가 도출된다.
여기서 개인 특성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남게 되는 오류항

 가

Type Ⅰ 극

단값 분포(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동태적 패널 임의
효과 다항로짓 모형이 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일

   ｘ  ｙ      

때 개인 의 고용형태가 일 확률은
ｘ    
expｘ   ｙ     ｙ   







   
expｘ   ｙ     ｙ   ｘ
 


(6)

과 같다. 이때 모형의 식별을 위해서, 기준이 되는 고용형태(본고에서는 미취업
상태를 말함)의 계수 벡터
한편 임의효과


 

미관측 이질성

 을

0으로 설정한다.

관측 가능하다면, 개인 의 우도함수는





 

 가

       과

    ｘ  ｙ     

 

(7)

가 될 것이다.
여기서 개인 가  기에 고용형태가 라면
하지만

 는

   인

경우이다.

관측 불가능하므로, 우도함수는 식 (7)에 기대 값을 취한 형태로,

식 (8)와 같이 적분하여 도출된다.
 

∞





 

∞  




  

   
expｘ   ｙ     ｙ   ｘ
 










expｘ   ｙ     ｙ   
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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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미관측 이질성

 ≡      ′ 가

제약이 없는 분산-공분산 구조

(unrestricted variance-covariance structure)를 가진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수치 적분을 통해 우도함수를 추정
한다.
이 같은 동태적 패널 임의효과 다항로짓은 여러 개의 고용형태 사이의 차이
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으며, 관측된 특성뿐 아니라 개인의 미관측된 특성까지
통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고용형태로 인한 초기 조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생성 문제
를 완화하고 보다 엄밀한 의미의 상태의존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다. 그러나 이러한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추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모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2. 분석 자료 및 변수 설명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인 고용형태는 미취업, 비임금근로, 비정규직근로,
정규직근로의 4개 범주로 구분된다. 먼저, 미취업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포괄
하는 개념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18시간 미만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기혼 여
성의 경우에는 취업↔비경제활동 사이의 양방향 이동이 대부분이고, 한국노동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실업 상태의 개인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 뿐
아니라 실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관측치가 많지 않다. 비임금근로는 자기고용
의 형태를 가진 일자리로, 피고용인 없이 사업체를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 그리고 주당 18시간 이상 근로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임금근로자는 크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하였는데, 비정
규직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는 한시적 근로, 기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 호출(일
용대기)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 도급 근로, 가내(재택) 근로, 임시직
근로, 일용직 근로 등이며, 본고는 이러한 고용형태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였다.4)

4) 세부적인 비정규 현황 및 산출 방법은 남재량 외,『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
패널 기초분석보고서』(각 연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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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고용형태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여성은 미취업
자의 비중이 50%를 훌쩍 상회하였으며, 취업자 중에서는 정규직 근로의 비중
이 높긴 하나, 비정규근로 및 비임금근로의 비중이 비슷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남성은 정규직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임금근로 순이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취
업자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비중을 산출하면, 여성의 경우 고용형태별로 삼등
분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정규직 근로를 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여성은 고용률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상대적
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고 있음을 내포한다.
본고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13차(2010년) 총
7개년 자료이며, 균형패널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 초기 조건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함된 초기 고용형태는 6차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
널 1〜6차년도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이 모두
존재하는 차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노동패널은 5차년도 이전에는
자기선언적 비정규직만을 조사하였고, 6차년도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2>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중 : KLIPS 표본 전체
(단위 : %)

미취업
임금 비정규직근로
남성 근로 정규직근로
비임금근로
전체
미취업
임금 비정규직근로
여성 근로 정규직근로
비임금근로
전체
전체 표본 ( 명)

7차

8차

9차

10 차

11 차

12 차

13 차

32.9

32.8

15.0

13.4

32.5

32.9

31.7

32.4

31.1

15.6

13.7

13.3

14.7

14.9

30.6

31.4

30.7

32.3

33.5

31.9

33.2

21.5

22.5

21.2

21.1

21.5

21.0

20.8

5,634

5,569

5,664

5,754

5,671

5,676

5,594

58.4

59.0

58.5

58.6

58.7

58.4

56.8

12.3

11.0

11.3

10.7

11.0

12.4

14.0

15.7

15.5

16.3

17.1

16.9

15.9

16.0

13.5

14.6

13.9

13.6

13.4

13.3

13.3

6,027

6,011

6,092

6,106

6,063

6,063

5,987

11,661

11,580

11,756

11,855

11,734

11,739

11,581

주 : 전체는 각 차수별 관측개수를 나타내며, 비중은 성별 전체 표본 대비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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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석 대상은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2004년) 조사 기준 20〜45세 기혼
여성으로, 7차년도 이후 13차년도(2010년)까지 총 7개년간 모두 응답한 개인이
다.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보육 부담과의 연관성 속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7차년도 당시 45세를 초과
하는 기혼 여성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13차년도의 연령이 너무 높아지기 때
문이다.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매년 1,345명으로, 총 9,415개이다. 연령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고, 균형패널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응답이 누락된
개인이 분석에서 제외됨에 따라, 미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용형태별 비중
이 약간 변화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본고의 분석에 포함한
변수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및 고용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변수들로, 연령과 연령의 제곱, 학력,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본인 소득
제외), 영유아자녀 유무, 보육조력자 유무, 보육시설 이용 여부, 그리고 현재와
전기의 고용형태 및 초기 고용형태 변수 등이다.
학력은 전반적으로 고졸 이하의 비중이 69.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분석 자료가 균형패널로 7차년도(2004년) 조사 기준 20〜
45세 기혼 여성, 즉 1959∼1984년생인 기혼 여성이기 때문이다. 통상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급속도로 증가한 시점이 1990년대 중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본
고의 분석 대상이 이러한 여성의 학력 신장을 모두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
는데, 본고는 기혼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에 포함된
젊은 기혼 여성의 경우 일반적인 여성 전체 집단에 비해 낮은 학력 수준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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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로 인해 분석 대상의 학력 수준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다른 조사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았다.
<표 3> 기초통계량
전체
빈도
현재
고용
형태

초기
고용
형태

전기
고용
형태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4,315

45.8

688

51.2

603

44.8

539

40.1

1,576

16.7

210

15.6

220

16.4

279

20.7

정규직근로자

1,849

19.6

245

18.2

274

20.4

277

20.6

비임금근로자

1,675

17.8

202

15.0

248

18.4

250

18.6

미취업자

4,942

52.5

706

52.5

706

52.5

706

52.5

비정규직근로자

1,505

16.0

215

16.0

215

16.0

215

16.0

정규직근로자

1,596

16.9

228

16.9

228

16.9

228

16.9

비임금근로자

1,372

14.6

196

14.6

196

14.6

196

14.6

미취업자

4,482

47.6

706

52.5

643

47.8

591

43.9

비정규직근로자

1,512

16.1

215

16.0

214

15.9

234

17.4

정규직근로자

1,800

19.1

228

16.9

248

18.4

273

20.3

비임금근로자

1,621

17.2

196

14.6

240

17.8

247

18.4

39.6

36.6

39.6

42.6

고졸 이하

6,554

69.6

951

70.7

936

69.6

924

68.7

전문대졸 이하

1,471

15.6

206

15.3

210

15.6

213

15.8

4년제대졸 이상

1,386

14.7

187

13.9

198

14.7

208

15.5

12.2

가구주 가구주
여부 비가구주

728
8,687
1)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유아
유무

빈도

13차년도

미취업자

평균 교육연수

영아
유무

비중

10차년도

비정규직근로자

평균 연령
학력

7차년도

12.2
14.7

92

85.3 1,253

241.4

6.8

1,357

14.4

영아자녀 없음

8,058

85.6 1,018

유아자녀 있음

1,979

21.0

유아자녀 없음

7,436

79.0 1,058

327
287

104

93.2 1,241

203.5

영아자녀 있음

친인척 보육조력자

12.2

12.3
7.7

121

9.0

92.3 1,224

91.0

247.9
24.3

166

280.6
69

5.1

75.7 1,179

87.7 1,276

94.9

21.3

24.9

173

12.9

75.1 1,172

87.1

335

78.7 1,010

12.3

823

8.7

130

9.7

116

8.6

103

7.7

보육시설 이용자

1,828

19.4

243

18.1

318

23.6

167

12.4

관측치(N)

9,415 100.0 1,345 100.0 1,345 100.0 1,345 100.0

주 : 1) 월평균 가구소득은 기혼 여성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총가구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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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혼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14.7%였으며,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평균 가구소득은 241만 4천 원이었다. 보육 관련 변수는 영아자녀(만 0∼3세)
가 있는 기혼 여성의 비중이 14.4%, 유아자녀(만 4∼6세)가 있는 경우가 21.0%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가 2004〜2010년까지 7개년에 걸친 균형패널 자
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영유아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와 유아자녀가 있는 경우는 7차
년도에 각각 24.3%와 21.3%였으나, 13차년도에는 각각 5.1%와 12.9%로 급속
히 감소하였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의 변화를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친인척 보육조력자가 있는 경우는 8.7%였으며, 보육시설 이용자의 비중은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비중은 7차년도에 18.1%에서 점
차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13차년도에는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유아기 자녀가 7차년도 당시 21.3%에서 조금씩 증가하였다가 감
소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가 특히 관심을 갖는 변수는 종속변수인 현재(t기)의 고용형태와 전기(t-1
기)의 고용형태이다. 현재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미취업자의 비중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16.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19.6%,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17.8%로 취업자의 경우 고
용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기의 고용형태의 경우에도 크게 차이
가 나지는 않았으나, 미취업자 비중은 약간 높은 47.6%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는 16.1%, 정규직 근로자는 19.1%, 비임금근로자는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차수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7차년도에는 현재 고용형태와 전기의
고용형태가 각각 51.2%와 52.5%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던 미취업자 비중이
점차 낮아져 13차년도에는 각각 40.1%와 43.9%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어린 자녀의 성장에 따라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하는 경향
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고용형태별로는 미취업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다소 낮은 반
면, 비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주목할 점은 고용형태에 따라 학력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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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비정규직 기혼 여성의 평균 교육연수는 11.4년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82.9%로 압도적으로 높은 데 반해, 정규직 기혼 여성의 평균 교육연수
는 12.7년으로 4년제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의 비중이 23.1%에 달하였고, 이
는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개의 집단이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
증하였다. 미취업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이 두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미취업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학력수준을 보였다.
기혼 여성이 가구주인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10% 이상인 데 반해, 미취
업자의 경우 4.6%에 그쳤다. 비정규직 기혼 여성의 평균 가구소득은 183만 9천
원으로 낮았으며, 미취업자의 평균 가구소득은 280만 6천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률이 높아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결정 시 소득효
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4> 고용형태별 기초통계량
미취업자
빈도
평균 연령
고졸 이하
학력

비중

38.1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빈도

비중

41.4

빈도

비중

39.6

비중

41.7

1,425

67.0

1,307

59.9 1,250

74.6

전문대졸 이하

796

18.5

144

9.1

315

17.0

216

12.9

4년제대졸 이상

625

14.5

125

7.9

427

23.1

209

12.5

평균 교육연수
가구주 가구주
여부 비가구주

12.5

82.9 1,107

빈도

11.4

197

4.6

169

4,118

95.4

1,407

12.7
10.7

228

89.3 1,621

11.9
12.3

134

8.0

87.7 1,541

92.0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1)

280.6

183.9

200.6

239.6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

53.8

161.3

113.3

영아
유무

영아자녀 있음

959

22.2

79

영아자녀 없음

3,356

77.8

1,497

유아
유무

유아자녀 있음

1,248

28.9

191

유아자녀 없음

3,067

71.1

1,405

친인척 보육조력자

100

6.0

95.0 1,630

5.0

219

88.2 1,575

94.0

10.9

18.8

212

12.7

81.2 1,463

87.3

348

89.1 1,501

11.8

284

6.6

123

7.8

216

11.7

200

11.9

보육시설 이용자

1,118

25.9

150

9.5

362

19.6

198

11.8

관측치(N)

4,315 100.0

1,576

100.0 1,849 100.0 1,675 100.0

주 : 1) 월평균 가구소득은 기혼 여성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총가구소득임.

16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1호

보육 관련 변수의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미취업자
의 경우에는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가 22.2%, 유아자녀가 있는 경우가 28.9%로
매우 높은 반면, 취업자의 경우에는 영유아자녀의 비중이 낮았다. 취업자 중에
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영유아자녀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친인척이 자녀 보육을 도와주는 경우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
우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높았으며,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
중을 보였다. 보육시설 이용 여부는 오히려 미취업 기혼 여성의 경우가 보육시
설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여성의 경우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보다 친인척 보육 및 개별 보육형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 고용형태의 동태적 변화
이 절에서는 이행확률 및 사건계열 그래프를 통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다. t기와 t-1기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이행확률
을 계산해 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이전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대각선 행렬은 특정 고용형태의 지속성을 잘 보여
주는데, 특히 비임금근로나 미취업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1기에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기혼 여성이 t기에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로 남아 있는 경우는 63.8%로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서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5> 고용형태의 이행확률
t기

미취업자

t-1 기

빈도

미취업자

비중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체
빈도 비중

3,800 (84.8)

344

( 7.7)

188 ( 4.2)

150 ( 3.4) 4,482 (100.0)

비정규직근로자

230 (15.2)

965

(63.8)

252 (16.7)

65 ( 4.3) 1,512 (100.0)

정규직근로자

163 ( 9.1)

222

(12.3) 1,371 (76.2)

44 ( 2.4) 1,800 (100.0)

비임금근로자

122 ( 7.5)

45

4,315 (45.8)

1,576

전체

( 2.8)

38 ( 2.3) 1,416 (87.4) 1,621 (100.0)

(16.7) 1,849 (19.6) 1,131 (17.8) 9,415 (100.0)

주 : 괄호 안의 비중은 t-1기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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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1기와 t기의 고용형태가 유지된 경우를 제외하면, t-1기에 어떠한 고용
형태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t기에 미취업 상태로 이행한 경우가 전반적으로 높
았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이동도 1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
다.
특기할 만한 점은 t-1기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이동이 많은 편이었는데,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16.7%, 미취업
자로의 이동이 15.2%였다. 반대로 t-1기 정규직에서 t기에 비정규직으로 이동
한 경우도 1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임금근로 내에서의 이행이 비임금근로
로의 전환에 비해서는 용이함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장기에 걸친 고용형태의 변화는 [그림 1]과 같은 사건계열 그래프(event
sequence graph)를 통해 보다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건계열 그래프란
[그림 1] 기혼 여성의 고용형태 변화 : 사건계열 그래프

주 : 1) 범례는 1. 미취업, 2. 비정규직근로, 3. 정규직근로, 4. 비임금근로를 의미함.
2) X축은 7차년도(2004년)를 시작으로 13차년도(2010년)까지의 응답 차수의 일
련번호, Y축은 빈도로 기혼 여성 각각을 의미함. 즉 가로 줄 하나가 한 개인
의 고용형태 변화를 나타냄.
3) 각 차수별 관측치는 1,34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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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을 각 시점에서의 상태로 구분하지 않고 연쇄된
사건계열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그린 것으로, 한 시점에서의 상태가 아닌
장기에 걸친 일련의 사건 연쇄들 간에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주요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사건계열 분석은 여러 시점에서 관찰되는 사건의 연쇄(event
sequence)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발생 순서를 고려하면서 총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Macindoe & Abbott, 2004; 장지연․이혜정, 2008;
반정호, 2010).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여성 개인의 특징
과 일자리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집단에서 노동시장 이탈이 보다 심각
하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횡단 분석 및
사건사 분석 방법은 보다 많은 관측치를 대상으로 사건 발생 전후의 변화를 비
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특정 시점의 상태를 과소 혹은 과대
평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때 사건계열 그래프를 이용하면 특정 사건의 전후뿐 아니라 개인의 장기에
걸친 변화를 보다 가시적으로 관찰 가능하다. 즉 A와 B라는 사건은 1기 시점에
서는 A이거나 B로만 구분되지만, 1기와 2기를 고려하면 AA-AB-BA-BB와 같
이 4개의 사건계열(event sequence)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분석의 기간이 3기
로 늘어나면 산술적으로는 23=8개의 사건 계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각 개
인의 사건계열을 하나의 줄로 표시해 주는 것이 사건계열 그래프이다. 본고에
서 사건계열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element)는 기혼 여성의 고용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총 4개의 요소로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취업(A), 비정규직
근로(B), 정규직 근로(C), 비임금근로(D)가 분석의 기본 요소가 된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측 시작 시점인 7차년도(2004년)에 미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비임금근로자는 비슷한 비
중을 보였다. 한편 최종 관측 시점인 13차년도(2010년)에도 미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7차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취업자의 경우에는 고용형태 간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데 반해, 미취업
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수가 취업상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으
며, 노동시장에 진입 시 비정규직으로의 입직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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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용형태별 사건계열 그래프(관측 시작 시점 기준)
미취업자(N=688)

비정규직 근로자(N=210)

정규직 근로자(N=245)

비임금근로자(N=202)

주 : 1) 범례는 1. 미취업, 2. 비정규직근로, 3. 정규직근로, 4. 비임금근로를 의미함.
2) X축은 7차년도(2004년)를 시작으로 13차년도(2010년)까지의 응답 차수의 일
련번호, Y축은 빈도로 기혼 여성 각각의 사건계열을 의미함.
3) 관측 시작 시점인 7차년도(2004년) 당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구분.

각 고용형태별 관측치의 수는 <표 3>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7차년도
(2004년) 기준 미취업자 688명(51.2%), 비정규직 근로자 210명(15.6%), 정규직
근로자 245명(18.2%), 비임금근로자 202명(15.0%)이었다. 7년 후인 13차년도
(2010년)에는 미취업자가 539명(40.1%), 비정규직 근로자 279명(20.7%), 정규
직 근로자 277명(20.6%), 비임금근로자 250명(18.6%)으로, 미취업자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분석 자료가 균형패널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7차년도 당시 어린 자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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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기혼 여성들이 자녀의 성장에 따라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패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측 시
작 시점인 7차년도(2004년) 당시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이후 고용형태의 변
화를 관찰해 보았다(그림 2 참조). 먼저, 관측 시작 시점에 미취업 상태인 기혼
여성의 절반가량은 최종 관측 시점인 13차년도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나머지 절반가량의 기혼 여성은 비임금근로
보다는 임금근로,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미취
업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기혼 여성들은 대체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퇴장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차년도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기혼 여성 중에서 지속적으로 비정
규직 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이었던 기
혼 여성의 상당수가 여러 고용형태를 왔다갔다하는 경향을 보였다. 바꾸어 말
하면, 7차년도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기혼 여성들의 이후 고용형태는 비정
규직 → 미취업 → 비정규직이나 비정규직 → 정규직, 비정규직 → 비임금근로 →
미취업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다만,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
우에는 전환 후 정규직 상태를 유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차년도에 정규직 상태에 있던 기혼 여성은 3분의 1가량이 정규직 상태를 계
속 유지했으며, 이 외에는 미취업 상태로 이행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이행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때 안정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를 그만두고
미취업으로 이행한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 사유까지는 사건계열 그래프
를 통해서는 알 수 없으나, 관측 초기 이탈자들이 많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출산
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장일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관측 시작 시점에 비임금근로 상태였던 기혼 여성은 202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이 경우에도 비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한 경우가 가장 많긴 했으
나, 중간에 미취업상태로 이동한 기혼 여성도 상당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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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태의존성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이 절에서는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Dynamic panel multinomial
logit) 분석의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 및 고용형
태의 상태의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고가 적용한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모형과 패널 구조를 적용하
지 않고 풀링된(pooled) 전체 표본을 사용한 통상적인 다항로짓 모형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두
모형으로 고용형태별 상태의존성을 검증한 결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전
반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다항로짓 모형의 결과치가 다
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동태적 패널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현재 미취업 대비 비정규직 근로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풀링 자료를 사용한 다항
로짓 모형에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이 발견되었다. 즉 일반적인 풀링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형태별 취업확률을 추정한 경우, 전년에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
<표 6>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모형 vs. 다항로짓 모형
현재 고용형태(미취업 기준)
비정규직 근로

Coef.

Std.Err

정규직 근로

Coef.

Std.Err

비임금근로

Coef.

Std.Err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모형
전기 비정규직
고용 정규직
형태 비임금근로

2.276 (0.146) ***

1.994 (0.171) ***

0.954 (0.237) ***

1.542 (0.170) ***

3.090 (0.172) ***

1.014 (0.270) ***

0.227 (0.246)

0.925 (0.279) ***

3.927 (0.292) ***

3.180 (0.103) ***

2.639 (0.130) ***

1.496 (0.178) ***

2.273 (0.133) ***

4.336 (0.124) ***

1.449 (0.209) ***

0.798 (0.203) ***

1.396 (0.221) ***

5.033 (0.145) ***

다항로짓 모형(pooled)
전기 비정규직
고용 정규직
형태 비임금근로

주 : 1) 추정에 사용된 설명 변수는 두 모형 모두 동일하며, 편의상 상태의존성을 나타
내는 변수의 추정치만을 발췌하여 표기하였음.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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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던 기혼 여성들은 전기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현재에도 취업상태
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미관측 특성을 통제한 동태
적 패널 모형의 추정 결과에서는 전기에 비임금근로를 하던 기혼 여성이 현재
미취업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이동했을 확률이 높다는 증거는 발견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분석의 결과인 <표 7>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임의효과(random effect)의 분산과 공분산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다항로짓 모형에 비해 패널 구조를 적용한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분석이 보다 적합한 추정 모형임을 나타낸다. 특히 공분산이 유의하
다는 점은 취업의사 결정 시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
므로, 이들의 상관을 고려한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추정치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전기(t-1기)의 고용형태는 현재의 고용형태에 대부분의 경우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전기의 고용형태가 전기와 동일한 현재의 고용형태
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존성이 발견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기에
비정규직 근로를 하던 사람은 현재에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전기에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미취업 대비 정
규직 근로 및 비임금근로에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노
동시장에 진입한 후로는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에 정규직으로 일하던 기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
는데, 다만 직전에 정규직으로 일하던 경우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미취업 대비
현재 정규직 확률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 및 비임금근로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유지 효과가 강함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전기에 비임금근로를 한 경우에는 현재 미취업자이기보다는 정규직 혹
은 비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미취업 대비
비정규직으로 이행했을 확률은 양수이긴 하나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
다. 즉 전기 비임금근로자가 현재 미취업상태에 빠지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이
행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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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태의존성 분석 결과 :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현재 고용형태(미취업 기준)
비정규직 근로

Coef.
상수

Std.Err

38.438 (27.688)

정규직 근로

Coef.

Std.Err

33.802 (30.523)

비임금근로

Coef.

Std.Err

-21.471 (38.435) **

1.779
3.478

(0.249) ***
(0.291) ***

1.553
1.395

(0.283) ***
(0.341) ***

1.357

(0.212) ***
(0.248) ***
(0.301) ***

1.111

(0.358) ***

3.126

(0.563) ***

전기 비정규직
(t-1) 정규직
값 비임금근로

2.276
1.542

(0.146) ***
(0.170) ***

1.994
3.090

(0.171) ***
(0.172) ***

0.954
1.014

(0.237) ***
(0.270) ***

0.227

(0.246)

0.925

(0.279) ***

3.927

(0.292) ***

연령
인적 연령의 제곱
특성 전문대졸

0.410
-0.005
-0.225

(0.119) ***
(0.001) **
(0.183)

0.346
-0.004
0.578

(0.133) ***
(0.002) ***
(0.207) ***

0.481
-0.005
0.013

(0.172) ***
(0.002) **
(0.239)

0.011

(0.198)

1.052

(0.219) ***

0.491

(0.251) **

0.444

0.435

(0.254) *

0.566

(0.303) *

-0.006

(0.000) ***

-0.002

(0.000) ***

비정규직
초기 정규직
값
비임금근로

2.023
1.621

4년제대졸
가구 가구주 여부
특성 가구소득

-0.005

(0.229) *
(0.000) ***

영아 여부
보육 유아 여부
변수 보육조력자

-0.584
-0.333
0.205

(0.190) ***
(0.207)
(0.215)

-0.782
-0.774
0.574

(0.202) ***
(0.221) ***
(0.241) **

-0.449
-0.243
0.562

(0.252) *
(0.270)
(0.269) **

0.241

(0.214)

0.846

(0.226) ***

0.743

(0.283) ***

보육시설 이용자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평균 영아 여부
값 유아 여부
보육조력자
보육시설 이용자

var(1)
var(2)
var(3)
cov(2,1)
cov(3,1)
cov(3,2)
Log-Likelihood

-490.542 (329.467)
0.070
0.012

(0.053)
(5.501)

19.370 (15.985)
-279.906 (130.663) **
-39.419 (27.679)

-643.822 (366.781) *
0.128
-0.660

(0.059) **
(6.121)

31.292 (17.776) *
-228.471 (143.951)
-55.534 (30.811) *
2.066
3.228
3.111
1.910
1.225
0.957

45.948 (458.923)
0.019
14.606

(0.074)
(7.361) **

5.380 (22.129)
-49.872 (181.535)
-0.547

(38.507

(0.352) ***
(0.489) ***
(1.111) ***
(0.361) ***
(0.394) ***
(0.467) **

-5,842.265

주 : 1) 가구소득은 기혼 여성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총가구소득임.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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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는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이 존재하여, 비정규직 혹은 비임
금근로의 함정효과가 존재함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 비
정규직으로 진입했다 할지라도, 비정규직 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에
비해서는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비정규 일자리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 전기와 현재의 고용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의 계수값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 정규직인 경우와 정규직 → 비정규직인 경우의 계수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 내에서의 이동이 임금근로 ↔ 비임금근로 간 이동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기 고용형태는 고용형태별로 강한 상태의존성이 발견되었으며, 모든 경우
에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기 고용형태가 현재까지 유지되
어 현재도 동일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긴 하나, 초기 고용
형태와 달리 현재는 다른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과거의 일자리 경
험은 현재 취업에 여전히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 현재 고용형태와 다른 초기 고용형태들의 영향은 계수값이 크지 않았다.
한편 학력은 높을수록 미취업 대비 정규직 근로와 비임금근로에는 양(+)의 효
과를 보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인 경우 학력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구
체적으로, 고졸 미만 학력자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 학력소지자는 미취업 대비
정규직 근로의 확률이 높았으며, 4년제대졸 학력소지자의 경우에는 전문대졸 이
상 학력소지자에 비해 계수값이 더욱 커져, 학력 증가에 따라 정규직 근로의 확
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4년제대졸
이상 학력뿐 아니라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에도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
았으며, 심지어 전문대졸 학력자의 경우에는 음(-)의 계수값을 보였다.
가구소득은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높을수록 취업 확률보다 미취업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 등 가구 내 주 소득원이 따로 존재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보육 관련 변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모든 경우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인 변수는 영아자녀(만 0∼3세)가 있는 경우로, 보육 부담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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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시장참여가 제약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유아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정규직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비정규직과 비
임금근로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특히 정규직 근로가 제약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친인척 보육조력자 유무와 보육시설 이용 여부는 정규직 근로와 비임금근로
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보육을 도와주
는 친인척이 있거나, 적합한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 기혼 여성의 노동시
장참여가 쉬워지며, 특히 정규직 근로 및 비임금근로자에게 있어 보육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시간제 근로 및 재택근로 등이 포함
된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거나 근로시간 운용의 융
통성이 높아 일과 육아의 병행이 용이해지므로, 미취업 기혼 여성과 구분되는
정도의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형태별 상태의존성은 성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단, <표 8>의 결과
는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 및 자료의 차이로 인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남성 기혼자의 경우 미취업자인 경우가 극히 드
물고 미취업 ↔ 취업 사이의 이동도 많지 않아, 기혼 여성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렴에 실패하였다. 이에 본고는
<표 8> 성별 고용형태별 상태의존성 비교
비정규직 근로
Coef.
Std.Err

현재 고용형태(미취업 기준)
정규직 근로
비임금근로
Coef.
Std.Err
Coef.
Std.Err

남성
전기 비정규직
고용 정규직
형태 비임금근로
기혼 여성
전기 비정규직
고용 정규직
형태 비임금근로

2.079 (0.172) ***
1.093 (0.165) ***
-0.124 (0.244)
2.276 (0.146) ***
1.542 (0.170) ***
0.227 (0.246)

1.600 (0.170) ***
2.182 (0.155) ***
-0.109 (0.239)
1.994 (0.171) ***
3.090 (0.172) ***
0.925 (0.279) ***

0.278 (0.246)
-0.104 (0.236)
2.454 (0.301) ***
0.954 (0.237) ***
1.014 (0.270) ***
3.927 (0.292) ***

주 : 1) 편의상 상태의존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추정치만을 발췌하여 표기하였음.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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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을 기혼자에 한정하지 않고 7차년도(2004년) 당시 23～48세 사이의
남성 전체로 확대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의 고용형태별 상태의존성
검증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초기 고용형태, 전기 고용형태, 연령, 연령의 제곱,
학력 더미, 혼인여부 더미, 가구주 더미, 대도시 지역 더미 및 이들 변수의 평균
값 변수 등이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의 경우에 현재 고용형태에 대한 강한 상태의존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는 전기 임금근로자(비정규직+정
규직)가 현재 미취업 대비 비임금근로로 이행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
며, 반대로 전기 비임금근로자가 현재 미취업 대비 임금근로로 이행했다는 증
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
비임금근로자가 현재 미취업 대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의 고용형태는 일시적인 고용형태가 이후에도 지속되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로, 남성의 경우 미취업 대비 비임금근로 ⇔ 임금근로 사이에 유의한 효과
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두 고용형태 간 이동이 많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고용형태 간 이동이 잦은 편이며, 특히 전기 비정
규직 근로자인 경우 정규직으로의 이동뿐 아니라 비임금근로로의 이동이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기혼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일자리 선택 시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간 경계가 보다 명확
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남녀 모두의 경우에서 비정규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비해 그 계수값이
작기는 하나, 전기 비정규직 → 현재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유의한 양(+)의 효과
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비록 비정규직
이라 할지라도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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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요약

지금까지 기혼 여성의 고용형태별 상태의존성 및 노동시장참여 행태의 동태
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 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자 하는 기혼 여성 혹은 보육으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참여 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노
동시장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2차노동시장에 강한 함정효과가 존
재할 경우, 유보임금이 높은 고학력 기혼 여성들은 노동시장참여를 더욱 꺼리
게 되어 여성 고용률은 크게 위축되게 될 것이다.
분석 결과, t기와 t-1기의 고용형태 간 이행확률을 계산해 보면, 비임금근로나
미취업상태의 경우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t-1
기에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기혼 여성이 t기에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로 남아
있을 확률은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낮았다.
이를 사건계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취업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기혼 여성들은 비임금근로보다는 임금근로로 진입할 확
률이 높으며, 특히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기혼 여성은 이후 대체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
이지만,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퇴장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인 기혼 여성의 상당수는 여러 가지 고용형태를 왔다갔다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감안한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모형의 분석 결
과, 현재의 고용형태는 전기와 동일한 고용형태일 때 강한 상태의존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혹은 비임금근로의 함정효과가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 비정규직으로 진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에 비해서는 비정
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즉 비정규직 일자리 및 비
임금근로와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진 일자리라 할지라도, 기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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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전기에 정규직 근로를 하던 기혼 여성의 경우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정
규직 유지 확률 및 취업 계속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규직 근로 확률은 비정규직 혹은 비임금근로에 비해 보육 변수들의 영
향을 보다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소득
감소분이 커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큰 반면, 근로시간이 짧거나 근
로시간 운용의 융통성이 높아 일과 육아의 병행이 용이한 비정규직 및 비임금
근로에 비해 보육으로 인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동태적 패널 다항로짓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와 풀링 자료를
사용한 다항로짓 분석의 결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전기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동태적 패널 모형을 적용할 경우 현재 미취업 대비 비정규직 근로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풀링 자료를 사용한 다항로
짓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 동태적 패널 모형을 적용할 경우 내생성 문제
를 완화하여 보다 좋은 추정치가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
다. 첫째,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기혼 여성들이 일
정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비
정규직으로의 입직이 많은데,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취업상태를 유
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일자리의 함정효과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함정효과가 존재함을 알고 있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이
형성된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의 함정효과를 완화하는 정
책을 시행함으로써 고학력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규직 기혼 여성의 경우 보육 부담이 일자리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경력단절 방지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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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정책 등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꾸어 말하면, 기혼 여성의 보육 부담이 집중되는 자녀의 영유아기
에 약간의 근로소득 손실이 발생할지라도 일자리를 유지시킴으로써, 경력단절
로 인한 인적자원의 손실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의 단축 혹은 조정이 자칫 비정규직과 동일
한 형태로 운용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의 조정이 어
렵거나 제도 운용에 따른 비용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업장 특성을 감안한 정책 입안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기혼 여성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
구된다.
셋째,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현행 보육료 지원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근로 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다각화 및 활성화 노력
이 요구된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규직 근로자 및 비임금근
로자의 경우 보육조력자 및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
상을 띤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
육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근로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보육 여건
의 제공이 필요하다.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보
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공식 보육이 아닌 친척 및 타인에게 위탁하는
비공식 보육 또는 공식 보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에 대한 제도적 완충 장치의 마련,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보육 필요에
대응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실효성 확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효과는 앞으로 자료의 축적이
이뤄짐에 따라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본고가
결론 부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보육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과
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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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nd
State-dependence
Hyomi Choi
This study looks into the dynamic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behavior of married
women. Specifically, I look into the importance of state dependence in married
women facing entry into secondary labor markets characterized by relatively poorer
conditions. The empirical tool applied to study the state dependence is a dynamic
panel multinomial logit mode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ong state dependence exists
in cases where the current employment status i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tus.
This lends support to the existence of a 'trap effect' in irregular or self-employment
jobs. However, even in cases where one re-enter into an irregular job, the odds
of transitioning to a regular job were higher than becoming jobless. I also find
that women in regular jobs tend to have higher odds of remaining in regular jobs
and continued employment, compared to those in other employment statuses. Results
suggest that the probability of joining a regular job is affected by child-care related
variables more strongly than in the case of joining other employment statuses.

Keywords : state-dependence of employment status, dynamic panel multinomial
logit model,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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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이 없는 저성
장과 높은 청년 실업, 그리고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하는 중고령자 실업 문제와
다가올 고령화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소위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라 불리는 6․25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
년 사이에 태어난 중고령 세대(50～58세)의 은퇴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그 심
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의 총인구 규모는 1,129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의 22.7%에 달하고, 이들 중 취업자는 83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4.5%를
차지하고 있어(통계청, 2012),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된 상황에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조
기 퇴직하는 것은 개인들의 생계수준 악화는 물론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과 숙
련단절,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 급증 등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진호 외, 2011).
60세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부
또한 임금체계를 둘러싼 여러 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정작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나 개별
기업에게는 뚜렷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적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연공 중심 임금체계의 수정을 근간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6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도입 및 2010년 지원 제도
정비 등 정책적 노력의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006년 3.3%, 2007년 4.4%,
2008년 5.7%, 2009년 9.2%, 2010년 12.1%, 2011년 12.3%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고용노동부, 2011). 그러나 여전히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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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지난 10여 년간 57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
편을 지원하는 임금피크제의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용노동부, 2011).
이에 본 연구는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에 도래할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임금피크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
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시사점과 제언을 분석하고 유형화
하여 임금피크제의 활성화 이슈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도출된
활성화 이슈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탐색하여 향후 임금피크제의 연구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임금피크제의 이론적 근거

1. 임금피크제의 의의
임금피크제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개발된 용어로서 그 원류는 일본 기업
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령-임금 프로파일에 착안해서 창조된 한국식 개념으로
보인다(최강식 외, 2011).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유연한 고용연장 시스템의 배
경을 보면 고용과 임금을 교환하는 다양한 연령-임금 프로파일이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수당 등을 지급하
지 않거나,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이 하향되는 경우다. 이처럼 고용이 연장되면
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령층의 조기퇴직이 일반
화되는 과정에서 확산되었고, 고령층의 고용안정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함에 따
라 고령층의 고용보장과 임금삭감을 교환하자는 것이 임금피크제라는 형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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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피크제도의 이론적 배경
임금피크제가 기초하고 있는 임금 프로파일은 노동경제학에 기초한 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과 일본의 ‘보이지 않는 출자’ 이론의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존재한다. 먼저 암묵적 계약이론은 연공급과 정년 및 계속고용에 대해
임금 프로파일 관점에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암묵적 계약이론을 제시
한 Lazear(1979)는 기업이 감시․감독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금곡선
을 왜곡한다고 가정한다. 즉 청년기에는 노동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중고령기에는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생애기간 전체 기간 임금
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게 되는 중고
령기에 근로자가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되게 되면, 과거에 적치한 임금을 포기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태만의 유인이 저절로 줄어들어 감시비용이 절감되며,
이 과정에서 정년은 적치된 임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결정되
게 된다.
반면 일본의 연공임금과 장기고용, 즉 종신고용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는 것
이 ‘보이지 않는 출자’이론이다.
[그림 1]의 연령(근속연수)과 임금 및 생산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보면
임금곡선은 상당히 고령(대체로 50~54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승하고, 정점에
[그림 1] 연령별 임금 및 생산성곡선

자료 : 정진성 외(2004),「일본의 기업과 경영」, p.97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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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이후에는 하락한다. 이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상당 기간 동안 임금보다도
더 급속히 상승하지만 연령에 따른 학습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이른 나이에 포
화 상태에 이른다. 두 곡선의 관계를 보면 극히 초기를 제외하고 젊었을 때 상
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생산성이 임금을 상회하고 있다. 이 기간의 생산성과 임금
차이의 누적액이 사실상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출자’가 되는 것이
고 고령기에는 임금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형태로 그 투자분을 회수한다는 것이
다(현진덕, 2011).
이 모델에서도 암묵적 계약이론과 유사하게 출자분과 회수분이 일치하는 시
점에 맞춰 정년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임금피크제는 [그림 2]와 같이 특정한 피크임금 연령
부터 감소하는 임금총액과 정년부터 고용이 연장된 기간 동안의 생산성을 초과
하는 임금총액을 같게 하는 고용연장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 연령을 t1, 정년연령을 tn, 기존의 임금곡선을 f(t), 임금
피크로부터 정년까지의 수정 임금곡선함수를 g(t), 정년부터 정년연장 연령까지
의 임금곡선함수를 h(t)라고 하고, 정년(tn) 이후의 순수한 근로의 대가 또는 생
산성곡선함수를 i(t)라고 하면, 고용연장 기간 k는 식 (1)과 같은 함수식에서 결
정될 수 있다.
[그림 2] 정년 후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피크임금과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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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으로 정년 이후의 생산성곡선함수 i(t)는 정년 이후 임금에서 도출될
것이나, 실제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여가를 포기하고 근로를 할 정도의 수준
인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회해야 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
를 배치하는 직무의 직무급과 같거나 작은 금액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3.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에게는 정년연장이 당연한 요구가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 중의 하나는 중고령자의
고용연장이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위축시켜 청년실업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
이다.
청년과 중고령자의 고용 대체에 관한 해외연구는 대체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결과(Boesch-Supan & Schnabel, 2010; Hebbink, 1993; Jousten, Lefebvre,
Perlman, & Pesieau, 2010; Kalwij, Kapteyn, & Klaas, 2009; Oshio, Shimizutani,
& Oishi, 2010)와 대체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Card & Lemieux, 2001)가 동시
에 존재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최강식 외(2010)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증가한 고령층의 노동공급 증가는 임금
피크제 기간 동안 임금이 대폭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노동의 초과공급이 유
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 임금피크제가 고령층의 근로기간을 연장시키
고 이들의 임금을 일부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전반적으로 초과
노동공급을 유발시켜 청년층 실업에 더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한다.
고용시장의 중고령자 고용 증가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대립되고 있지만, 동일 직장 내라는 전제에서 청년의 일자리와 중
고령자의 일자리 사이의 대체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2010)의「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조사」에 따르면, 정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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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 반대가 57.4%로 나타났고,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59%로 나타났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2012)의「청년실업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조사」보고서에서는 기
업의 54.4%와 취업준비생의 66.4%가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 조치가 채용과 취
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금피크제는 최근 60세 정년연장과 동시에 법제화된 임금
체계 개편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Ⅲ. 임금피크제 활성화 이슈에 대한 국내 연구 분석

1. 분석대상 연구의 선정 및 특성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
로 삼은 대상은 임금피크제를 다룬 총 21편의 논문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전자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이들 논문은 경영, 노동경제, 법정책 등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사례 관련 연구(박민생, 2006; 박종희,
2004; 변상우․김학돈, 2005),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연구(박성
준․김기승, 2009; 이학춘 외, 2011; 이희성, 2006), 특정 산업에서의 임금피크
제 도입에 관한 연구(구인혁, 2009; 김기영․고미애, 2009; 김이종․권한조,
2010; 최길수․설영훈, 2010), 일본 관련 연구(김준영, 2011; 김환일, 2009; 이
윤석, 2011; 이지만 외, 2012; 현진덕, 2011), 독일 관련 연구(김상철, 2008; 이
정우, 2011), 정년연장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연구(권오봉․권혁, 2011; 박종
희, 2009; 이영면․이동진, 2008; 최강식․김민준, 2011)로 크게 6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중 실증분석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박성준․김기승
(2009)이 사업체패널 자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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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W호텔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실증
한 김기영․고미애(2009)와 김이종․권한조(2010)의 연구, 제조업체를 대상으
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의 관계를 실증한 이영면․이동진(2008)의 연구로
4편에 불과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에 관한 이들 연구는 단순히 인적자원관리 시
각에 한정되지 않고 법정책, 노동경제 등의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
다. 분석대상이 된 연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기존 국내 연구 특성 요약
주요 주제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사례
관련 연구

암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연구

특정 산업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

일본 관련 연구

독일 관련 연구

대상 연구

학문 기반

비고

박민생(2006)

경영

박종희(2004)

법정책

변상우․김학돈(2005)

경영

박성준․김기승(2009)

경영

이학춘 외(2011)

법정책

이희성(2006)

법정책

구인혁(2009)

경영

김기영․고미애(2009)

경영

실증

김이종․권한조(2010)

경영

실증

최길수․설영훈(2010)

경영

김준영(2011)

법정책

김환일(2009)

경영

이윤석(2011)

법정책

이지만 외(2012)

경영

현진덕(2011)

경영

김상철(2008)

법정책

이정우(2011)

법정책

권오봉․권혁(2011)

법정책

정년연장 및 고령자 고용촉진 박종희(2009)
관련 연구
이영면․이동진(2008)
최강식․김민준(2011)

실증

법정책
경영
노동경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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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피크제 관련 활성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기존의 연구들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다룬 주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임
금피크제의 활성화 이슈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사점 형태로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이들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크게 (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전략,
(나)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 제시 필요성, (다) 정부 재정을 통한 간접 지원, (라)
법규를 통한 직접 규율로 구분할 있었으며, 언급된 빈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대상 연구에서 언급된 임금피크제 활성화 요인분석 요약
대상 연구
이지만 외(2012)

개별기업
차원 전략

정부 차원
대안제시

○

○

재정을 통한
간접 지원

법규를 통한
직접 규율
○

현진덕(2011)

○

이학춘 외(2011)

○

○

이정우(2011)

○
○

최강식․김민준(2011)

○

○

김준영(2011)

○

○

이윤석(2011)

○

권오봉․권혁(2011)
김이종․권한조(2010)

○

최길수․설영훈(2010)

○

박종희(2009)
김환일(2009)

○

○

○

○

○

박성준․김기승(2009)

○

구인혁(2009)

○

김기영․고미애(2009)

○

김상철(2008)

○

이영면․이동진(2008)
이희성(2006)

○
○

○

박민생(2006)
변상우․김학돈(2005)

○
○

○

박종희(2004)
빈도

○

○

○

○

6회(17%)

14회(40%)

○

8회(23%)

7회(20%)

44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1호

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전략
임금피크제 도입 시 개별기업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언급한 논문
은 6편이다. 그 주요 내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재설계의 필요성(3
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 자체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조치가 수반
되어야 한다는 의견(3회), 기업 차원에서 고령자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협력
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1회)이 제시되었다.
<표 3> 개별기업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전략 이슈
대상 연구
이지만 외(2012)

직무재설계

○
○

김기영․고미애(2009)
변상우․김학돈(2005)

○
○

이희성(2006)
빈도

노동조합 협조

○

김이종․권한조(2010)
김환일(2009)

임금연공성 완화

○
○

3회(43%)

3회(43%)

1회(14%)

나. 정부 차원에서 대안 제시
임금피크제 정착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논문은 12편이다. 그 주요 내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합직무
를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성(6회), 근로자의 선택 또는 기업의 여건에 따라 유연
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모델 개발(6회), 임금피크제에 우선해서 성
과주의 정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2회), 직종별․직무별 표준임금을 제
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
견(2회), 임금피크보다 정년 후 재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1회), 홍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해 한다는 의견(1회)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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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부 차원에서 대안 제시 이슈
대상 연구
이지만 외(2012)

적합직무 유연한 성과주의 피크기준 재고용
사회적
개발 임금피크제 강화
제시
활성화 합의/홍보
○

○

최강식․김민준(2011)

○

이학춘 외(2011)

○

○

이윤석(2011)

○

김준영(2011)

○

최길수․설영훈(2010)

○

김환일(2009)

○

박종희(2009)

○

구인혁(2009)

○

○
○

박성준․김기승(2009)

○

이영면․이동진(2008)

○

이희성(2006)
변상우․김학돈(2005)

○
○

박종희(2004)
빈도

6회
(33%)

6회
(33%)

○
2회
(11%)

2회
(11%)

1회
(6%)

1회
(6%)

<표 5> 정부 재정을 통한 간접 지원 이슈
대상 연구

지원금 강화

최강식․김민준(2011)

○

김준영(2011)
이학춘 외(2011)

○

박종희(2009)

○

김환일(2009)

○

김상철(2008)

○

박민생(2006)

○

능력개발지원

취약계층 우선

○

○

○
○

변상우․김학돈(2005)

○

○

빈도

7회(58%)

4회(33%)

1회(8%)

다. 정부 재정을 통한 간접 지원
임금피크제 활성화 이슈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간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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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언급한 논문은 8편이다. 그 주요 내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
피크제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금 강화의 필요성(7회), 고령자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4회), 기타 지원금이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1회)이 제시되었다.

라. 법규를 통한 직접 규율
임금피크제 활성화 이슈로 입법적 조치를 통한 직접 규율의 필요성을 언급한
논문은 7편이다. 그 주요 내용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와 연
금수령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필요성(2회), 연장선상에서
정년을 법제화하여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2회),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모순
과 정년보장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2회), 독일에서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
던 점진적 퇴직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언급(1회), 기간제법을 완화하여
중고령자의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1회)이 제시되었다.
<표 6> 법규를 통한 직접 규율 이슈
대상 연구
이지만 외(2012)

연금수령
연계

정년
법제화

정년
보장제

○

이학춘 외(2011)

○

이정우(2011)

○
○

이희성(2006)

○
○

박종희(2004)
빈도

기간제법
완화

○

현진덕(2011)

박종희(2009)

점진적
퇴직제

○

2회
(25%)

2회
(25%)

2회
(25%)

1회
(13%)

1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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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금피크제 정착의 저해요인 분석

분석대상 연구에서 제시된 임금피크제 활성화 이슈는 대부분 각 연구자들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관심 주제를 다룬 후 시사점으로 전반적인 임금피크제 활
성화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연구 주제의 범위 내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한
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활성화 이슈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정착의 저해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연구논문과 더불어 그
간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에 의해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연구보고서(최
강식 외, 2010; 김정한․임효창, 2008; 장지연, 2008)를 참고하였다.

1. 노사합의의 문제
김정한․임효창(2008)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도입 이유를 묻는 질문에 ‘노사합의의 어려움’이 37.6%, ‘고령자
적합직무 직종개발의 어려움’ 31.9%, ‘임금삭감에 따른 소득 감소를 우려한 근
로자·노조의 반대’가 28.9%의 순으로 응답(복수응답 포함)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노사합의의 어려움 또는 근로자 측
의 반대인 이유는 추론컨대, 근로자가 동의할 만한 합리적인 감액률이 제시되
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금피크제는 일종의 임금삭감이 전제되는 임금 제도로 법이론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는 측면이 고려될 수밖에 없으며, 근로조건의 불이
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규정한 노동관계법규에 따라
노사합의가 유효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형 임금
피크제와 같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할
경우만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여 마치 임금피크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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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이 노사합의라는 인식이 고착된 측면도 존재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는 감액률, 고용연장 기간, 대상자 등
의 민감한 기준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직무의 중복이 심해 그 기능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노사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추측된다.

2. 합리적인 감액률 제시 문제
박민생(2006)은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에 적절하
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강식 외(2010)도 임금체계 개선은 매우 복
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
에 공정한 제3의 전문가들에 의한 논리와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관련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들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학춘 외(2011)도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중
의 하나가 임금피크제의 도입 운영을 둘러싼 노사분쟁이라고 하면서, 임금을
조정해 계속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 간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적용대
상, 피크연령, 임금 및 직무조정 방법 등에 대한 노사합의가 중요함을 언급하였
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및 임금삭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직 전환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액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노사
가 동의할 수 있는 연령에 따른 노동생상성 측정 도구가 개발되거나 최소한 노
사가 참고할 만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존재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아
직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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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재설계의 문제
변상우․김학돈(2005)에 따르면, 일본은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임금피크
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
하지 않지만, 노동 투입이 증가하도록 하여 기업의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구조
로 기업과 종업원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정년연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즉,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해
결 차원에서 노동력의 활용과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고용기회를 보장받고 기업은 동일한 노
동을 더 싼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직
무의 전환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기존 노동의 성격이 변화되면서 동일한 노동
을 더 싼 가격에 활용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 기업의 산출 증가와 상관없
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우려가 있어 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금
피크에 도달한 직원의 직무가 전환되지만, 직무전환으로 기업이 기대할 수 있
는 것은 많지 않으며, 이는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인건비 낭비가 초래되고, 근
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변상우․김학
돈, 2008).
국민일보(2006)가 임금피크제 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
업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주위 동료들의 반응에 대해서 ‘호의적이다’는
76%, ‘좋지 않다’는 6%였던 반면, 금융업에서 ‘호의적(26%)’이라는 의견보다
‘좋지 않다’(33%)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 이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피
크제에 대한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학춘 외(2011)는 제조업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만족도가 타 산업보다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임금보다는
업무 내용 쪽에서 원인을 제시했다. 즉 금융업의 경우 대부분 현업을 떠나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제조업의 경우 대부
분 기존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된 이후 일률적으로 직무를 변
경하는 경우,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령인력의 장점인 숙련을 제대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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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해 생산성이 저해되는 조치인 동시에 근로자로서도 스스로 허드렛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정한․임효창(2008)의 조사에서도 고령인력의 장점으로는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라는 응답이 72.6%에 달했는데, 이러한 고령인력의 최대 장점인 숙련이
임금피크제에 따른 직무재설계라는 경직된 해석으로 인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령자의 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다수의 부정적 의견과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직무재설계’, ‘적합직무 전환’이
라는 주제는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금피크제
논의의 태동기인 외환위기 직후는 ‘환갑’이 본래 수행하던 업무를 지속할 수 없
는 육체적 한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설비자동화 등
으로 육체적인 힘의 중요성은 크게 퇴색하였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수준의 향
상으로 고령자의 육체적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육
체적 한계를 전제로 한 직무재설계나 적합직무에 대한 논의가 고령자 고용연장
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는 의문이 있다.
최강식․김민준(2011)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고용연장이 기존 직무의 연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적합형’ 일자리 문제는 기존의 고용연
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오히려
고령자 파트타임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하고, 점진적 퇴직제와 연계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고용의 총량을 늘린다는 관점에서 고령자에
게 최적화된 새로운 직무를 찾아 노동수요의 틈새시장 발견하겠다는 측면의 논
의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지만 고령자 적합직무가 개발되지 않아서 기업 차원
의 고령자 고용연장이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4.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문제
최강식 외(2010)는 임금피크제는 설계된(designed) 제도이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는 자생적 임금피크제로서, 이미 100인 이상 사업장의 대략 절반 정도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인구구조나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으로 정년연장이 불가피할 때까지 고령층 고용연장을 위한 현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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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업친화적인 방안이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주장한다. 변상우․김학
돈(2005)은 일본의 경우도 법정 정년연장과 연계해서 도입한 계속근무제의 경
우, 사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근무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
고, 회사에서 필요한 사원을 선별하여 근무기간 연장을 적용하는 경우가 과반
수를 차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이전에 임금을 감액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애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노동시장 측면에서 노동공
급의 왜곡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또한 소수의 선택된 근로자의 기득 이익의
보호 수단으로 폄하될 수 있고, 재고용 대상자를 회사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근
로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
특히 최근 60세 정년연장 법제화로 인해 청년층 채용과 취업에 악영향을 끼
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존재함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의 보완수단으로 고용
과 임금을 교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Ⅴ.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의 탐색

본 연구는 앞선 분석을 통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장기간, 감액률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시각 차이로 임금피크제
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어려우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부재하여 도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초래된다.
(2) 개인, 업종, 직종에 따라 연령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다름에도 일
률적인 감액률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일률적으로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만족도와 생산
성 모두 저하되는 결과가 발견되고 있다.
(4)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청년층 채용과 취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존재한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금피크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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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하고자 한다.

1. 임금피크제 적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건강, 근로의욕, 노후소득 대비 등 여건은 모두 다를
것이고, 이는 개인별로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
라서 고용연장의 대가로서 임금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개
인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 및 직무에 따라 연령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
하 정도도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설비가 자동화될수록 연령 변화에
따른 기능의 노후가 생산직보다 사무직에서 훨씬 더 급격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개인의 특성이나 직무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감액률, 일률적 정년연장 등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
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기업은
직무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어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 기준으로 정년
을 연장하고 이들의 임금과 생산성에 대한 감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직무
표준화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감액률을 적용하
는 것은 고용유연성이 낮은 상황을 감안할 때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고령근로자의 육체적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
고 있고, 자동화나 기계화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
은 직무에 있어서 육체적 힘이나 노동생산성의 저하보다 근로자 개개인이 여가
에 대해 인식하는 기회비용이 오히려 합리적 감액률에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
다. 김동배 외(2004)는 인적 특성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였
는데 대졸, 남성, 고임금,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집중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
와 같이 최초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여러 대안 중에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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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를 가지고, 회사가 고령자의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면
종업원은 건강상태, 근로의욕의 정도, 정년에의 대비 정도에 따라 자신의 선호
도를 바탕으로 고용유형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연장 시스템
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선별적으로 실시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변상우․김학돈, 2005), 독일은 개별
계약이나 변경해약 고지에 의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학춘 외,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보다 유연한 형태의 임금피크제로 개
별 근로계약에 기반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대
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개인형 임금피크제로 정의할 수 있는 이 형태는 이미 개별기업에서 자
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년후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진화
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이
전에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를 피
할 수 없고 이는 정년 후 임금 감소폭이 균형이 이르지 못하게 되어 결국 노동
시장의 공급 측면을 왜곡하여 기득 이익의 보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정년 이전 개별 계약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방
식의 개인형 임금피크제는 개인의 직무나 개인의 근로욕구를 공정하고 합리적
으로 고려하여 개인별로 임금감액률을 설정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임금피크
제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그 결과, 임금피크제의 운영을 보
다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개별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협
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계약으로 임금피크제를 정
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
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일정 수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장치만 마련될 수 있다면, 개인형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
안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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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가이드라인의 제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임금피크 이후 감액률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감액률의 결정은 직무의 특수성,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개별 계약에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여기에
각 직무에 따른 생산성을 고려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권장 모델이 존재한
다면 임금피크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인재(2012)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은 초임 수준 및 임금연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년 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의 입장에서 정년은 생산성과 임금 간
의 균형점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임이 분명하므로 정부 차원의 객관적 조사를 통해 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개인형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 연장되는 고용기
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감액이 제한될 수 있도록 감액률에 대한 제한을
법률로 강제하는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법제화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표준
임금피크제를 제시하여 고용과 임금 간의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업이 자
발적으로 준수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직무별 생산성 저하의 정도와 생계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한 감액률, 이에 비례하는 적정한 고용연장 기
간을 산출해 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규범화되어 중소기업 노사가 소모적인 갈등 없이 적용할 수 있
는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이 전형적인 개인
형 임금피크제 표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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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 개인형 임금피크제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개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시대
를 대비하여 단계적 정년연장이 요구되고 있다(이승계, 2012). 그리고 그 과정
에서 개인별로 상이한 노동과 여가에 대한 선호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
는 방안은, 경직되고 획일적 제도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
는 개인형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 당사
자로서 지위가 현저히 약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로 공정한 임금피크
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가 문제점으로 남는다.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시 최저 기준을 법제화한 사례는
싱가포르에서 찾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정년법에 의해서 1999년부터 정년을
62세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서 60세 이후 고용연장에
대해서 10%까지 임금삭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62세 이하 근로자는 연령만
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만약 임금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60세
가 되는 해부터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이학춘 외, 2011).
따라서 싱가포르와 같이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자칫 법제화된 최저 기준이 오히
려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오히려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법제화를 통한 근로자 보호도 중요하지
만,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법률이 과도하게 제한해서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보다
는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
일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의 경우인데, 독일은 개별계약이나 변경해약
고지에 의하여 개인적 계약형태로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독일의 ‘변경해약고지제도’(變更解約告知制度, 독일법상 skündigung의 번역)
는 유럽 각국에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변경과 동시에 근로계약의 해약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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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변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라는 법률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
지는 해약, 즉 새롭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의한 신계약체결의 신청을 수반하는
종래 계약의 해약(해고)에 대한 의사표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김재훈, 1998).
임금피크제 역시 ‘고용의 연장’과 ‘임금의 삭감’이라는 근로조건 변경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속성상 개인 선호, 직무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섬세한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획일적으
로 규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별 계약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러한 개인형 임금피크제는 일률적이고 수용성이 낮은 기존 임금피크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심각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에서도
실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이지만 외(2012)의 질적
연구에서 다루어진 일본의 임금피크제 사례는 개인형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형
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S전기회사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퇴직
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일본 H전자회사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시니어 사원제도
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임금피크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도입 과정에서 사용자 전횡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될 소지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개인형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
가. 취업규칙을 통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과정
임금피크제를 사업장 전체에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임금
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현행법상 임금피크제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제도라면, 근로자 과
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
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
수의 의견청취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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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장을 전제로 정년 전에 임금을 삭감하는 전형적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이익과 임금삭감에 따른 불이익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근로조건의 저하와 개선이 섞여 있는 경우에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 하더라
도 그와 함께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
2001다42301, 2004.1.27).
실제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
이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정년이 58
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된 경우, 만 55세부터 연장된 정년까지 임금이 해마다
70%, 60%, 40%, 40%로 순차 감액된 경우, 종래 만 55세부터 정년인 58세까지
3년간 지급받던 임금(연봉의 300%)에 비하여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만 55세부
터 정년인 59세까지 4년간 그보다 훨씬 감액된 임금{연봉의 210%(70%+60%
+40%+40%)}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이
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서울지법2007가합111716, 2008. 8.1).
한편 위 판례와는 다소 시각을 달리하여, 정년연장 기간까지 포함한 임금총
액이 현행 임금 제도하에서의 임금총액보다 많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도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는 현재의 정년까지 근무할 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이 적
어지게 되므로,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변경이 된다. 현행 대법원 판례(대
법93다1893, 1993.5.14., 대법94다18072, 1995.3.10)는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
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시하
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도입이 가능하다.
최근 우리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정년의 연장과 임금의 삭감’, ‘현행 정년 및
임금 유지’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정년제를 도입하였
는데 이처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
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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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계약을 통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과정
근로계약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즉 개인별 근로계
약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할 때, 사업장 전체의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 개별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회사의 제도 자체
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정년 이전에 개별 근로계약으로 개인형 임금피크제를 약정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년관련 규정이나 임금관련 규정의 적용을 개별 근로자가 계약을
통해 배재하고 새로이 체결한 계약(개인형 임금피크제)을 적용받는 것에 대한
유효성 여부이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은 ‘상위 규범 우
선의 원칙’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이 정
하고 있는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내용 중에 고용이 연장된다는 부분은 근로계약이 취업
규칙보다 명백히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나, 종래의 임금규정이 정하고 있는 임
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유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
우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조건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임
금규정이나 연봉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다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합치의 효력
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취업규칙이 설계하는 직장질서에 개별 의사가
매몰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의 규율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 하겠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개인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
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개인별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합의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
되는 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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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임금피크제 표준 가이드라인
근로계약에 근거한 개인형 임금피크제는 집단적 도입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
적이고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도입 과정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견 인위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라는 미명하에 임금피크제를 방치할 경우 자칫
고령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저하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임금피크
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활
용과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 과정에
서의 근로조건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개인형 임금피
크제 운영을 전적으로 사적 자치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
책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즉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의 거래에
있어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상회하는 다양한 대안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경제안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하
는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근로조건의 보호와 동시
에 사용자에의 도입 유인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표준형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설정되는 경우
에 별도의 개인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신
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형 임금피크제를 ‘제도적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법리와는 다른 차원의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표준 가이드라인은 이 공백을 보완
하는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임금
피크제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약한 근로자의 협상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표준 가
이드라인을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여 법제화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오히려 최저 기준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착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높아 바람직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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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생산성의 변화에 기준한 적정하고 공
정한 수준의 감액률 및 연장 기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용자
가 표준 가이드라인 이상의 대안들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보다는 임금피크제 도
입 시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표준 감액률 이상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로
한정하는 등 사용자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거나 또는 상회하는 기준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이나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노사가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사합의의 어려움이
다. 생산성이나 직무 등에 있어서의 노사 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연장의 정도나
감액의 정도에 대한 합의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 기업규모, 연령, 직
무별로 정년 이후의 생산성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정년 이후 생산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림 3]과 같이 기존 정년 이전
에 감액되는 임금과 고용연장 후 받게 되는 임금이 공정하게 유지되는 감액률
및 연장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감액률과 연장 기간의 다양한 조합
을 통해옵션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선호도에 따라 취사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표준 가이드라인은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서 근로조건의 보호장치 역
할을 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있어서의 보편․타당성을 가진
기준으로 작용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에게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함의는 고령근로자
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생산성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으므로 임금
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후 각 산업의 특성과 기업규모, 연령 및 직무별
생산성을 감안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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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인형 임금피크제 표준 가이드라인 개념과 옵션(예시)

옵션1:
옵션2:
옵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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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2:

옵션3:

4. 개인형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직면한 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노사정 간의 긴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야 한다.
먼저 노동조합은 최근 60세 정년연장 법제화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연장의
보완수단으로 고용과 임금을 교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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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해야 하며,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은 노동조합이 수용가능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안의 일환으로
연장되는 고용 기간에 상응하는 공정한 임금삭감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제도를
제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선호에 따른 제도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사가 임금과 고용을 교환하는 과정의 윤활유로 작용할 수 있는 표
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다.
적정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령-임금 프로파일링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다. 최강식․김민준(2011)은 고령자 노동시장이 산업별로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는 각 산업에 따른 경력-임금곡선과 근속-임금곡선
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한 후 각 산업 내에서의 경력-임금곡선과 근속-임
금곡선을 관찰한다면 각 산업의 고령자 노동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주장하였고, 실제 다음과 같은 연령-임금 프로파일에 대한 추정식1)을 제
시한 바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추정식을 응용하여 각 직종에
따른 정년 후 생산성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 실제 빈번한 이직으로 연
공 효과가 상쇄되고 거의 생산성과 유사한 임금수준에서 나타나는 중소기업 근
로자의 연령-임금 프로파일과 장기고용을 전제로 연공 효과가 존재하는 대기업
의 임금수준에서 나타나는 대기업 근로자의 연령-임금 프로파일을 비교하면 비
교적 합리적인 정년 후 생산성 수준에 따른 감액률 및 연장 기간을 제시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사정 각 주체
들 간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단계별 개입 수준이 로드맵으로 제시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 시간당 임금에 자연로그,  : 근로자의 교육연수,  : 근로자의 경력연수,
 : 근로자의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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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Wage-peak
System Under Baby Boomer Generation Workers’
Retirement Era
- Analysis of Studies on Wage Peak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

Lee, Young-Myon․Jung, Su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way to vitalize the use of so-called
wage-peak system in Korea. The wage peak system has been recommended to
stabilize the labor market of baby boomer generation for the last decade in Korea.
Howev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by the company was far slower than as expected.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ways to vitalize the
wage-peak system in practice. It is clear that the system would alleviate the
wage burden of old workers to the company while lengthen the employment
period of old workers at the company. Then the issue is how to support the
system adoption the company by the government.
To figure out the solutions for the system adoption in practice, we analyzed
the previous researches on wage-peak system in Korea. As a result, three
ideas are proposed. First, we recommend the individual wage-peak system
as a method to improve flexibility of wage-peak system. Currently, wage-peak
system can be adopted only after the collective agreement. Second, the subsidy
should be paid to business owner to reduce the company’s administrative cost.
Currently, the subsidy is paid directly to workers. So, the company does not
have any incentive for the system adoption. Third, standard wage-peak system
is proposed to make the company voluntarily comply with guideline on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and wage. This standard system will induce the
company to adopt the system.
Keywords : wage-peak system, baby boomer generation, aging society, extension
of retirement age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를 중심으로(옥지호) 

노
1)

동 정 책 연 구

2014. 제14권 제1호 pp.69~92
한 국 노 동 연 구 원

69

연 구 논 문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를 중심으로 -

옥 지 호**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의 비선형적 관계를 검증하는 한편, 이직의 손실을 보완해 줄 대안
으로서 직무순환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분석을 위해「사업체패널조사｣를 활
용해 자발적 이직률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직무순환의 참여
비율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발적 이직률과 노동생산
성의 관계는 약화된 부(-)의 관계인 것으로 검증되었고, 직무순환제도의 활
용이 활발한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직무순환제도에 따른 보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직
한 종업원이 보유했던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이 직무순환제도에 의해 타 종업
원에게 전이되어 이직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 자발적 이직률, 노동생산성, 직무순환제도, 비선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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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발적 이직(voluntary turnover)과 비자발적 이직(involuntary turnover)으
로 구분될 수 있다. 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이직은, 조직의 주도하에
고용관계를 끝맺는 해고나 고용조정 등의 비자발적 이직보다 조직에 더욱 심각
한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직 당사자의 인적자본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회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직에 따른 업무의 공백,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되
는 부정적인 신호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Krausz,
Yaakobovitz, Bizman, & Caspi, 1999; Kwon, Chung, Roh, Chadwick, &
Lawler, 2012; Shaw, Park, & Kim, 2013). 이에 자발적 이직에 대한 과거의 선
행연구는 자발적 이직의 결정요인들을 규명하는 접근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Barrick & Mount, 1991; Griffeth, Hom, & Gaertner, 2000; Mathieu & Zajac,
1990; Steel & Ovalle, 1984), 최근에는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부정
적인 효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나
인강, 2011; Glebbeek & Bax, 2004; Hausknecht & Trevor, 2011; Kwon et al.,
2012; Mohr, Young, & Burgess, 2012; Park & Shaw, 2013; Shaw et al., 2013;
Sturman, Shao, & Katz, 2012).
하지만 자발적 이직에 대한 선행연구의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해 혼재된 실증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직
특수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상실함에 따라 조직은 손실을 입게 되
지만, 이직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조직의 피해가 선형적으로 늘어나는지 아니
면 피해의 한계효과가 점차 경감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Shaw, Gupta, & Delery, 2005). 그 밖에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이직은 조직의
활성화(vitalization)(Dalton & Todor, 1979)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어,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연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둘째, 자발적 이직에
따른 비용(turnover cost) (Abelson & Baysinger, 1984)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이직이 늘어나게 되면 조직특수적인 지식과 역
량, 스킬 등을 잃어버리게 됨에 따라 업무 공백이 발생해 조직이 유지해 오던
성과에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를 보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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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적절한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실증적 선행연구들을 대상
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한 Park and Shaw(2013)은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부정적
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실행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제도에 따라 이러한
경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즉 특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
는 조직에서는 이직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게 되지만(Glebbeek & Bax,
2004; Kwon et al., 2012; Mohr et al., 2012),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한편, 자발
적 이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을 제시한 후 이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이직과 조직
성과의 관계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약화된 부(-)의 관계(attenuated negative
relationship)(Shaw et al., 2005)’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
였다. 약화된 부의 관계에서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의 관계가 단순선형의
정(+) 또는 부(-)의 비례 관계가 아닌 비선형 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Price, 1977). 즉 이직이 발생하면 조직의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이 보유한 자원의 특수성(firm specific resource)
또한 감소하게 됨으로써 한계효과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비선형 관계가 조직이 실행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하에(Kwon et al.,
2012; Mohr et al., 2012) 직무순환제도의 효과성에 주목하였다. 즉 직무순환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조직에서는 이직자의 업무 공백을 잔존 인력이 대체함으로
써 이직에 따른 조직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
구원에서 제공한「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
과에 따른 토론점과 시사점, 연구의 한계 등을 말미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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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연구 및 가설 설정

1.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자발적 이직이란, 조직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의 주도적인 판단하에 조직으
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Bluedorn, 1978). 자발적 이직의 종류에는 사직
또는 이직, 자발적 은퇴, 자살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논의에서는 주
로 경력의 단절을 의미하는 은퇴나 자살을 제외하고 창업 또는 타 기업으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조직을 떠나는 상황을 지칭한다. 개인 입장에서의 이직은 보
다 나은 삶을 기대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배경으로 하겠지만, 조직 입장에서는
조직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리게 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조직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사가 보유하
고 있는 인적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Barney, 1991;
Wernerfelt, 1984), 종업원의 이직으로 인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지식, 경험, 스
킬 등의 인적자본과 타 직원과의 신뢰, 협동 등의 사회적 자본을 한꺼번에 잃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Shaw et al., 2013).
그러나 종업원의 이직 규모에 따라 발생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
한 의견이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은 이직이 조직에 해가 된다는 전반적인 주장
에는 동조하면서도,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인과관계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처
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Park & Shaw, 2013; Shaw et al.,
2005). 첫 번째 가능성은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비례적 선형관계이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예측대로 이직이 많아질수록 조직의 피해 또한 그와 비례해서 증가한
다고 가정한다. 개인과 조직에 축적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종업원 개개
인에게 내재되어 있는데, 이들 종업원이 떠날수록 그에 따른 조직의 손해도 비
례해서 증가한다는 논지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조직에게 위협이 될 만큼 큰 규모의 이직은 해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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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적정한 수준의 이직은 오히려 조직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역U자형 관
계이다(Glebbeek & Bax, 2004). 경제학의 비용-편익 관점에 따르면, 이직률이
높아지면 잔존 인력에 대한 유지비용은 줄어들고 이직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는
반면, 이직률이 낮아지면 잔존 인력의 유지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이직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직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경우 유지비용
또는 이직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에게 피해가 가지만, 이직비용과
유지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적정 수준의 이직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의 피해
는 가장 줄어들게 된다(나인강, 2010). 여기서는 이직비용 외에 유지비용을 감
안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주장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첫 번째 주장과 마찬
가지로 이직에 따른 비용과 조직의 손실이 선형관계임을 가정한 것이 특징적
이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소수 인원의 이직은 조직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지
만, 이직 인원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피해는 점차 경감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약화된 부의 관계이다(Shaw et al., 2005; Shaw et al., 2013; Ton & Huckman,
2008). 조직학습이론을 이직-성과 논의에 적용한 이 관점에서는 이직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축적된 기업 특유의 자본이 누적되어 손실되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은 오히려 점점 더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낮은 수준에서 적정
한 수준까지의 이직비용이 적정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의 이직비용보다 더
높아지게 되므로 이직률과 조직성과의 부정적인 관계는 이직률이 증가할수록
점차 완만해지는 비선형 곡선의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비교적 최근
에 진행된 실증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미국 콘크리트 파이프 산업과
운송 산업의 표본으로 각각 실증분석을 진행한 Shaw et al.(2005)에 따르면, 두
표본에서 공통적으로 U자형의 관계가 검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파이프 산업의 110개 기업에서는 자발적 이직률이 55%가 되는 지점
을 변곡점으로 조직성과에 대해 U자형의 약화된 부의 관계가 검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산업의 299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발적 이직
률이 132%가 되는 지점을 변곡점으로 운전자 과실에 대한 U자형의 약화된 부
의 관계가 검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인 Shaw et al.(2013)에서는
미국의 유통업을 대상으로 한 자료와 한국의 인적자본기업패널을 활용한 분석

74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1호

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에 U자형의 약화된 부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전술된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
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직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해 세 번째로 제시된
약화된 부의 관계를 견지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중
심의 형식지(explicit knowledge)를 기반으로 일을 처리하는 서구와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조직에 체득된 경험, 분위기, 루틴 등의 암묵지(tacit knowledge)를
기반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Jasimuddin, Klein, & Connell,
2005).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선형적 관계 또는 역U자형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
들은 주로 미국․영국 등의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국가를 배경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 국가에서는 조직의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각 직무의 역할을 구분하
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여 직무에 따른 평가와 보상, 교육훈련 등이 제공
되는 것이 특징적이므로, 한 명의 종업원이 이직했을 때 해당 직무에 대한 매뉴
얼로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집단적인 문화와 연공
서열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업무수행 방식에서는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 체득
된 업무 이해와 수행 방식이 중요시된다(Bhagat, Kedia, Harveston, & Triandis,
2002). 즉 업무에 대한 노하우 등의 기업 특수적인 지식들이 개인의 경험 또는
집단의 관계성에 내재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누적된 기업
특유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된다. 따라서 소수의 종업원이 이직했을
때 이에 대한 손실이 비교적 큰 편이고 이직 규모가 증가해 기업 특수적 자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직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비선형적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부정적 선형관계와 역U자형 관계에서는 모두 초기 이직에 대한 이직비
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기반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경쟁력은 조직
이 오랜 시간 축적한 독특한 경쟁우위에서 비롯된다(Barney, 1991; Wenerfelt,
1984). 소수의 이직이 발생해 신규 인력이 유입되었을 경우, 조직 입장에서는
신규 인력이 이직 인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교육과 훈련, 지원을 제
공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 다수의 이직이 발생해 큰
규모의 신규 인력이 유입되었을 경우, 조직 입장에서는 기보유하고 있던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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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SOP(standing operating procedure) 등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기가 용이해진다. 즉, 기업의 경쟁우위 유지를 위한 비용은
이직 인원이 증가하여 조직 특수적인 자원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점차 경감되
는 학습곡선의 패턴을 띠게 된다. 하지만 부정적 선형관계와 역U자형 관계에서
는 이직에 따른 대체비용이 개개인별로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어지게 된다고 가
정하는 한계를 갖는다(Abelson & Baysinger, 1984; Alexander, Bloom, &
Nuchols, 1994). 따라서 이상의 실증연구 결과와 전술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
에서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에는 비선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즉 자발적
이직률이 증가할수록 조직성과는 감소하되, 자발적 이직이 증가할수록
조직성과에 대한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약화된 부의 관계(attenuated
negative relationship)를 가질 것이다.

2. 직무순환제도에 따른 조절효과
그렇다면 자발적 이직에 따른 조직성과의 피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인적
자원관리제도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하여 이직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직과 조직성과의 비선형
관계를 조절할 상황적 요인으로 직무순환제도의 활용에 주목하였다. 직무순환
(job rotation)이란, 수직적 이동(예 : 승진)을 제외한 조직 내의 상시적인 직무
이동을 의미한다(Stites-Doe, 1996). 직무순환은 종업원에게 직무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여 동기부여를 높이고 조직 내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는 한편,
폭넓은 역량과 스킬을 갖추도록 훈련시킨다. 따라서 직무순환제도를 통해 조직
의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뿐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
한 경험을 체득함으로써 성과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직-성과 논의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직무순환의 기능은 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또는 미숙련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잔존
인력의 업무 대체성이다(Schomann, Mytzek, & Gulker, 1998). 인적자본의 손
실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의에서는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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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종업원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조직을 떠나는
종업원이 기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이 다른 직원에게 전달되었을 경우는 상황
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업무 방식의 공유를 통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스킬, 역량이 업무 프로세스 또는 타 직원에게 전이되었을 경우에는 이직에 따
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이직 인원이 수행하고 있던 업
무는 동료 직원이 체득한 지식, 스킬, 역량에 의해 불완전하지만 충분한 수준에
서 대체됨으로써 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의 집단주의적 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Mohr et al.(2012)의 연구에 따르
면,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114개 조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객서비스 성
과에 미치는 이직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집단주의에 가까운 조직문화를 추구하
는 조직에서 오히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집단주의
를 추구하는 문화일수록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력,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 지식교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종업원 이직
으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줄일 뿐 아니라 신규로 채용된 종업원들이 조직에 성
공적으로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조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직무순환제도를 높은 수준에서 활용
하는 조직에서는 종업원의 이직이 발생하더라도 이직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직무순환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조직보다 성과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직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에 직무순환의 효과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직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 많은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전술된 가설처럼 인적자본의 손실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수 있으나, 직무순환
제도를 활용하는 조직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에게는 본 업무를 충분히 체득하기 전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잔존 인력이 과도한 업무 대체에 따른 소진을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직에 따라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직에 진입
한 신규 인력이 조직에 들어와서 자신의 본 직무와 로테이션 직무의 업무 모두
를 파악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어 이직에 따른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다(Shaw et al., 2005), 국내의 161개 기업에게 설문을 진행하
여 실증분석을 진행한 Kwon et al.(2012)에서는, 집단적 분권화를 강조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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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경우 조직성과에 미치는 자발적 이직의 부정적 효과가 심화될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 즉, 조직의 업무수행 방식이 팀제에 가까울수록 상호의존적인 경
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재가 조직을 떠날 경우 조직에게 미치는 부정
적인 효과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직무순환제도의 조절효과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 직무순환의 활용은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비선형 관계(약화된 부
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무순환의 비율이 높을 때는 자
발적 이직과 조직성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직무순환의 비율이
낮을 때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의 관계가 더욱 약화될 것이다.

Ⅲ. 분석방법론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자료를 활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개별 사업체를 분석 수준으로
선정하여 2005년부터 격년 단위로 사업체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는 패널자료이
다. 사업체패널조사의 조사 내용은 개별 사업체에 대한 기본 사항, 근로자 현황,
재무 현황, 사업장 특성, 고용 현황 및 고용관리, 보상 및 평가,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인적자원개발, 기업복지 및 산업재해, 노사관계, 작업장 혁신 등,
조직 내의 인력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자료를 포함한다. 특히, 조
사 과정에서 HRM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인사담당자, 노사관련 사항은 노동조
합(또는 노사협의회) 대표로부터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당 문항을 가장 잘 알
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체에 대한 조사의 타당성을
높인 것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 2차 자료(2007년)에서 조사된 표본 중 제조업
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단독 사업장(1기업 1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본 연구에서 배제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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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직
규모
조직
연령

빈도

비율

100인 미만

325

50.3

100～300인 미만

165

25.6

300인 이상

156

24.1

10년 미만

197

30.5

10～30년 미만

338

52.3

30년 이상

111

17.2

산업
노조
유무

빈도

비율

제조업

271

42.0

금융업

8

1.2

비금융업

367

56.8

노조 존재

168

26.0

노조 미존재

478

74.0

전체

646

100.0

데 그 이유는 첫째, 다수 사업장의 경우 동일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인적자원 정책이나 이직률, 직무순환 활용비율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둘째, 매
출액 등 주요 재무지표가 사업장 수준이 아닌 전사 수준에서 측정되는 경우 인
과관계 추정에 오차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패널조사 2차 자료에서
조사된 총 표본 수는 1,735개인데, 이 중 단독사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체 수는
1,031개이다. 1,031개 중 매출액 등의 주요 재무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자발적
이직자의 수, 직무순환 참가비율, 과거 성과 등이 파악되지 않은 385개의 사업
체가 제외됨으로써 최종적으로 646개의 사업체가 최종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추출률 62.6% = 646/1,031). 최종적으로 선정된 385개 사업체에 대한 일반적
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변수의 측정
가. 결과변수 : 노동생산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으로 측정하였다. 노
동생산성은 인적자원관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종속변인으로서(Chadwick,
Way, Kerr, & Thacker, 2013; Datta, Guthrie, & Wright, 2005), 개별 조직에
소속된 종업원 일인당 매출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2007년 각 사업체가 보고한 매출액의 총액을
2007년 해당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의 총수로 나눈 값을 로그 치환하
여 변수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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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 자발적 이직률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발적 이직률은 각 사업체가 보고한 근로자 현황 중
자발적 이직 근로자 수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의 방식을 참조로
(Glebbeek & Bax, 2004; Shaw et al., 2005), 2007년 한 해 동안 자발적으로
이직한(전직, 창업, 학업, 육아, 심신장애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
만두는 경우) 근로자의 총합을 전체 종업원 수로 나누어 각 사업체의 자발적
이직률을 도출하였다.

다. 조절변수 : 직무순환
직무순환의 활용비율 측정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업
체패널조사 문항 중 “정기적인 업무 로테이션 대상이 되는 (핵심 직종) 근로자
의 비율은 어떠합니까?”(D215)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핵심 직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기반으로 측정된 위의 문항을 전체 직원의 비율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직무순환 변수를 측정하였다. 먼저, 사업
체별로 조사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이 가장 많은 핵심 직종(제조업의 경우는
주로 생산직 또는 단순직, 서비스업의 경우는 주로 사무직 또는 전문직)의 비율
을 산출하였다. 여기에 핵심 직종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직무순환제도의 적용
을 받는 인원의 비율(D215)을 곱함으로써 전체 종업원 대비 직무순환제도에 참
여하는 인원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처럼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방
식은 사업체의 가치창출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실질
적인 제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Bowen & Ostroff,
2004).1)

1)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무순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핵심 직종 외 타 직종에 근무하는
종업원 중 직무순환제도의 적용을 받는 인원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
만 반대로 직무순환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인원이 직무순환 비율에 포함될 오
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의 경우 핵심 직종에
근무하는 종업원 비율(=핵심 직종 종업원 수/전체 직원 수)의 평균이 60%를 웃돌고, 핵
심 직종 종사자 대비 직무순환의 비율과 전체 종업원 대비 직무순환의 비율 간에 높은
상관관계(.948)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측정 방식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
은 내용을 지적해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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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외생요인의 효과를 통제하
기 위해 조직규모, 조직연령, 노조유무, 노동집약도, 산업 등의 변수들을 통제하
였다. 조직규모는 개별 사업체를 구성하는 전체 종업원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2007년 기준 전체 구성원의 수를 로그 치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직
연령은 개별 사업체가 창립한 이래 소요된 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립 연
도부터 2007년까지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노조유무는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노
동조합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는 1, 그렇
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노동집약도는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의 구조적 특성 및 인적자본에 투자한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 매출액 대비 노동비(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의 총합을 로그
치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은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제조업
인 경우와 금융업인 경우를 각각 더미변수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Ⅳ. 분석 및 결과

1.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646개 기업들의 주
요 변수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발적 이직률의 평균은 0.229인 것으로 나타나 2007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전체 직원 수의 22.9%에 달하는 인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조유무는 자발적 이직률과 약한 유의수준에서 부(-)의 상관관
계(r=-.070, p<.10)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조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와 궤를 같이한다(Freeman & Medoff, 1984). 그 외 조직규모, 노동집약도와 자
발적 이직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변수인
노동생산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발적 이직률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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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량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1. 노동생산성

1.000

2. 자발적 이직률

.006

1.000

3. 직무순환

.010

-.015

1.000

4. 기업규모

-.112**

.000

.052

1.000

5. 기업연령

.040

-.084*

-.010

.315***

1.000

6. 노조유무

.050

-.070

.075

.379***

.368***

1.000

-.717***

.018

.017

-.048

-.046

-.061

1.000

평균

5.087

.229

7.531

4.808

18.182

.260

-2.430

표준편차

1.136

.751

17.575

1.102

13.656

.439

1.317

7. 노동집약도

주 : N=646. * p<.05, ** p<.01, *** p<.001.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생산성과 자발적 이직률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단계적 회귀분석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발적 이직률의 비선형적 관계를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표 3>의 모델 1에서는 통제변수들을 삽
입하였다. 조직규모, 조직연령, 노조유무, 노동집약도, 산업더미 등을 삽입하여
통제한 결과, 전체적인 모델의 설명력은 R2 값이 0.562, 조정된 R2 값이 0.558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자발적 이직률의 선형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률 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자발적 이직률 변수의 계수
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b=.054, t=1.340, p=.181), 조정된 R

값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 이직률과 노동생산성 간에는 선형
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모델 3에서는 자발적 이직
률과 노동생산성의 비선형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률의 제곱항(자발
2
적 이직률 SQ)이 모델에 추가되었다. 분석 결과, 전체 모델의 조정된 R 값이

.004 증가할 뿐 아니라 자발적 이직률의 제곱항이 0.01 유의수준에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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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21, t=2.575, p<.01). 따라서
자발적 이직률과 조직성과 간의 약화된 부(-)의 관계에 대한 가설 1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발적 이직률과 노동생산성의 비선형 관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모델 1

결과변수 : 노동생산성
모델 2
모델 3

모델 4

상수

4.438***
(.150)

4.431***
(.150)

4.474***
(.150)

4.488***
(.150)

조직규모

-.201***
(.030)

-.203***
(.030)

-.197***
(.030)

-.195***
(.030)

조직연령

.003
(.002)

.004
(.002)

.003
(.002)

.003
(.002)

노조유무

.127
(.077)

.131
(.077)

.106
(.077)

.049
(.079)

노동집약도

-.654***
(.025)

-.655***
(.025)

-.655***
(.025)

-.651***
(.025)

산업더미(제조업)

-.196**
(.068)

-.205**
(.068)

-.192**
(.068)

-.172*
(.068)

산업더미(금융업)

1.155***
(.270)

1.154***
(.270)

1.160***
(.269)

1.152***
(.267)

.054
(.040)

-.248*
(.124)

-.396*
(.174)

.021**
(.008)

.028**
(.011)

자발적 이직률
자발적 이직률 SQ

.005*
(.002)

직무순환
자발적 이직률 X 직무순환

-.022**
(.008)

자발적 이직률 SQ X 직무
순환

.006***
(.002)

2

R
Adj. R2
⊿F-value

.562
.558
136.483***

.563
.558
1.794

.567
.562
6.631**

.577
.569
4.558**

주 : 표기된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각각 의미함.
N=64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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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직무순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직무순환 변수와 자발적 이
직률과의 교차항, 자발적 이직률의 제곱항의 교차항을 추가로 삽입한 결과는
<표 3>의 모델 4와 같다. 모델 4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개의 변수를 추가로 모델
에 삽입한 결과, 모델의 전체적인 설명력이 증가할 뿐 아니라(⊿R2=.010, ⊿
F=4.558, p<.01), 자발적 이직률의 제곱항과 직무순환의 교차항이 .001 유의수
준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6, t=3.419,
p<.001).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조절변수인 직
무순환의 값이 작을 때(직무순환 비율=0.0%), 평균일 때(직무순환 비율=7.5%),
클 때(직무순환 비율=25.1%, +1SD) 각각 자발적 이직률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도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순환 비율이
낮을 때(직무순환 비율=0.0%)의 경우는 자발적 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는 기울기가 선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순환
비율이 높을 때(직무순환 비율=25.1%)는 기울기가 더욱 급격해져 노동생산성
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곡선 간의 교차점은
[그림 1] 직무순환에 따른 자발적 이직률과 노동생산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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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률이 0.243일 때인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 이직률이 24.3%에 달하
기 이전에는 직무순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만, 자발적 이직
률이 24.3%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직무순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순환에 따른 조직성과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무순
환 활용비율이 낮은 그룹(7.5% 이하)과 직무순환 활용비율이 높은 그룹(7.5%
이상)으로 구분하여 자발적 이직률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자발적 이직률이 평균보다 작은 그룹(<22.9%)에서는 직무순환 비율이
높은 그룹의 성과(5.377)가 직무순환 비율이 낮은 그룹의 성과(5.13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t=1.973, p<.05).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 이직률이 0.0%인 기업
을 제외하고 진행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발적 이직이 적
은 경우에는 직무순환 비율이 높은 기업의 성과가 직무순환 비율이 낮은 기업
의 성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발적 이직률이 평균보다 큰 그룹(≥
22.9%)에서는 직무순환 비율이 높은 그룹의 성과(4.710)와 낮은 그룹의 성과
(4.898)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 이직
이 적은 수준(약 22.9%)에서 발생한 경우에 직무순환제도의 활용이 많은 기업
은 직무순환제도의 활용이 적은 기업보다 자발적 이직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직무순환 비율에 따른 자발적 이직률 집단 간의 차이검증
직무순환 비율이
낮은 그룹

직무순환 비율이
높은 그룹

N

노동생산성

N

노동생산성

자발적 이직률이 평
균보다 작은 그룹

344

5.132

103

5.377

1.973*

자발적 이직률이 평
균보다 큰 그룹

159

4.898

40

4.710

.911

주 : N=646. * p<.05, ** p<.01, *** p<.001.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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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토론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다양한 가능성
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단독 사업장 646개
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자발적 이직이 늘어남에 따라 조직성과
(노동생산성)는 줄어들지만, 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효과가 점차 감소하
는 약화된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사업
장이 실행하고 있는 직무순환제도의 활용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직무순환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직
률이 평균보다 낮을 때 조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직에 따른 손실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및 한계점
자발적 이직률과 조직성과의 비선형 관계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남긴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 본 연구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
과의 약화된 부(-)의 관계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직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자발적 이직 또
는 이직의도를 결과변수로 상정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관리제도, 노
동조합의 활동 등 다양한 조직의 특성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권
순식․박현미, 2006; 김건식, 2013; 김윤호․한수진․박오원, 2009; 김진희,
2012; 남정민․전병준, 2013; 유병홍․김동주, 2011). 서구를 배경으로 한 연구
에서는 자발적 이직률과 조직성과의 관계는 선형적 부(-)의 관계, 비선형적 역U
자 관계, 비선형적 약화된 부(-)의 관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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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 et al., 2005; Shaw et al., 2013), 이러한 자발적 이직률과 조직성과의 다
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국내의 연구는 소수를 제외하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나인강,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단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
직과 조직성과의 약화된 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추가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 본 연구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손해를 줄
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직무순환제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일본식 내부노동시장과 맞닿은 평생고용을 추구하
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한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하면
서(김성수․박지성․박미혜, 2013; Bae, Chen, & Rowley, 2011)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이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에서 자발적 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직무순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자발적 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
한 업무에 대한 개별 종업원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조직성과에 추가적인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갖는다. 첫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
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도 동일하게 일반화하
여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다수 사업장의 경우,
직무순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동일 직무의 타 사업장으로 수평 이동하는 등
직무순환의 활용에 있어서 단독 사업장보다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
다. 따라서 직무순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내에서 진행되는 직무순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둘째, 직
무순환의 측정에 있어서 각 기업의 핵심 직종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동일 조
직 타 직종의 직무순환 인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을 진행한 본 연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지만 추후 연구
에서는 각 기업의 최다 직종뿐 아니라 모든 직종에 걸쳐서 직무순환제도가 적
용되는 인원을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구체적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1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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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혹은 질적 연구방법들을 시도함으로써 직무순환의 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업종별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단일
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자발적
이직의 효과를 다룬 서구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단일 산업을 배경으로 진행되었
음을 주목할 때, 업종별로 특수한 맥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도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한 유사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순환이 폭넓게 활용될 경우 다양한 업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역
량이 확장될 것을 가정하였지만 종업원들의 실제 역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
를 갖는다. 따라서 직무순환제도가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역량을 확
장시키는지에 프로세스 및 대체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찰법,
면접법 등의 질적인 접근의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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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Voluntary Turnov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 The Moderating Role of Job Rotation -

Ok, Chi 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voluntary turnover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role of job
rotation. Based on the expectation that job rotation, the training HRM practice
let the employees perform multiple works, enables to recover the damage
of “turnover gap”, we hypothesize that the use of job rotation should reduce
the negative impact cased by voluntary turnover. By conduct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646 independent establishment samples from KLI
data, the result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ary turnover and
labor productivity is attenuated negative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s implementing job rotation are more beneficial when voluntary
turnover is under the average (22.9%). This result confirms that job rotation
develops multiple abilities of employees, thereby compensating the defect of
voluntary turnover.
Keywords : voluntary turnover, labor productivity, job rotation, attenuated negativ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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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 제기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할 공공고용서비
스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된 민간기관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구직자와 구인자를 대상으
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수탁기관
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다(유길상, 2010a). 한국은 2005년에 경기도
가 ‘청년뉴딜’ 프로그램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2005년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민간위탁 실시를
포함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보고된 이후(노동부, 2005) 공공고용서비스
의 민간위탁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은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호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민간위탁이 매우 활발
하나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대륙계 국가는 전통적으로 민간위탁에 소
극적이었으나 최근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반드시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
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유길상, 2010a; Bruttel, 2005; Bartlett
& Le Grand, 1993). 따라서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취업성과를 향상시
키고,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을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5월의 기간에 추진되고 있는 영국의 Work
Programme(WP),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의 기간에 추진되고 있는 호주의
Job Services Australia(JSA),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1)과 희망리본프로젝트의
2013년 민간위탁조건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
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취업성공패키지Ⅱ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고용센터가 직접 수행하고 있어 본 논문의 분
석대상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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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위탁제도의 발전과 분석의 틀

1.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확산의 이론적 배경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1990
년대 이후 대표적인 정부 개혁의 논거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과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신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이 자리
잡고 있으며, 준시장이론(quasi-market theory)은 민간위탁사업의 구체적인 내
용을 발전시키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기관의 관료화와 경직성 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성
과와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독점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도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과 고객 선택에 의해 공공서비스의 효율
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유길상 외, 2012). 신거버넌스론은 공공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및
비영리부문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collaborative partnership)을 통해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유길상 외,
2012).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은 공공고용서비스 제공에서도 민간위탁
이 시도되고 확산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유길상, 2010a; Bruttel, 2005).
준시장이론은 민간위탁시장이 준시장(quasi-market)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민간위탁 자체가 경쟁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
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Arrow, 1985), 준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고
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공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고용서비스 위탁사업의 구
체적인 내용을 발전시키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2)

2)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공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길상(2010a), Bruttel
(2005)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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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호주, 한국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제도의 발전
가. 영국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제도의 발전
영국 정부는 1997년부터 ‘일을 통한 복지(welfare to work)’를 천명하면서 복
지제도의 개혁과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을 추진하였다. 1998년에 청년
층과 25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New Deal을 시행하고, 1999년부터 New
Deal 프로그램의 일부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면서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을
도입하였다.
New Deal 프로그램과 민간위탁의 성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이후 2006년의 기간에 실업수당 수급자 수가 약 50만 명 감소하였고,
실업수당 지출액이 약 50억 파운드 감소되었으며, 실업기간 12개월 이상의 장
기실업자 수가 73% 감소하였고, 특히 청년층 장기실업자 수가 4분의 3이나 감
소하였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2008). 이러한 New Deal
프로그램과 민간위탁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민간위탁사업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런데 Freud(2007)는 New Deal 프로그램이 매뉴얼에 의한 표준서비스
(standard service)를 경직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표준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New Deal 프로그램보다 민간기관에게 유연한 맞춤형 서비스를
보장했던 Employment Zone 및 Pathways to Work 프로그램의 취업성과가 더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고, 기존의 다양한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프로그램
을 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유연한 맞춤형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Freud(2007)는 실업 발생 초기에 집중적인 개입(intensive intervention)을 통
하여 장기실업의 위험요인을 맞춤형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구직자의 조기 취업
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도 실업
발생 초기에 장기실업의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개인별․가구별 특성에 맞춰 유
연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매우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employment barriers)을 갖고 있는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의 경우 집중적인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가 중요하며, 민간위탁비용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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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취업성과 및 취약계층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와 연계하여 지불할
것을 제안하였다.
Grover(2009)도 취업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구직자의 어린 자녀에 대한 보
육문제, 경직적인 근로시간,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 개인적 부채, 가
족 해체, 낮은 직업 수행능력, 일자리의 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한 채 취업알선을 열심히 해도 장기적인 효과는 미흡하다며, 어린 자녀
에 대한 보육지원, 경직적인 근로시간의 유연화,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 해소, 가계부채 해소 지원, 심리치료, 직업능력개발 등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국은 고용서비스기관과 사례관리자가 구직자
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개혁에 착수하
였다(DWP, 2007, 2008). 즉 기존의 다양한 New Deal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구
직자의 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한 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을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10년에 집권한 영국 보수당 정부는 Flexible New Deal을 2011년 6월부터
Work Programme(WP)으로 대체하였다. WP은 기존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
단순화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 Flexible New Deal의 기본 방향
은 유지하면서 성과 연계 보상을 강화하였다.
WP는 다음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DWP, 2012a).
첫째, 취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취약한 구직자일수록 더 많
은 위탁비용을 지급하며, 취업성과와 연계한 위탁비용 지급체계를 구축하여 더
높은 성과를 유도하였다.
둘째, 서비스 공급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
다.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민간수탁기관과 사례관리자가 유연
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민간수탁기관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한 주 계약자(prime contractors)
모델에 입각하여 주 계약자와 5년간의 장기계약을 하여 민간수탁기간이 장기
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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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제도의 발전
호주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관료적이고 경직적인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995년부터 공공고용서비스의 일부를 민
간고용서비스기관에 시범적으로 위탁하였다. 1997년에는 원스톱 고용․복지서
비스센터로서 Centrelink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공공고
용서비스기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접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고용
서비스기관에 위탁하였다. 호주는 이러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을 ‘Job
Network(JN)’라고 칭하였다.
호주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명을
취업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1995년의 약 17천 호주달러에서 2006년에는
약 4천 호주달러로 감소되었다(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DEEWR), 2007).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
이 1995～96년의 27% 수준에서 2004～05년에는 55%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수가 2002년의 8만 명 수준에서 2007년에는 4만 명
이하로 감소되었다(DEEWR, 2008a).
그러나 2007년 12월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JN이 취약실업자의 직업능력개
발을 지원하는 데는 미흡하였다고 비판하고(DEEWR), 2008b), 2009년 7월 1일
부터 JN을 Job Services Australia(JSA)로 개편하였다.
JSA는 이전의 JN에 비하여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을 촉진하고,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을 가진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경험(work
experience), 기타 필요한 고용․복지서비스의 올바른 조합(right mix)으로 구성
된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JSA는 구직자의 직
업능력 배양을 강화하고, 고용주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DEEWR, 2009). 단순히 구직자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는 데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를 고용주가 원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로 만들어 고용
주에게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지속가
능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JN을 JSA로 전환한 근본
적인 이유였다(DEEWR,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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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제도의 발전
한국은 경기도가 2005년에 ‘경기청년뉴딜’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그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벤치마킹하여 2006년에 공
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
탁사업이 확대되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목표 인원을
확대해오고 있다.3) 고용노동부는 2012년에 새로 청년층 장기실업자와 조기 퇴
직한 장년층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사업’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기존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명칭을 ‘취업성공패키지Ⅰ’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청․장년층 내
일 희망찾기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Ⅱ’로 명칭을 변경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
업으로 통합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은 서비스 대상 인원의 약 60%를 민간기
관에 위탁하나, 취업성공패키지Ⅱ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인 고용센터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a).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1 : 1 맞춤형 고
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를 2009년에 시범 시행한 후 단
계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4) 희망리본프로젝트
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재원을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능력
이 있는 저소득자를 선발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민간기관이 맞춤형 고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3. 분석의 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장은 ‘준시장(quasi-market)’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고
용서비스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incentive
3) 2009년의 1만 명에서 2010년에 2만 명, 2011년에 5만 명, 2012년에 7만 명, 2013년에
10만 명으로 서비스 대상 목표 인원이 확대되었다.
4) 2009년에 부산, 경기지역 2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래 2010년에 인천, 전북지역,
2011년과 2012년에 대구, 광주, 강원지역 등 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3년에 전국으로 확대하여 1만 명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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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s)’,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information mechanisms)’,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control mechanisms)’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유길상, 2010a).
본 논문은 Bruttel(2005)의 민간위탁 성공조건의 이론적 틀로부터 고용서비
스 민간위탁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표 1>과 같이
도출하고, 각 쟁점별로 비교분석의 준거에 따라 비교분석을 하였다5).
<표 1>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이론적 성공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주요 쟁점
민간위탁의 이론적 성공조건
1.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
- 경쟁적인 민간위탁시장 형성과 수탁기관의 서비
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민간위탁사업 참여를 유
인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지불
- 수탁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
공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 연계형 위탁
비용 지불체계 구축
- 수탁기관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질의 고용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
- 수탁기관의 구직자에 대한 ‘크리밍(creaming)’과
‘파킹(parking)’ 현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관련 서비스의 연계 및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자에 대한 능동화 조치의 효율적 시행
3. 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 민간위탁사업의 거래비용 최소화

주요 쟁점

(1) 양질의 민간위탁기관의
선정

(2) 위탁비의 수준과 지급구조

(3) 위탁계약기간과 위탁인원
의 규모
(2) 위탁비의 수준과 지급구조
(4) 민간위탁의 대상 및 위탁
자 선별기준
(5) 수탁기관에서의 유연한 맞
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여
건
(1) 양질의 수탁기관의 선정
(3) 위탁계약기간과 위탁인원
의 규모
(6) 수탁기관의 서비스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수탁기관에 대한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통제 메 (6) 수탁기관의 서비스 성과에
커니즘의 구축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5) 준시장의 특성 및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공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길상(2010a)
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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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도출된 6가지 쟁점, 즉 ① 양질의 민간위탁기관의 선정, ② 위탁
비의 수준과 지급구조, ③ 위탁계약기간과 위탁인원의 규모, ④ 민간위탁의 대
상 및 위탁자 선별기준, ⑤ 수탁기관에서의 유연한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여건, ⑥ 수탁기관의 서비스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대하여 Bruttel
(2005)가 제시한 민간위탁 성공조건의 이론적 성공조건과 연계하여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Ⅲ. 주요국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조건 비교분석

1. 양질의 민간위탁기관의 선정
공공고용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쟁
적인 민간위탁시장을 형성하여 민간위탁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기
관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되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안정적 재원의 확보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한 기관을 엄선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또한 하나의 노동시장권역 내에 복수의 민간위탁기관이 있어
구직자가 더 나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양질의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사
업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Mosley and Sol(2005)은 양질의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 계
약자 모델(prime contractor model)을 제안하였다. 이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만을 주 계약자(prime contractors)로 선정하여 위
탁하고, 규모는 작지만 전문적인 서비스 역량을 갖춘 기관은 주 계약자의 하도
급계약자(subcontractors)로 주 계약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 계약기관의
책임하에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WP은 주 계약자 모델을 특징으로 한다. 주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
간 2천만 파운드(￡: 한화 약 340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House
of Commons, 2011). WP은 영국 전역을 18개소의 계약지역(contract area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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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각 계약지역에 2개 이상의 주 계약자를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하도
록 하고 있다. WP은 2011∼2016년의 계약기간 중에 40개의 주 계약자와 계약
을 체결하였다(House of Commons, 2011). 주 계약기관은 지역의 다양한 유관
기관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고용서비스의 성과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G4S, 2010).
호주의 JSA는 위탁기관 선정 기준으로서 ① 과거의 서비스 성과(30%), ② 정
부의 고용서비스 전략에 대한 이해도 및 서비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20%),
③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고용서비스 전략 및 구직자와 고용주에 대한 서비스
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의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략
(40%), ④ 기관 운영 및 지배구조(10%) 등 네 가지 영역에 걸쳐 심사를 하고
있다(DEEWR, 2008c). 호주는 전국을 137개의 고용서비스지역(Employment
Service Areas)으로 구분하고, 각 고용서비스지역에 적어도 2개 이상의 민간위
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는데(DEEWR, 2008c), JSA에서는 141개소가 수
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Thomas, 2011).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공개 모집하고, 각 지방고
용노동청 단위로 심사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위탁사업 운영기관 신청 자
격으로 참여기관 자격요건, 시설요건, 인적요건, 프로그램 요건의 네 가지를 요
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a).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의 타
당성(45%), 사업계획의 독창성(15%), 사업수행능력(40%)의 세 가지 영역으로
심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b). 전국적으로 2010년에 33개소, 2011년에
243개소, 2012년에 239개소, 2013년에 274개소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국의 WP(40개소), 호주의 JSA(141개소)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비
교할 때 취업성공패키지Ⅰ은 위탁인원에 비하여 위탁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
고, 특히 영세 기관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의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시․도 또는 중앙자활센터를 통한 법인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참여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
으며, 2013년 현재 13개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다.
수탁기관의 자격과 관련하여 영국의 WP과 호주의 JSA 및 한국의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위탁기관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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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은 비교적 관대
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그
런데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이 다수의 영세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게도 위
탁을 하고 있는 것은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
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과 2011년 정기국회
에서 유료 민간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있자 2012년부터 영리기관을 가
급적 배제하고, 비영리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려고 했던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하나의 노동시장권역 내에 복수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의 경우 영
국의 WP과 호주의 JSA는 이를 따르고 있으나,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과 희
망리본프로젝트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2. 위탁비의 수준과 지급구조
기존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에 참여
할 유인을 가질 만하고, 새로운 역량 있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민간위탁사업
에 새로 진입할 만한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정한 시장가격을 위탁비로 지급
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유인을 갖도록 성과 연계형 위탁비 지급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
람직하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가. 영국의 WP
WP은 취업성과에 따른 보상(payment for results)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DWP, 2012a). WP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위탁비용 지급구조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위탁자 1인당 기본금에 해당하는 착수비(start fee), ② 구직
자가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 13주 또는 26주 시점에 지급하는 취업성과
금(job outcome payment), 그리고 ③ 취업성과금을 지급받은 취업 13주 또는
26주 이후 취업상태가 유지되는 4주마다 최장 13회(52주 동안), 20회(80주 동
안), 또는 26회(104주 동안)까지(표 3 참조) 지급하는 취업유지성과금(sus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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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WP은 New Deal 프로그램의 위탁에 비해 착수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취업성
과금 비중을 높임으로써 취업성과를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종래의 영국
의 민간위탁사업에서는 착수비를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으나 WP에서
는 계약 첫해에만 착수비를 전액 지급하고 2년째에는 감액 지급하며, 3년째부
터는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민간위탁기관이 성과 없이 착수비에
만 의존하려는 유혹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복지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6)
<표 2> 영국 Work Programme의 위탁 대상자, 위탁 시점 및 위탁비 지급구조
대상
자유
형

1
2

3

4a
4b
5
6

지급받는
사회보장
급여

민간위탁 대상자

18 ～24 세( 의무적 위탁)
25 세 이상(의무적 위탁)
구직자수당 노동시장 참여에 심각
(JSA)
한 장애가 있는 자, 최
수급자
근 장애급여 수급자 포
함(상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 위탁)
WP 참여 의무자 및 지
원그룹 대상자
취업지원수
WP 참여 의무자 및 지
당(ESA)
원그룹 대상자로서 최
수급자
근 장애급여 수급자
기타의 모든 대상자
소득보조(IS)
및 장애급여 모든 대상자
(IB) 수급자

위탁
시점

9 개월
12 개월

대상자 1 인당 최대 위탁비용
지급액(￡)
취업
취업
착수금
총액
유지
성과금
성과금
2,200
3,800
2,800
4,400

400

1,200

3 개월

5,000

6,600

1,200

4,700

6,500

3,500

9,600

13,700

일할 수
있는 상태
에 가까워
진때

600

언제든지

400

1,000

2,300

3,700

언제든지

400

1,000

2,300

3,700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1a). The Work Programme. U.K., pp.6～7.

6) 영국에서는 실업 관련 소득보장제도로서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 JSA),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소득보조(Income Support : IS), 그리고 장애급여
(Incapacity Benefit : IB) 등이 있었다. 그런데 IS와 IB가 현금급여 위주로 수급자의 취업
능력 배양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이 미흡했음을 인식하고, 2008년 10월 27일
부터 IS와 IB를 취업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 ESA)으로 대체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와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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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의 Work Programme 민간위탁 대상자 유형별 취업성과금 지급 시점
과 취업성과금을 받은 후 4주마다 취업유지성과금 지급 최대 횟수
복지급여
수급자
유형

구직자
수당
(JSA)

취업지원
수당
(ESA)

민간위탁
취업 후
취업유지금
대상자 세부 내역
대상자
취업성과금 (4 주마다) 지급
유형
지급 시점(주) 최대 횟수( 회)
1
18 ∼24 세
26
13
25 세 이상
26
13
2
노령연금수급자 중 임금보조 수급자
최초 신청자
니트족
3
13
20
최근 24 개월 중 22 개월 이상 반복
수급자
4
종전의 장애급여 수급자
13
20
기여기반 구직활동 그룹 중 의무적
참여자
기여기반 구직활동 그룹 중 자발적
참여자
공적연금 수급자
소득기반 구직활동 그룹 중 12 개월
5
13
20
의무적 참여자
소득기반 구직활동 그룹 중 12 개월
자발적 참여자
소득기반 구직활동 그룹 중 3 개월 또
는 6 개월 참여자
연금 수급자 중 건강상 문제자
소득기반 구직활동 그룹 중 3 개월 또
는 6 개월 의무적 참여자
소득기반 구직활동 그룹 중 3 개월 또
6
13
20
는 6 개월 자발적 참여자
소득기반 취업지원 그룹
기여기반 취업지원 그룹
소득기반 취업지원 그룹 중 3 ～6 개월
의무 참여자( 종전 장애급여 수급자)
소득기반 취업지원 그룹 중 3 개월 또
는 6 개월 자발 참여자
(종전 장애급여 수급자)
7
13
26
소득기반 취업지원 그룹
(종전 장애급여 수급자)
기여기반 취업지원 그룹
(종전 장애급여 수급자)
종전 장애급여와 소득지원 취업지원
13
13
8
수급자 중 자발적 참여자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2b). Work Programme Provider Guidanc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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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은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더 많은 착수금과 취업성과
금 및 취업유지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크리밍(creaming)과 파킹(parking) 현상
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나. 호주의 JSA
JSA 민간위탁비는 ① 구직자를 민간기관에 최초로 위탁하는 시점에 1차로
지급하고, 그 이후 13주마다 지급하는 서비스비(Service Fees),7) ② 구직자를
취업에 성공시키면 지급하는 취업성공비(Placement Fees), 그리고 ③ 취업 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13주 또는 26주에 지급하는 취업유지성과금(Job Seeker
Outcome Fee)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DEEWR, 2012a).
JSA의 서비스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주 단위로 수회에 걸쳐 나
누어 지급하게 되는데, Stream 1∼3에서는 13주마다 4회에 걸쳐 지급하고,
Stream 4에서는 13주마다 6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DEEWR, 2012a).
취업성공비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ream 1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취
업 후 10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49시간일 경우에는 385호주달러, 5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40호주달러를 지급하며, Stream 2～4과 ‘근로경험’ 대상 구
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후 10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49시간이면 385호주달
러, 50시간 이상이면 550호주달러를 지급한다(DEEWR, 2012a).
취업유지성과금은 취업 후 13주 및 26주의 시점에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로서 경과적 성과금과 완전성과금으로 구분
된다.

7) 민간수탁기관은 위탁된 구직자가 미리 취업을 하거나 중도탈락을 하더라도 서비스비를 반
환하거나 정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방고용부가 그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13주 단위
로 각 Stream의 구직자가 13주 동안에 미리 취업을 하거나 중도탈락을 할 확률을 계산하
여 서비스비를 책정하였기 때문이다(DEEWR,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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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호주 Job Services Australia 2012～2015 민간위탁 서비스비 지급구조
(단위 : 호주달러)

Stream 유형 및 서비스비 지급 시점

Stream 1

Stream 2

Stream 3

Stream 4

자율적
근로경험
강제적

첫 번째 13주
두 번째 13주
세 번째 13주
네 번째 13주
Stream 1 최대 금액
첫 번째 13주
두 번째 13주
세 번째 13주
네 번째 13주
Stream 2 최대 금액
첫 번째 13주
두 번째 13주
세 번째 13주
네 번째 13주
Stream 3 최대 금액
첫 번째 13주
두 번째 13주
세 번째 13주
네 번째 13주
다섯 번째 13주
여섯 번째 13주
Stream 4 최대 금액
첫 번째 13주
두 번째 13주
세 번째 13주
네 번째 13주
첫 번째 13주
두 번째 13주
세 번째 13주
네 번째 13주

회당 서비스비
일반지역
오지지역
63
107
94
160
328
558
96
163
581
988
271
461
208
354
202
343
204
347
885
1,505
332
564
264
449
257
437
267
454
1,120
1,904
587
998
512
870
409
695
411
699
402
683
415
706
2,736
4,651
456
775
66
112
133
226
67
114
133
228
66
112
133
226
67
114

주 : ‘근로경험’ 과정에 12개월 이상 참여하는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비는 13∼15주에
는 133호주달러, 16∼18주에는 67호주달러, 19∼21주에는 133호주달러와 같이
13주마다 133호주달러와 67호주달러를 번갈아가면서 지급한다(일반지역 기준).
자료 :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12), Employment
Services Deed 2012～2015: Stream Services, Australia,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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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호주 Job Services Australia에서의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성공비 지원금액
(단위 : 호주달러)

구직자 유형
Stream 1

취업의 질
취업 후 10일 연속 근로시간이 15～49시간인 경우

취업성공비 금액
385

취업 후 10일 연속 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경우

440

Stream 2∼4 취업 후 10일 연속 근로시간이 15～49시간인 경우
및 ‘근로경험’ 취업 후 10일 연속 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경우

385
550

자료 :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12), Employment
Services Deed 2012～2015: Stream Services, Australia, Canberra, p.149.

완전성과금은 취업 후 13주와 26주 시점의 임금이 실업부조 금액을 초과할
정도의 완전한 취업성과(full outcome)를 낸 경우에 지급한다. 경과적 성과금은
취업 후 13주와 26주의 시점의 임금이 새 출발수당이나 청년수당을 초과하지
는 않지만 수급자격의 소득액 기준선의 60%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는 취업성
과를 낸 경우에 지급한다. 취업유지성과금의 금액은 취업난이도가 높은 Stream
일수록 더 많은 취업유지성과금을 지급하여 수탁기관에서의 ‘크리밍’과 ‘파킹’
현상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표 6 참조).
JSA는 취업경로기금(Employment Pathway Fund : EPF)이라는 독특한 제도
를 가지고 있다. EPF는 수탁기관이 구직자를 취업지원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8). EPF Credit은 수탁기관이
구직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뿐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 구직
자에게 활용되는 EPF Credit 금액의 상한액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전체 Credit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구직자의 취업장애요인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 활용된다(DEEWR, 2012). JSA 2012～2015년 계약기간 중의 Stream
유형별 EPF Credits 금액은 <표 7>과 같다.
8) 민간수탁기관은 위탁을 받은 개별 구직자의 취업 난이도에 따라 정해진 EPF Credit을 받
아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비와 훈련수강에 필요한 교재구입비와 교통비,
취업에 필요한 작업복이나 유니폼 구입비, 임금보조금, 질병 및 치과치료비, 정신건강치료
및 상담비, 재활치료비, 부채 상담, 가정문제 상담, 분노(anger) 관리 및 치료비 등 직업
적․비직업적 재화와 서비스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구매하여 구직자의 복합적인 취업장애
요인을 치유해 주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Stream 4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EPF
Credit을 주거 임대비와 임시 거소 마련 비용, 식량 및 공공요금, 의료비, 소송비용 등에
도 활용할 수 있다(DEEWR,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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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호주 Job Services Australia 2012～2015의 취업 후 13주 및 26
주 시점의 취업유지성과금 금액
(단위 : 호주달러)

Stream
유형
Stream 1
Stream 2

Stream 3

Stream 4

위탁 시
구직자의
실업기간

경과적
성과금

경과적 성과금
+
20% 보너스*

완전
성과금

완전 성과금
+
20% 보너스*

12개월 이하

N/A

N/A

N/A

N/A

12개월 이상

277

333

629

755

12개월 이하

491

589

743

891

12개월 이상

491

589

1,032

1,238

12개월 이하

491

589

1,560

1,872

12∼60개월

491

589

2,228

2,673

60개월 이상

980

1,176

2,940

3,528

12개월 이하

980

1,176

1,560

1,872

12∼60개월

980

1,176

2,228

2,673

60개월 이상

980

1,176

2,940

3,528

주 :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의 일자리에 구직자를 취업시킨 경우
에 20%의 보너스를 추가적으로 지급함.
자료 :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12), Employment
Services Deed 2012～2015: Stream Services, Australia, Canberra, p.146.

<표 7> 호주 Job Services Australia 2012～2015의 취업경로기금(EPF)
Credits 금액
(단위 : 호주달러)

EPF Credit
일반지역

오지지역
(일반지역의 1.7배)

Stream 1

11

19

Stream 2

550

935

Stream 3

1,100

1,870

Stream 4

1,100

1,870

500

850

‘근로경험’ 과정

자료 :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12), Employment
Services Deed 2012-2015: Stream Services, Australia, Canberra,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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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Ⅰ 위탁비의 지급구조는 ‘기본금’과 ‘취업 인센티브’로 구성
되어 있다(표 8 참조). 기본금은 위탁하는 구직자 1인당 70만 원이다. 2011년까
지는 기본금이 구직자 1인당 1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부터 70만 원으로 인하
되었다. 취업 인센티브는 수탁기관이 참여자를 취업시킨 후 3개월간 고용을 유
지하면 40만 원,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한다.9) 또한
월평균 임금이 150만 원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자리에 취
업시킨 경우에는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로서 30만 원을 지급한다. 2011년까지
는 조건부 수급자가 탈수급에 성공하면 민간기관에 50만 원의 탈수급성과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부터 폐지되었다.
<표 8> 취업성공패키지Ⅰ 위탁비 지급구조(2013년 현재)
(단위 : 만 원)

취업 인센티브
취업역량
판정등급

전체

기본금

근속 인센티브

소계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3개월

6개월

A등급

190

70

120

30

40

50

B등급

170

70

100

30

30

40

C등급

150

70

80

30

20

30

주 : ‘나은 일자리’란, 월평균 임금 150만 원 이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자리.
자료 : 고용노동부(2013a),『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9) 취업성공패키지Ⅰ의 참여자 본인에게는 1단계의 구직의욕 제고 및 취업계획 수립의 단계
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최대 2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2단계의 직업훈련을 수강하
는 기간 동안 최대 월 2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3단계의 집중취업알선을 통해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하여 1개월간 취업을 유지하
고 있으면 20만 원, 3개월간 취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30만 원, 6개월간 취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자 스스로 취업에 성공
하고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구
직자에게는 총 240만 원까지 지급되고, 이와는 별도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1인당 총
300만 원까지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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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희망리본프로젝트 위탁비 지급구조(2013년 현재)
(단위 : 만 원)

기본금

1차 2․3차
년도 년도

120

100

성과금
취업성과금

취업유지성과금

1개월

탈수급
성과금

6개월

10%≤취업률<20%

10

취업유지율<10%

30

20%≤취업률<30%

30

10%≤취업유지율<20%

60

30%≤취업률<40%

50

20%≤취업유지율<30%

90

40%≤취업률<50%

70

30%≤취업유지율<40%

120

70

주 : 탈수급성과금은 기초수급자는 탈수급 시 지급하며, 차상위자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 이상 소득유지 시 지급.
자료 : 보건복지부.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위탁비 지급구조는 기본금과 성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참조). 기본금은 1차년도에 120만 원, 2차년도와 3차년도에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성과금은 취업성과금, 취업유지성과금 및 탈수급성과금으로 구
성되어 있다. 취업성과금은 취업 후 1개간 고용을 유지하고 취업률이 10% 이
상인 경우 취업률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취업유지성과금은 취업 후 6개월간 취업이 유지된 경우 취업유지율에 따라 최
저 3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탈수급성과금은 기초수급자
가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간 유지한 경우와 차상위자가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 이상 소득을 6개월간 유지한 경우에 70만 원이 지급된다.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참여자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연 최대
100만 원의 실비(직업훈련, 교통비, 면접 지원, 의복 등)를 제공하며, 직업훈련
을 수강하는 경우 최고 300만 원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를 지
원하나 취업 시 구직자 개인에 대한 성과금은 없다.

라. 위탁비 지급구조의 비교분석
국가별로 민간위탁사업의 대상이 다르고, 인건비와 물가 수준도 다르기 때
문에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각국의 위탁비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이나 희망리본프로젝트의

112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1호

위탁대상자와 가장 유사할 것으로 짐작되는 영국 WP에서의 실업기간 12개월
시점에 민간기관에 위탁되는 25세 이상의 구직자수당(JSA) 수급자와 호주 JSA
의 Stream 3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것이 <표 10>이다.
<표 10>을 보면 영국 WP의 25세 이상의 구직자수당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구직자 1인당 총위탁비는 4,400파운드(746만 원)이고, 호주의 JSA Stream 3을
기준으로 한 구직자 1인당 총위탁비는 4,790호주달러(482만 원)이다. 물론 같
은 국가의 같은 유형의 구직자라고 하더라도 취업장애 정도에 따라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간의 차이가 커서 위탁비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10)
<표 10> 영국, 호주, 한국의 위탁비 지급구조 비교
총액

영국 WP
(25세 이상 JSA
수급자 기준)

4,400파운드

(100.0%)
호주 JSA*
4,790호주달러
(Stream 3, 실업기간
12개월 이하 기준)

(100.0%)
취업성공패키지Ⅰ
(A등급 기준)

190만 원

(100.0%)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률 40% 이상, 480만 원
취업유지율 30% 이
(100.0%)
상 기준)

성과금
취업성공 및 취업유지 성과금
취업 직후
13주
26주
26주 이후
2,800파운드
1,200파운드 (취업 후 26주
( 취업 후 26주 지나서 4주마
400파운드
시점에 취업성 다 최대 13회
공금 지급) (52주간) 균등
지급)
(9.1%)
(27.3%)
(63.6%)
550호주달러
1,120호주달러 (취업 후 10일
(13주마다 4
근로 시 1,560호주달러 1,560호주달러
회에 걸쳐 차 연속
간이 50시간 이
등 지급)
상인 경우)
(23.4%)
(11.5%)
(32.6%)
(32.6%)
70만 원
(나은 일자리
70만 원
인센티브 30 50만 원
기본금

(36.8%)
220만 원

70만 원
(1개월 후)

(45.8%)

(14.6%)

탈수급
성과금

-

-

만 원 포함)
(36.8%)

(26.3%)

-

-

-

120만 원

-

70만 원

-

(25.0%)

-

(14.6%)

주 : * 호주 JSA의 경우 ‘근로경험’ 과정에 대한 지원 및 취업경로기금(EPF) Credits은
제외됨.
10) 영국 WP의 25세 이상의 구직자수당(JSA)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구직자 1인당 총위탁비
는 최저 3,700파운드(약 638만 원)에서 최고 13,700파운드(약 2,363만 원)이고, 호주의
JSA Stream 3을 기준으로 한 구직자 1인당 총위탁비는 최저 1,699호주달러(약 172만
원)에서 최고 9,448호주달러(약 95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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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서 취업성공패키지Ⅰ의 구직자 1인당 총위탁단가(190만 원)는 영
국 WP의 25.5%, 호주 JSA의 39.4%이고, 희망리본프로젝트의 구직자 1인당 총
위탁단가(480만 원)는 영국 WP의 64.3%, 호주 JSA의 99.6%이다. 최고금액 기
준으로 비교하면 취업성공패키지Ⅰ의 구직자 1인당 총위탁단가는 영국 WP의
8.0%, 호주 JSA의 19.9%이고, 희망리본프로젝트의 구직자 1인당 총위탁단가
는 영국 WP의 20.3%, 호주 JSA의 50.3%이다. 이처럼 취업성공패키지Ⅰ의 민
간위탁 단가 수준이 영국이나 호주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양질의 고용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기관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낮은 단가에 맞춰
질 낮은 서비스라도 제공하고자 하는 기존 영세 기관 간의 이전투구식의 경쟁
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위탁비 구조가 수탁기관의 취업성과를 높이도록 유인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영국의 WP과 호주의 JSA가 가장 철저하고,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과 희망
리본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어느 나라나 민간위탁비는 크게 기본금과 성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위
탁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경영안정성을 고려하여 기본
금의 비중을 비교적 높게 하였다가 민간위탁사업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기본
금의 비중을 낮추고 성과금의 비중을 점차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11)
민간수탁기관이 구직자를 ‘크리밍’하거나 '파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국
의 WP은 취업장애의 정도가 심한 구직자일수록 위탁 단가가 높고(표 2 참조),
호주의 JSA에서도 취업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서비스비가 높으며(표 4 참조),
취업유지성과금도 더 많이 지급한다(표 6 참조). 특히 주목할 점은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의 WP은 취업 후의 취업유지를 위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3주 또는 26주 이후 4주마다 13～26회 취업유
지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 후 6～9개월간 취업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더 오래 사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표 7>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의 JSA는 개별 구직자의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해주기 위해
유연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EPF Credit도 구직자의
11) 1998년부터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을 본격화한 영국은 초기에는 기본금 비중을 50% 선에
서 최근에는 10% 선으로, 호주는 60% 선에서 20% 선으로 점차 줄이고 대신 성과금의
비중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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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차등화하여 취약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있다.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의 경우에도 취업능력평가를 통한 기본금과 성과금
의 차등적 지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희망리본프로젝트의 경우 차등적 위탁비
지급은 없는데, 이는 너무나도 어려운 대상을 목표 집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비스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 위탁계약기간과 위탁인원의 규모
수탁기관이 고용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와 시설 및 취업지
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
기간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하고, 개별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여 민간위탁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영국의 WP은 5년간의 장기위탁(long-term commitment)과 하나의 주 계약기
관에 대해 최소한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을 위탁하여 민간위탁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2). 호주의 JSA는 위탁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
로 하되 추가적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5년간 안정적으
로 위탁을 하고 있으며, 하나의 수탁기관에게 최소한 1천 명 이상을 위탁하고
있다.13)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의 위탁계약기간은 최초에는 1년이었으나 현재는
사업평가 후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1개소당
위탁인원의 규모는 초기에는 60～100명의 소규모로 위탁하였고, 최근에는 다
소 규모를 늘렸으나 100여 명 내외가 다수이다. 이렇게 소규모 위탁을 실시한
이유는 비영리기관 등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
으나 결국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최초에는 2년 계약이지만 사업평가 후 1년간 계약을 연
12)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2a), The Work Programme, U.K.
13)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12a), Employment
Services Deed 2012-2015: Stream Services, Australia, Canb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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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총 3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1개소당 위탁규모가 100여 명
에서 수백 명에 불과하여 민간위탁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4. 민간위탁의 대상 및 위탁자 선별 기준
수탁기관이 구직자를 ‘크리밍’하거나 ‘파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
업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은 위탁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한편, 민간위탁
의 대상자를 공공기관이 선별하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영국은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적으로는 Jobcentre Plus가 서비스
를 제공하고, Jobcentre Plus에 구직 등록 후 일정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한 취업
취약자 약 50만 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의
Flexible New Deal에서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였으
나 WP은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위탁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
탁 시점을 유연하게 하고 있다.
호주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모든 구직자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구직
자가 Centrelink에 구직 등록을 하면 구직자의 취업장애 정도와 직업능력에 따
라 네 가지 유형(Stream 1, 2, 3, 4)으로 분류하고, 각 대상자 유형별로 위탁 단
가와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구직자 유형별 서비
스’(stream service)를 특징으로 한다.14)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나 취업성공패키지Ⅱ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
지 않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Ⅰ 대상자의 일부와 희망리본
프로젝트 등 주로 저소득 구직자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15). 취업성공패키
14) 바로 취업할 상태에 있는 구직자(JSCI 점수 0～19점)는 Stream 1으로 분류되며(구직자
의 약 53%),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취업장애요인이 보통 수준이라고 판
단되는 구직자(JSCI 점수 20～28점)는 Stream 2로 분류되고(구직자의 약 22%), 취업장
애요인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구직자(JSCI 점수 29점 이상)는 Stream 3으로 분
류된다(구직자의 약 10%). 정신건강장애인, 신체장애인, 트라우마 후의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사회성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알콜 및 약
물 중독자, 노숙인 등과 같이 취업장애요인이 매우 심각하고 직업능력도 극히 부족하다
고 판단되는 구직자(JSA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구직자)는 Stream 4로 분류된다(구직
자의 약 15%)(DEEWR,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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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Ⅰ 참여자의 60%(2013년 6만 명)를 민간기관에 위탁한다는 원칙하에서 취업
역량 판정 결과 취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A․B․C로 분류된 구직자를 민
간기관에 위탁하고, 취업역량이 높은 D등급은 고용센터가 직접 취업지원서비
스를 제공한다.16)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대상자로서 조건부 수급
자 중심으로 수행하되 조건부과 유예․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자활근
로사업 장기체류자, 노숙인 등을 집중서비스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민간기관
에 위탁하고 있다(2013년 1만 명).

5. 수탁기관에서의 유연한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여건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 및 사례관리자에게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사례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서비스 대상자 수(caseload)가 적정하여 실질
적으로 구직자의 취업장애요인을 진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
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직자 스스로의 취업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있어야 한다(Bartlett & Le Grand, 1993; Bruttel, 2005).
영국의 WP는 수탁기관과 사례관리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구직자 스스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에는 서비스
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ouse of Commons, 2011). WP의 경우 사례관
리자 1명이 담당하는 서비스 대상자는 3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JSA는 구직자를 네 가지 유형(Stream 1, 2, 3, 4)으로 분류하여 구직
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당장 취업을 할 수 있는 구
직자인 Stream 1 대상자에게는 ‘초기상담(Initial Interview) →직업능력평가(Skills
Assessment) → 집중지원(Intensive Activity)’의 3단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
15) 취업성공패키지Ⅰ은 18～64세의 일할 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자와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a).
16) 취업역량 판정 기준 점수에 따라 네 가지 수준의 취업역량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취업역량 점수가 45점 이하이면 A등급(매우 낮음), 45∼55점이면 B등급(낮음), 55∼70점
이면 C등급(보통), 70점 이상이면 D등급(높음)으로 분류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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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담’에서는 이력서 작성 지도, 구인정보 제공, 구직기법 지도, 취업경로계획
(Employment Pathway Plan : EPP) 수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개시 4주까지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구직자의 직
업능력에 합당한 취업전략을 수립․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집중지원’은 서비스
개시 4개월이 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구직자의 EPP를 재검토하고, 직업훈
련의 수강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경험(Work
Experience)’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적인 서비스를 개시
한다(DEEWR, 2012a).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취업장애요인이 보통 수준인 구직자는
Stream 2로 분류되며, 취업장애요인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구직자는
Stream 3으로 분류된다. Stream 2 및 Stream 3의 구직자에게는 “초기상담 →
직업적․비직업적 서비스(Vocational and Non-vocational Service)”의 2단계 서
비스를 제공한다. 초기상담은 Stream 1의 초기상담과 마찬가지이지만 민간고용
서비스기관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Stream 2 및 Stream 3의 구직자에게는 초기부터 바로
직업적․비직업적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직업적․비직업적 서비스’
는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여 취업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이력서
작성 및 지원서 작성기법의 지도, 면접기법 지도, ‘근로경험(Work Experience)’
프로그램 참여 등 직업적인 서비스와 동시에 구직자의 자신감 회복, 심리치료,
가족 간의 갈등 해결, 의료 지원, 보육서비스 제공, 주거 지원, 식량 및 전기․
수도 요금 지원 등 비직업적 서비스도 병행하는 집중적인 맞춤형 사례관리 서
비스를 최장 12개월 동안 제공하게 된다(DEEWR, 2012a).
Stream 4로 분류된 구직자는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복합적인 취업장
애요인을 가진 구직자로서 바로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수탁기관은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취업장애요인부터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도록 직업
적․비직업적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한다.
Stream 4의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는 ‘초기상담 → 직업적․비직업적 서비스’의
2단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상담은 Stream 2나 Stream 3의 초기상담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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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이지만 직업적․비직업적 서비스는 Stream 2 및 Stream 3의 직업적․비직
업적 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구직자의 가장 심각한 취업장애요인을 극복하도
록 지원하고,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위기적 요소가 있는가를 확인하여 필요한
개입을 하기 위해 EPP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는 점과 서비스 개시 후 첫 12
개월 내에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DEEWR, 2012a).
Stream 4로 분류된 구직자는 심각한 직업적․비직업적 취업장애요인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비직업적인 취업장애요인을 먼저 치유한 후에 직업적 취업장애
요인을 제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Stream 4 구직자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구직자의 개별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간도 18개월이다(DEEWR,
2012a).
호주의 JSA는 ‘근로경험(Work Experience)’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구직자가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이전에 보호받은 일자리에서의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을 위해 필요한 태도와 경험 및 기술을 습득하여 일반노
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징검다리 일자리이다. 구직자는 언제든
지 ‘근로경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Stream은 개별 구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근로경험’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각 Stream에서 12개월 이상 서비스
를 받아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에 대해서는 ‘근로경험’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Stream 4에서 18개월의 서비스를 받고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
자는 자동적으로 ‘근로경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근로경험’ 과정은 말하기,
읽기와 쓰기, 산술능력 등을 배양하는 교육 프로그램, 도제훈련, 청소년 집중상
담 프로그램(Youth Pathways Program), 성인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 공공
근로,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학습,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DEEWR, 2012a).
호주의 JSA에서의 사례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서비스 대상자는 평균 25명
내외이다.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은 구직자가 고용센터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가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가 자격요건 심사와 취업역량을 평가하여 취업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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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A․B․C 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기관에 의뢰한다. 수탁기관은 의뢰
받은 구직자에게 ‘(1단계)구직의욕 제고 및 취업계획 수립 → (2단계)직업능력
및 직장 적응력 증진 → (3단계)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과정의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표준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이를 준수하게 하고 있다(standard service model).
이는 과거 영국의 New Deal 프로그램의 방식으로서 사례관리적인 맞춤형 고용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부족한 수탁기관에게는 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게 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노하우를 축적
한 수탁기관에게는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맞춤형 고용․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서비스를 경직적․형식적으로
제공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가 수탁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관리자 1명
이 담당하는 적정 서비스 대상자를 80명으로 하고 있어 기준 자체도 선진국 수
준에 비하여 너무 많지만 실제로는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맞춤형 서비스 제
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표 11>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표준서비스 제공 기준 및 기본금 인정 기준
(단위 : 만 원)

서비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후관리
기본금 합계

표준서비스 내용
개인별 초기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직업관련 검사 및 해석 상담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을 연계하고 월 1회 이상 참여관리 유지
취업알선 클리닉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취업자
미취업자

최소 기준
1회
참여
2회
수립

단가
5
15
10
5

월 1회

10

2회
5건
2회
3개월간
6개월간

10
5
10
0
0
70

주 : *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성실프로그램, 주부재취업설계프로그램 등.
자료 : 고용노동부(2013a),『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pp.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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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본프로젝트는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개인별 1 : 1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심리․건강․
주거․재정․교육․육아․가정 등)을 해결하여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총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사례관리자 1인당 40명 내외를 사례관리하면서 지역사회
일자리를 발굴하여 맞춤형 취업알선을 하고, 가사․돌봄․간병 등의 복지서비
스 제공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실질적 ‘취업애로요인’ 제거에 역점을 두고 있
다.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사례관리 서비스는 ‘기초상담 → 맞춤 취업준비 → 맞
춤 취업알선 → 사후관리’의 4단계 맞춤형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수탁 후 첫
1개월째의 1단계 ‘기초상담’ 단계에서는 대면상담 등을 통해 여건 및 욕구 파
악 후 ‘개인별 활동계획(IAP)’을 수립한다. 2단계 ‘맞춤 취업준비’에서는 노동
시장 참여욕구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육․돌봄․가사․신용회복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근로여건을 조성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
점을 둔다. 3단계 ‘맞춤 취업알선’에서는 구인처 발굴, 맞춤 취업알선, 면접교육
등 직접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한다. 4단계
사후관리에서는 취업한 직업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적응 상담, 경제자
립 모니터링 등 사후서비스를 취업 후 6개월간 제공한다.

6. 수탁기관의 서비스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고용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당초 기대한 취업성
과를 내고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
니터링 및 평가가 비합리적으로 되면 많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견인하지 못하는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Bartlett and
Le Grand(1993)와 Bruttel(2005)은 대형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위탁하
고, 민간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유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의 WP은 주 계약자 모델로서 신뢰할 수 있는 대형기관 위주의 위탁을
한 후 정부는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과 성과 목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서비
스는 수탁기관이 지역의 노동시장과 구직자의 특성에 맞춰 개별화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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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되, 투명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를 통하여
민간위탁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용연금부는 WP 참여
자의 5년간 평균 목표취업률을 36%17)로 제시함과 동시에 WP에 참여하지 않
은 대상자의 취업률에 비해 참여자의 취업률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DWP, 2012b). 목표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탁기관은 계약 해지에 직면하게 되고, 참여그룹별 비참여자와의 노동시장의
성과보다 30%포인트 이상의 높은 취업성과를 달성한 민간기관에게는 계약 4
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취업성과에 1,000파운드의 추가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각 민간수탁기관이 취업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DWP, 2012b). 또한 최
초 계약체결 후 2년째부터는 낮은 성과를 내는 기관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기
관으로 매년 5%의 배정 인원을 이동시킴으로써 수탁기관이 위탁규모 확보 경
쟁을 통해 취업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DWP, 2012b).
Wilson(2013)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의 기간 동안 WP의 성과를 분석
하였는데, 18～24세 구직자수당(JSA) 수급자는 목표취업률 33.0%에 근접한
31.9%의 취업률을 달성하였고, 25세 이상의 JSA 수급자는 목표취업률 27.5%
에 근접한 27.3%의 취업률을 달성하여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수당(ESA) 수급자는 목표취업률 16.5%에 크게
미달한 5.3%의 취업률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였다.
호주의 JSA는 신뢰할 수 있는 대형기관 또는 전문기관 위주로 위탁을 한 후
서비스의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민간위
탁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민간서비스
기관의 불필요한 각종 기록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데 낭비했던 시간과 인
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DEEWR, 2008).
JSA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월 단위로 여러 측면의 평가지표를
통해 수탁기관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였는데, 2011～12년도의 경우 당초 목표
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 종전의 영국 맞춤형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참여자의 목표취업률은 25%였다(National
Audit Offi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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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Job Services Australia(2011～12년도) 목표 성과와 실제 성과
(단위 : 호주달러, %)

성과지표
취업성공 건수당 투입 비용
- Streams 1-3
- Stream 4
고용서비스를 받은 후 3개월 시점의 취업자 비율
- Stream 1
- Stream 2
- Stream 3
- Stream 4
고용서비스를 받은 후 3개월 시점의 교육훈련참가자 비율
- Stream 1
- Stream 2
- Stream 3
- Stream 4
고용서비스를 받은 후 3개월 시점의 수급 중인 사회보장급
여로부터의 탈수급률
- Stream 1
- Stream 2
- Stream 3
- Stream 4
고용서비스를 받은 후 12개월 시점의 수급 중인 사회보장
급여로부터의 탈수급률
- Stream 1
- Stream 2
- Stream 3
- Stream 4
고객만족도

목표성과

실제성과

4,000
12,000

2,136
7,029

55
45
30
18

61.3
53.0
38.1
30.7

15
15
15
15

20.5
21.7
21.5
18.4

55
45
35
25

58.8
48.0
30.3
32.7

65
55
40
30
80

69.0
59.6
39.4
41.8
95.5

자료 :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12b). p.71,
p.90.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과 희망리본프로젝트는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 서비스
의 품질을 신뢰하기 어려운 기관에게도 위탁하는 사례가 많아 수탁기관을 신뢰
하지 못하며, 그 결과 수탁기관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및 감독이 경직적이고
관료적이어서 거래비용이 매우 높게 발생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고용센터는 추진실적을 상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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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하고,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며, 매년 11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
고 있다. 평가지표는 정량평가(60점), 정성평가(40점) 및 가점(10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정량평가는 취업률(40점)과 고용유지율(20점)로, 정성평가는 고객만
족도(20점), 고용센터와의 연계 및 협조(10점), 현장평가(10점)로 이루어지며,
가점은 민간기관의 참여자 추천 실적에 대해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평가
를 통해 A(상위 50%), B(차상위 30%), C(하위 20%) 등 3등급으로 분류하고,
A․B 등급 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에 계속 참여를 보장하고, C등급 기관은 참
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Ⅰ에서 엄격한 표준서비스 모델의
적용은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최소 필수서비스 제공
여부의 확인․인정 및 정산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민간수탁기관은 각
종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을 위한 행정업무 부담이 과다하게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센터와 민간기관이 수행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종료자의 취업률은
2009년에 61.7%, 2010년에 60.2%, 2011년에 53.8%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중
6개월 시점의 고용유지율은 2009년에 43.7%, 2010년에 54.7%, 2011년에
42.1%로 나타났고(고용노동부, 2013a), 참여자의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
점 만점에 4.23점으로(한국경영경제연구원, 2012)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전병유 외(2012)의 평가에 의하면 2011년 참여자의 취업률은 더 취약
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민간위탁기관이 49.5%로 고용센터 45.8%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명호․황덕순(2012)은 이러한 높은 취업률에
는 직접적인 프로그램 효과로 보기 어려운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고, 사중손실
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성과관리 방식은 사업 착수에 앞서 ‘성과계약’을 체결하
여 취업률 등 실적에 따라 수행기관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희망
리본프로젝트는 취․창업률, 취․창업 후 6개월 취업유지율, 탈수급률에 의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2010년 취․창업률은 44.6%, 취․창업 후 6개월 취업유
지율은 50.4%, 탈수급률은 14.8%로서 같은 해 기존 자활사업의 취․창업률
19.7%, 탈수급률 9.0%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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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가 주는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양질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출현을 유도하고, 기존 민간고용
서비스기관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취업성공패키지Ⅰ과 희
망리본프로젝트의 위탁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WP과 호주의 JSA
는 양질의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만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취업성공패키지Ⅰ과 희망
리본프로젝트는 영세한 기관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이 부족한 현실적인 제약요인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목적이 취약 구직자에게 공공고
용서비스보다 더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정부도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홍보하여
고용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시장이 발전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호주와 영국이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
할 때 역량 있는 새로운 기관이 출현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을 만들어 양질의
민간위탁시장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탁비 수준의 현실화와 동시에 위탁비 구조도 성과금의 비중을 단계
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은 기본금의 비중이 너무
낮고(전병유 외, 2012) 희망리본프로젝트도 위탁비 수준이 영국의 WP이나 호
주의 JSA에 비하여 크게 낮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Ⅰ과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위탁비 지급 구조는 기본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성과금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다. 이는 한국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비 수준의 현실화와 동시에 위탁비 구조도 현재보다 성과금의 비중을 높여
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오민홍 외, 2013).
셋째, 위탁기간을 보다 장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위탁계약기간과 위탁인
원의 규모와 관련하여 영국의 WP(5년)과 호주의 JSA(3+2년)는 장기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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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의 희망리본프로젝트(2년 +1년)와 취업성공패키지Ⅰ(1
년)은 위탁기간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저해할 소지가 많다.
넷째, 수탁기관당 위탁인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탁의 대상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JSA는 수탁기관 1개소당 위탁인원을 최소 1천 명 이상
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WP은 위탁인원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대규모로 하
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Ⅰ과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위탁 규모가 매우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서비스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오민홍 외, 2013). 따
라서 수탁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당 위탁인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위탁의 대상도 선진국처럼 소득수준과 관
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인 장기실직자를 포함하여 청․장년층 장기실직
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계층을 모두 민간위탁의 대상으
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탁기관이 고객 중심의 창조적이고 유연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사례관리자 1인당 서비스 대상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영국의 WP과 호주의 JSA는 각 수탁기관별로 서비스
를 어떻게 제공하여 어느 정도의 취업성과를 달성할 것인지를 스스로 제시하도
록 하여 위탁기관 선정 시 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수탁기관과 사례
관리자의 유연한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례관리자 1인당
서비스 대상자도 20～30명 내외로 유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은 표준서비스 모델에 입
각하여 서비스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례관리자 1인당 서비스 대상자도 8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는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취업성공패키지Ⅰ에 비해서
는 다소 나은 편이지만 서비스의 유연성은 역시 부족하고, 사례관리자 1인당
40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어느 정도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창조적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고, 사례관리자 1명당 서
비스 대상 인원을 30명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에 대한 기본원칙
은 취업취약계층의 조기 인지와 조기 개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임(유길상,

126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1호

2010b; Berkel, 2007; Berkel and Valkenburg, 2007)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취업률 제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사례관리자이다(오민홍 외, 2013).
여섯째, 수탁기관의 서비스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유연하게 하고,
민간위탁의 거래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위탁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영국의 WP
과 호주의 JSA는 수탁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
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한
국의 취업성공패키지Ⅰ과 희망리본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영세 기관 위주의 민
간위탁시장이 형성되어 정부와 수탁기관 간의 신뢰가 없어 수탁기관에 대한 감
독이 경직적이며, 표준서비스 모델을 기준으로 감사를 대비한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의 투입을 강요하고 있다.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만
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고용서비스를 위탁하며, 일단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수
탁기관이 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창조적으로 제공할 수 있
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취업성공패키지Ⅰ 수탁기관은
기본금 인상(56%) 다음으로 행정절차 간소화(30%)를 바라고 있다(전병유 외,
2012).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조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이론적
인 민간위탁의 조건과 국제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의 민간위탁사업은 전면적인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민간기관에 고용
서비스를 위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직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는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형성된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잘못된 인
식으로 인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공공고
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중요하다.
본 논문이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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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Contracting-out Conditions of
Employment Services
Kil-sang Yoo
This study compares contracting-out conditions of employment services of the
Work Programme(WP: 2011～2016) of U.K., Australian Job Services Australia(JSA:
2012～2015), and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me Ⅰ(ESPP-Ⅰ) and Hope
Reborn Project(HRP) of Korea.
When we compare contracting-out conditions of employment services, Korean
ESPP-Ⅰ and HRP are characterized by relatively more generous screening
requirements of private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shorter contracting period,
smaller volume of contracting-out, lower service fee, lower proportion of
performance-based bonus payment, higher caseload, more rigid and bureaucratic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ss, and lower trust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compared with WP and JSA. All of these could
reduce quality and performance of employment services by private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These may imply that Korea has to reform contracting-out
conditions of employment service programmes and redesign employment service
contracting-out mechanism.
Keywords : employment service, contracting-out, tailor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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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6명, 한 해 2,000명 내외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
다가 사망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한 해 17조 원 안팎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산업재해는 시계열 통계로 볼 때 감소세에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간 감소세에 있던 폭발, 유
해화학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사고는 정
상적 사고(normal accidents)’인 반면 우리 사회와 같은 모험추구사회는 예방가
능한 재해가 빈발한다는 점에서 일상화된 비정상적 사고(routinized abnormal
accidents)로서 왜 이러한 재해가 반복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임현
진 외, 2003). 이때마다 언론 등에서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을 들어 ‘인재(人
災)’라고 지적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문제라
고 진단하곤 한다.1)
‘안전불감증’이란 그 뜻으로 보면 경영층과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느낌, 즉
인지 수준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그 속에는 ‘위험’을 보는 시각이 안이하고,
안전보건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고예방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미한 수준임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불확
실한 정보 등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적인 위험 분석으로
설계된 안전시설,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 도구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자칫 ‘안전불감증’의 문제는 사고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근원적인 대
책 마련보다는 당해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 비판으로만 활용되거나, 인식 변화
를 위한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 실시 또는 안전교육의 부실 문제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 산업재해 등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 등에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라고 그 원인을 적
시한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신문, 2013. 3. 16.「안전불감증, 수렁에 빠
진 산단｣; YTN, 2013. 5. 10.「잇따른 유출, 폭발, 안전불감증 위험수위｣; 아시아투데이,
2013. 7. 22. 오피니언 [기자의 눈],「안전불감증, 이제는 끊어내야…｣; 이데일리, 2013. 8.
20. [데스크칼럼],「산업재해와 안전불감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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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인식에 관한 문제는 사회 전반 내지는 소속 조직의 총체적인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 즉 ‘문화’의 변화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인식이 바뀌고 이에 따른 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안전보건 문제
에 있어서도 인간행동에 기반을 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본 연구는 사업장의 산재사고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시스
템 구축과 동시에 휴먼에러에 의한 사고방지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에서 조직문화 연구에서 파생된 안전문화 관련 연구의 진전 경과를 고찰하고,
안전문화를 구성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
는 실용적인 대안 모색의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대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 연구
안전문화는 조직문화의 하위 개념이다. 조직문화 연구는 급속한 시장 변동에
기업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직관리의 한계를 문화적 측면에서 극복해 보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근로자들의 안락(well-being)에
대한 인식과 관행 등에 관심(molar approach)이 있었으나, 점차 안전, 정의, 윤
리, 노사관계 등 특수 분야의 문화측정 연구로 진전되어 왔다(Schneider et al.,
2011).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체르노빌 원전에서 1986년에 발생한 폭발사고를 분석
하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고 원인을
단순한 위험관리 절차 등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위험관리시스템을 작동하는
안전문화의 부재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노동의 공식
적인 측면과 비공식적인 측면의 간극을 메워줌으로써 시스템이 예상을 뒤엎고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체화된 행동으로 현장에서의 사고예방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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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적으로 작동된다고 본 것이다(Antonsen, 2009).
안전문화의 개념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나(Hopkins, 2006), 국
내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개념은 영국의 핵시설안전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 ACSNI)가 “조직
내 안전문화란 조직의 안전보건관리 문제에 대한 몰입도와 형태와 효율성 등을
결정짓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 태도, 인지, 역량, 행동 유형”이라고 정의한 것이
다(HSE, 2002).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안전분위기(safety climate)란 개념이 있
는데, 이는 “안전과 관련된 조직 내의 정책, 절차, 관행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공유된 지각”(Neal & Griffin, 2004; Zohar & Luria, 2005)라고 한다. 안전문화
가 경영시스템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Lee, 1998) 보다 근본적인 가치, 규정,
가정 및 기대 등을 포괄하는 반면, 안전분위기는 주로 근로자들의 인지나 태도
등을 반영(Flin, Mearns, O'Connor, & Bryden, 2000)하는 ‘보다 가시적인 시현
(visible manifestation)이나 풍조(mood state)’라고 할 수 있다(Mearns & Flin,
1999; Cox and Flin, 1998). 따라서 안전분위기는 근로자의 안전한 행동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결정적인 요인(robust predictor)이 된다(Clarke,
2006). 이들 두 개념은 연구방법론에서 차이가 드러나는데, Cox and Flin
(1998)은 “안전문화보다는 안전분위기가 더 측정가능성에 있어서 선호된다”고
하며, Glendon and Stanton(2000)은 “설문지나 유사한 측정방식이 조직문화의
모든 양상들을 측정하기는 부적절하기에 타당성 있는 설문지가 분위기 측정으
로서 수용 가능하다”고 하며, Cox and Flin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에는 그 원조 격이라 할 조직문화 연구 자체가 조직성과와의 관계 등에 문호
를 개방하면서 설문조사에 의한 측정 연구를 다수 행하고 면접, 집단관찰, 대화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에 따라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조직분위기 연구와
사실상 수렴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의 방법론적
차이는 흐려지고 있다. Schein은 이를 두고 “결국 문화와 분위기의 개념이 어떻
게 달리 정의될 수 있는가의 문제보다는 이제 A, B 또는 C의 측정기법 중 어느 것
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더 의미 있게 되었다”라고 지적한다(Ashkanasy
et al., 2011: 서문 xi).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문화의 주요 요소를 [그림 1]과 같이 개인 차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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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전문화의 요소
안전정책 명시
정책 차원
책임 규정

관리구조
자원

안전관행의 정의/통제
관리자 차원

자체 규제

자격인증/훈련
문제인식 자세

보상 및 처벌
감사, 검토 및 비교

개인 차원

철저/신중한 접근
의사소통

안전문화

자료 : IAEA(1991).

자 차원, 그리고 정책 차원의 요인들로 정리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안전문
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필요한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각
계층의 관리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모
든 수준의 조직구성원들 또한 안전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
다(IAEA, 1991). 영국 보건안전청은 좋은 안전문화의 지표로 ‘안전에 대한 관
리층의 깊은 관심’, ‘안전 관련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주인 의식과 자발적 참
여’, ‘작업자들과 관리층과의 신뢰’, ‘좋은 의사소통,’ ‘유능한 인력’ 등을 들었
다(HSE, 2010).

2. 안전분위기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Zohar(1980)는 조직행위론 측면에서 분위기(climate)란 개념을 안전 분야에
최초로 적용하여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몰입,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지위 등 8
개의 안전분위기 선행요인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확인하였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안전분위기의 구성요소(construct)를 확인하거나 발굴․제시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개 7～8개 안팎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Brown &
Holmes, 1986; Dedobeleer & Béland, 1991; Coyle et al., 1995).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안전분위기의 선행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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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층의 안전몰입도(commitment)
Zohar(1980)의 연구 이래 그 중요성이 확인된 구성요인으로서 “경영진이 안
전을 조직의 핵심 가치나 지도 방침으로 여기는 정도”를 말한다(Wiegmann et
al., 2004). DeJoy et al.(2010)은 경영층 몰입이 근로자의 안전분위기에 대한 인
식을 조성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안전분위기 연구
의 75%가 경영관리층의 몰입을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Flin et al., 2000).

나. 안전소통(communication)
안전보건 관련 정책과 절차가 현장근로자의 행동으로까지 준수되기 위해서
중요한 기제로서 Mohamed(2002)는 이를 “공식․비공식적인 안전활동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하고, Simon and Piquard(1991)는 “경영층의 소통
과 근로자의 환류가 불안전한 행동 관행을 개선하고 아차사고를 보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한다.

다. 안전규정과 절차(safety rules and procedures)
Zohar(2000)는 안전규정과 절차가 안전분위기의 핵심적 개념요소로서 체계
화된 절차(instituted procedures)의 존부가 근로자 개인의 안전행동을 결과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 자체의 변인이라고 한다. Cox and Cheyne(2000)
과 Mearns et al.(2003)은 이를 중요요소로 보고 재해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다고 한다. 특히, 고위험업종인 화학업종의 경우 안전매뉴얼과 관련 법령이 매
우 중요하며, 그 이행을 담보하는 중간관리자(안전관리자 또는 작업반장)의 점
검이 근로자의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이다.

라. 안전활동에의 근로자참여(workers' involvement or participation)
조직 내 안전관리방침이나 관리자의 의지와 실행력도 안전확보에 중요하지
만, 실제 작업과정의 위험요소는 현장근로자가 누구보다도 잘 예지하고 있으므
로 근로자의 참여 정도가 안전문화의 인지와 안전성과 거양에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Cheyne et al., 1998; Griffin & Neal, 2000). 근로자 참여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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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회의체에의 참여, 위험요소 발굴 및 아차사고 보고 활동에의 참여, 안
전점검 활동에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마.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personal appreciation of risk)
근로자의 안전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안전태도의 문제는 안전문화
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강조된다(Cox & Cox, 1991; Cox & Cheyne,
2000). 이는 조직 내 소속 집단, 개인의 업무경력,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Mearns et al., 2001).

바. 노동조합 활동
Sinclair et al.(2010)은 관리책임자와 노조의 안전의 가치에 대한 인지 수준은
안전동기에, 안전동기는 안전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사. 안전교육훈련(safety training)
많은 연구자들은 교육훈련, 특히 위험예지훈련을 통해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Simon & Piquard, 1991; Jaselskis et al., 1996). 또한 재해율이 낮
은 기업일수록 높은 수준의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Lee,
1998; Zohar, 1980). Guldenmund(2000)은 안전분위기 관련 모형에 대한 메타분
석에서 안전교육적 요소가 가장 많이 제시되는 구성요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
이러한 안전분위기 측정 연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산재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조사 과정 자체가 그 문제해
결 노력에 집중(Cox & Cheyne, 2000)되고, 다른 기업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
는 등 안전성과를 높이는 귀중한 도구(Cox & Cheyne, 2000; Coyle et al., 1995)
이며, 안전점검 등 다른 산재예방 활동에 비해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점 등이다(Seo et al., 2004).
다만, 이들 연구는 안전분위기의 구성요인을 탐색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안전
한 행동 내지는 재해감소 등 성과와의 연계 여부 등에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
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안전분위기 연구의 실용적 목적이 개별 근로자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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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안전분위기 주요 연구 결과
안전분위기 측정방법 및
선행요인
8개 변인(안전훈련, 경영층 태도,
Zohar(1980)
안전관리자/위원회의 지위 등)
Brown & Holmes Zohar(1980)의 방식/3개 요인(관
(1986)
리층 인식, 물리적 위험 등)
Cox & Cox
5개 요인(개인책임, 작업환경, 면
(1991)
책 등)
저자(연도)

Dedobbeleer & 2개 요인(경영층 몰입, 근로자
Béland(1991) 참여)

업종
제조
제조

표본

20개사 근로자, 관
리자
10개 회사 생산직
근로자(미국)

표본수

400
425

가스

유럽 5개국

630

건설

9개 건설현장
(미국)

272

Hofmann &
화학공장 관리자,
Zohar(1980) 측정방법
화학
225
근로자 등
Stetzer(1996)
Griffin & Neal 경영층 가치, 감독, 소통, 교육 제조/ 10개 공장, 광산 1,264/
광업 근로자(호주)
(2000)
326
등 4개 요인
Offshore risk perception
석유 정유회사
Mearns et al.
722
questionnaire(저자 2001)
가스 (영국) 작업반장,
(2003)
2,182
10개(1차년도)/11개(2차년도)
정제 근로자
Zohar & Luria
36개 공장 생산직
자신의 2000년 측정도구
제조
401
근로자
(2005)
Neal & Griffin
대형병원 근로자
Neal et al. 2000년 도구
병원
135/33
(호주)
(2006)
Huang et al.
경영층 몰입, 훈련 등 4개 요인 다수 18개 회사 및 보
1,856
(저자 개발)
(2006)
업종 험사 근로자(미국)
Sinclair et al. 경영층․반장․노조의 안전가치,
25개 소매 회사
서비스
535
훈련 등 5개 요인
(2010)
근로자

차원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인지 과정을 거쳐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볼 때, 대부분의 연구는 결국 ‘안전분위기 →안전행동 →재해감소’의 모델을 상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성과가 안전지식과 기술 등과 함께 안전분위기의 측
정변인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은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다(Griffin &
Neal, 2000; Hofmann & Stetzer, 1996; Neal, Griffin, & Hart, 2000; Parker,
Axtell, & Turner, 2001). 또 다른 연구 중에는 안전분위기와 안전성과의 직접
적인 관계를 부인하면서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Zohar & Luria, 2005)되거나
조절(Hofmann et al., 2003)된다고 한다. 안전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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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안전성과 지표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불안전행동(Hofmann
& Stetzer, 1996), 안전활동 참가(Cheyne et al., 1998), 경미한 재해(Zohar,
2000), 안전행동 관찰(Cooper & Phillips, 2004; Glendon & Litherland, 2001),
아차사고(Morrow & Crum, 2004), 근로자의 안전규정과 절차에 대한 순응도
(Marchand, Simard, Carpentier-Roy, & Ouellet, 1998) 등이다(Clarke, 2006:
316 재인용). 결국 안전성과는 작업자의 안전행동과 이를 유도하는 통제와 보
상 수단, 원활한 의사소통 등 선행적 요인(준거변인)과 발생된 재해라는 후행적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Ⅲ. 실증분석

앞서 제시한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구성요인
들이 실제 우리나라 현실에는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2)
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항목 등을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실제 Griffin and
Neal(2000), Mohamed(2002) 등의 연구모형을 국내 일부 지역과 업종 등에 대
한 설문조사로 분석한 사례3)가 있다.
다만, 본격적인 설문조사 이전에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사 결과가
있다면 해당 데이터를 통해 예비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2012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동향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명부(2012년 3월 말 기준)를 활용하였
는데, 이는 3년마다 조사된다. 2012년 동향조사는 전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 상
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제조업 3,000개 사업장과 건설업 1,000개 건설현
장, 서비스업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및 기록 조사를 실시한 것
2) 본 연구에서는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의 개념상 수렴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요소 측
정과 인과관계 탐색이라는 연구 목적상 안전분위기란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김기식․박영석(2002), 안관영(2005), 정낙경․김홍(2008), 이종한(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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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설문은 안전보건관리 경영실태 및 활동 현황과 관련된 총 75개 문항(5점
척도)을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향조사에서 조사된 항목은 9개로
서 그 항목별 개념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항목과 항목별 개념
개념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 활동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도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 정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위험기계, 기구
관리
안전보건 정보
전달 정도

사업장 안전문화
활동
안전보건관리를 위
한 정부지원 사업
의 인지도,
지원여부의 필요성

내용
안전보건업무를 사업경영의 한 분야로 인식/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방침을 문서화/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수행/안전보건관련
법규 검토 및 사업장 적용/안전보건업무의 개선을 위한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업무분장을 명시/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교육훈련 실시/안전보건경영 관련 결정을 근
로자와 협의하고 의사소통/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화/재해발생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 보유/안전보건 활동 성과에 대한 성
과금 인센티브 포상/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산재감소 기여도
비사무직 근로자 교육 필요성/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필요성/채
용 시 교육 필요성/특별안전보건교육 필요성/관리감독자교육 필
요성/사무직 근로자 교육 필요성/법정외 교육 필요성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자세 등 고지/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관련 조치사항 고지/가루 분진 등
에 대해 국소박이 및 환기시설 내용 주지/혈액, 공기 등 매개 감
염에 대해 유해성 및 조치기준 고지/만성질환 관리 관련 예방조
치 실시/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도 실시/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장착을 위한 보고 제도 필요성
화학물질 용기 경고표시 여부/물질안전보건자료 사업장 비치 여부
화학물질 유해성 근로자공지 여부/화학물질 작업환경관리담당자
유무/화학물질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의무화 및 관리/신규 화학물
질의 유해성 평가부서 유무
보호구는 적격품 선정 및 구입/사업주는 안전보호구를 충분히 지
급/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잘 착용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 여부/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정기적 재해발생 위험요인 점검 여부
사업장 내 위험요소에 대한 근로자 건의 반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시 현장근로자의 협조/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공지/현장근로
자의 안전보건 건의에 대한 지원/작업환경 측정결과 공지/안전보
건관리규정 변경 시 근로자 의견 반영/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사항 근로자 공지 여부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안전규정 준수 사실을 우선 교육받음/근로자
의 안전이 걸린 일은 반드시 원칙 준수/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협조/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규정 위
반시 경고조치/사업장 경영방침 중 안전관련 사항이 우선권을 가짐
근로자는 사업장 안전규정 위반 시 상부에 자유롭게 보고 가능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만족도/건강증진 활동비용 지원사업
만족도/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사업 만족도/소규모 사업장 보건관
리 종합지원사업 만족도/교육용 이동버스를 이용한 교육만족도/소
규모사업장 또는 산재 취약계층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만족도

안전분위기 구성요소에 관한 실증적 연구(문기섭․장영철) 

141

1. 안전분위기 요인분석 결과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 데이터를 사업장의 다양한 안전행동과 안전분위
기를 범주화하기 위하여 SPSS 18.0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안
전보건관리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고,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9개 요인 중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 정도는 보건상의 문제4)
이고, 정부지원 사업의 인지도와 지원 여부의 필요성은 동향조사에서 정책적으
로 조사된 항목으로 안전분위기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제외하였다.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시 평가에 활용된 문항들에 대하여 변수들이 공통적
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
활동,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정
보 전달, 사업장 안전문화 활동 등 하위 6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경영실태 및 활동 현황 평가의 하위 영역 간의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평가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 활동과 안전보건교
육 실시 정도는 0.890, 화학물질 관리 현황 0.968, 보호구 지급 및 사용 0.984,
위험기계기구 관리 정도 0.914, 안전보건 정보전달 정도 0.860, 사업장 안전문
화 활동 0.816으로 나타났다(표 3).
각 변수의 구성과 타당성, 신뢰도에 대한 검토는 일차적으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일치하는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은 직각교차(varimax)법을 이용함으로써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선정은 요인 적재량이
0.4 이상인 것만을 채택하였으면 신뢰도는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4) 보건관리는 “기업이 종업원의 심신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
으로서 넓은 의미의 안전분위기에 포괄할 수 있으나, Basen-Engquist et al.(1998), Tang
et al.(2013)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측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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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요인분석 결과

안전보건업무를 사업경영의 한 분야로 인식

성분
1
2
3
4
5
6
0.465 0.715 -0.231 0.104 0.133 0.156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방침 문서화

0.465 0.715 -0.231 0.104 0.128 0.646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수행

0.925 0.148 -0.142 -0.055 0.150 0.780

안전보건관련 법규 검토 및 사업장 적용

0.925 0.148 -0.142 -0.055 0.132 0.780

안전보건 개선 위한 목표/추진계획 수립

0.389 0.492 -0.062 0.388 0.116 0.094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업무분장을 명시함

0.953 0.070 0.174 -0.236 -0.108 0.202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관련 교육훈련 실시

0.465 0.715 -0.231 0.104 0.073 0.668

안전보건경영 관련 근로자 협의/의사소통

0.931 -0.317 -0.027 -0.152 0.085 0.71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화

0.497 0.848 0.060 -0.049 0.127 0.715

재해발생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 보유

0.836 0.501 0.136 -0.167 0.193 0.668

안전보건 활동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

0.752 0.017 0.434 -0.202 0.142 0.148

내용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산재 감소 기여도

0.687 0.209 -0.600 -0.178 0.175 -0.410

비사무직 근로자 교육 필요성

-0.325 0.495 -0.325 0.299 0.212 0.148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필요성

-0.325 0.495 -0.325 0.299 0.187 -0.410

채용 시 교육 필요성

-0.301 0.737 -0.301 0.524 0.233 -0.410

특별안전보건교육 필요성

-0.578 0.289 -0.578 0.602 0.086 0.148

관리감독자교육 필요성

-0.110 0.828 -0.110 0.203 -0.636 -0.410

사무직 근로자 교육 필요성

-0.175 0.544 -0.175 0.127 0.595 0.595

법정외 교육 필요성

-0.016 0.760 -0.016 0.043 0.536 0.319

화학물질용기 경고표시 여부

0.298 -0.018 0.826 -0.107 0.170 0.185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업장 비치 여부

-0.066 -0.391 0.809 -0.010 0.058 0.069

화학물질 유해성 근로자공지 여부

0.129 -0.391 0.809 -0.010 0.025 0.069

화학물질 작업환경관리 담당자 유무

0.064 -0.391 0.809 -0.010 0.046 -0.055

화학물질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의무화/관리

0.112 -0.007 0.799 0.141 0.093 0.125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부서 유무

0.102 -0.018 0.826 -0.107 0.139 -0.055

보호구는 적격품 선정/구입

0.257 -0.018 0.543 0.543 0.122 0.125

사업주는 안전보호구를 충분히 지급

0.016 -0.542 0.756 0.756 0.089 0.125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잘 착용

0.147 -0.007 0.799 0.799 0.139 -0.055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여부

0.039 -0.007 0.799 0.799 -0.066 0.125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0.080 0.786 0.454 0.454 0.068 -0.316

정기적 재해발생 위험요인 점검 여부

-0.041 0.017 0.443 0.443 0.016 -0.506

사업장 위험요소에 대한 근로자 건의 반영

0.064 -0.745 -0.582 0.221 0.847 -0.096

관리자의 안전보건조치 시 현장근로자 협조

0.379 -0.695 -0.393 -0.043 0.838 0.037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공지
현장근로자의 안전보건 건의에 대한 지원

0.204 0.814 -0.094 -0.070 0.819 -0.311
0.684 0.039 0.033 -0.256 0.79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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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지

성분
1
2
3
4
5
6
0.460 0.094 -0.385 -0.089 0.662 0.348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시 근로자 의견 반영

0.027 0.664 -0.460 0.072 0.615 0.376

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근로자공지 여부

0.460 0.094 -0.385 -0.089 0.200 0.749

신규채용 근로자 안전규정 준수 우선 교육

0.660 -0.731 -0.122 -0.088 0.131 0.857

근로자 안전이 걸린 일은 반드시 원칙 준수

0.672 -0.660 -0.239 -0.021 0.110 0.395

사업주/근로자가 안전 근로환경 위해 협조

0.672 -0.660 -0.239 -0.021 0.145 0.568

근로자가 안전규정 위반 시 경고조치

0.925 0.148 -0.142 -0.055 0.297 0.568

내용

사업장 경영방침 중 안전관련 사항이 우선
0.925 0.148 -0.142 -0.055 0.114 0.695
주 : 1)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2)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12회 반복 시험
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4) 근사 카이제곱: 6697.599, 자유도 : 741, 유의확률 : 0.000, 누적분산 : 96.1%

<표 4>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개념

문항 수

크론바흐 알파

12

0.890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도

7

0.890

화학물질 관리 현황

6

0.968

보호구 지급 및 사용

3

0.984

위험기계기구 관리 정도

3

0.914

안전보건 정보전달 정도

7

0.860

사업장 안전문화 활동

6

0.816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 활동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요인분석 결과 범주화된 6개의 하위 활동사항 중 5개 요인을 가지고 재해 빈
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화학물질, 보호
구, 위험기계기구 등 관련 사항은 안전규정과 절차에 관한 항목에 통합하였다.
이들 5개 요인을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변인과 대비시켜 보면, 사업주의 안전보
건경영 활동-(경영자 안전몰입), 안전보건 정보전달 정도-(안전소통), 화학물질,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위험기계기구 관리 정도-(안전규정과 절차5)), 안전보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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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실시정도-(안전교육), 사업장 안전문화 활동-(안전활동 참여)가 된다.
이 안전분위기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때 안전성과 변인
으로 연구되어 온 재해발생 빈도를 동향조사 중 ‘사업장 산업재해’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분위기 요인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상관분석 실시 결과는
경영자 몰입과 안전교육의 관계(r=0.542，p<0.01)는 유의하고, 안전소통과 안전
규정과 절차(r=0.425, p<0.01)，안전활동 참여(r=0.565，p<0.01) 간에 유의한 정
(+)의 상관이 나타났으며，재해발생 빈도는 경영자 몰입(r=-0.421，p<0.05), 안
전활동 참여(r=-0.554，p<0.01), 안전교육(r=-0.558，p<0.01) 간에 유의한 음(-)
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표 5>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경영자 몰입
안전소통
안전규정과 절차

경영자
몰 입
1

안전
소통

안전규정 안전활동
과 절차
참여

0.025

1

-0.098

0.425

**

1

**

*

안전활동참여

0.087

0.565

0.285

1

안전교육

0.542**

0.259

0.177*

0.114

재해발생 빈도

*

-0.421

0.140

0.041

안전
교육

재해발생
빈도

1
**

-0.554

-0.558

**

1

주 : *p<0.05, **p<0.01.

<표 6> 안전성과 변인에 대한 안전분위기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재해발생
빈도

B

β

경영가치

-0.114

-0.125

-1.492

안전활동 참여

-0.248

-0.247

-3.535**

안전교육

-0.176

-0.164

-2.088*

독립변인

t

R2

F

0.507

23.057**

주 : *p<0.05, **p<0.01.

5) 기업 조직 내에서 제정 및 시행하는 안전규정과 절차를 근로자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
는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안전관리 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현행법상 안전규정은 취업규칙
의 일부로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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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변인에 대한 안전분위기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
분위기 하위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안전분위기 하위 요인들 중에서 안전활동 참여와 안전교육이 재
해발생 빈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R2=0.507
으로 50.7%를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68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발생 빈도에 대해
안전활동 참여(β=-0.247, t=-3.535, p<0.001)와 안전교육(β=-0.164, t=-2.088, p<0.05)
이 유의미하였다.

3. 회사규모에 따른 안전분위기의 영향
회사규모에 따른 안전분위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규모를 근로자 수
기준으로 5개 규모(5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별로 비차비를 비교하였다.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하여 그 이상인 사업장
은 2.24(1.92~2.60)배 더 많이 직장 내 안전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보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 2.27(2.02~ 2.56)배 안전분위기가 더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안전분위기와 회사규모의 비차비
OR(95% CI)*
5인 미만 사업장

2.24(1.92～2.60)

5인 이상～49인 사업장

2.27(2.02～2.56)

50인 이상～99인 사업장

2.06(1.85～2.29)

100인 이상～299인 사업장

2.08(1.86～2.33)

300인 이상 사업장

1.95(1.73～2.21)

주 :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 대비 규모가 큰 기업의 안전분위기 영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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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 토론과 정책적 함의

제Ⅲ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견지에
서 시사점을 결론으로 간추려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재, 폭발 및 누출 등 대형 산업재해의 원인
이 소위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는 지적을 상기하고, 단순한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의 추진보다는 ‘안전보건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
도록 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조직 내
안전문화를 선행적으로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실제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
떤 사항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헌탐색 결과, 조직문화의 하위 문화로서 측정이 용이한 안전분위기의 구성
요인으로 경영층의 안전에 대한 몰입, 안전소통, 안전규정과 절차, 근로자 안전
활동 참여, 위험에 대한 근로자 평가, 안전교육훈련 등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서 한국안전보건공단이 조사한「2012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데이
터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영층의 안전몰입도, 안전교육,
안전규정과 절차, 안전소통, 안전활동 참여 등, 5개 구성요소가 유의하게 확인
되어 우리나라의 사업장에서 안전분위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들 변인과 재해발생 빈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안전교육, 안전참
여 활동 및 경영자의 안전몰입도가 유의한 음(-)의 관계(각각 -0.558, -0.554,
-0.42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전교
육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그리고 이를 이끌고 지원하는 경영자의 의지라는
일반화된 지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안전분위기에 관한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구성요인들이 국
내에도 적용가능함을 전국적 수준에서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6) 특히, 기존의
6) 2009년 안전보건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한 사례(이경용, 2011)는 있으나, 이는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의 범주’별로 안전보건 수준 인식에의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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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연구에서 상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해발생 빈도와 안전분위기 변
인(안전교육, 안전활동 참여 등)의 관계를 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재해
발생 빈도의 경우 재해발생 시점이 안전분위기가 확인 이전이기 때문에 안전분
위기는 지행(遲行)지표(lagging indicator)로서,7) 일정 기간 뒤 재측정을 해야 더
욱 정확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안전분위기를 근로자가 공
유․인지하여 안전행동이란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
지 여부에 대한 설문이 필요하나,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가 주로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관련 실태를 묻고 있는 점에서 문화인지 연구에 활용하기
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안전불
감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기술적인 조치에 부가하여, 안전문
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이 같은 요인들을 선행적으로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
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회적인 점검과 보충이 아니라 사
용자와 근로자가 상시적인 안전조치를 다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8) 문화적인 접근이 자칫 일선 노동자의 불완전한 행동의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처벌하는 ‘희생자 탓하기(blame the victim)’의 이념적 입장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Mylett, 2010: 8, 재인용).
이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로 흡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 하나로서 현재 정부가 산재보험예방요율제와 연계를 목표로 시행
중인「위험유해요인 자기관리제도｣의 보완지표로 안전분위기 관련 항목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간 논의되어 온「안전보건문화인증제｣의 제도화를
고려해 봄직하다. 다만, 이때 유의할 것은 노르딕국가에서 개발된 NOSACQ-50
등과 같은 전국 수준의 진단 툴을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설계하여 도입․지도함
은 물론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발성에 근거한 최고경영
분위기(문화)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은 아니다.
7) 동향조사에서는 조사기준 시점인 ‘2011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묻고 있다. 재해예방
이라는 견지에서는 안전분위기가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Payne et al., 2009)
8)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적용성 강화 등을 통한 실효성 보완, 안전보건 서비스 시장
육성을 통한 전문기술지원체계 개선, 안전보건감독 등의 인프라 확충, 안전보건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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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등에 대해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이미 민간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 서비스제도와
KOSHA 18001 등 기존의 제도 및 서비스 툴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제도성공의 열쇠이다.
본 연구는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분위기의 선행요인 확인을 위해 설문조사
분석을 병행하지 않았기에, 안전분위기를 현장근로자들이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안전분
위기 선행요인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안전행동으로 연계되어 재해예방 효과
를 가져오는 변인들과 이를 유도하는 정책적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검
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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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n Safety Climate Constructs
within Korean Companies
Ki-Seop MOON⋅Young-Chul Chang
This study aims to conduct the documentary research on the safety climate
constructs within the workplaces of Korea and to analyzes their correlations
empirically, in that the research could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routinized
occupational accidents.
The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using data of '2012 Survey on the
trends fo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Korea' by the OSHRI. The
result shows the 5 constructs of CEO's commitment to safety issues; safety
education; safety-related regulation & procedures; safety communication; and
safety participation were confirmed within the surveyed companies. An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ose constructs and the occupational injury
frequencies shows the 3 constructs: CEO's commitment to safety issues; safety
education; and safety participation are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injury
frequenc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future direction for related policy formation are suggested.
Keywords : safety climate, safety communication, safety participation, safety
performance, safety management, frequency of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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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적용 특례 조항은 외형상 산재보
험법 적용범위 확대로 보이지만, 종래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중심적 사고
에 여전히 기반하고 있으며 오히려 차별적인 제3의 범주를 만들어서 근로자
성 여부가 유동적이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를 고착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직종과 차등적 산재보험료 부담
직종의 결정을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모법인 산재보험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인 ‘사용종속관계’, ‘전속성․계
속성․비대체성’,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정도의 측정이 어려워 위임의 기준으로 삼기 부적합하다는 점이 문제다.
산재보험법에 있어서 보호대상의 확대나 보험료 부담 비율의 문제는 산재
보호법상의 원리에 근거하여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
수형태근로자의 적용 특례나 보험료징수법의 경우 사용종속관계 내지 사용
종속관계의 정도라는 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오히려 정통적인 근로자 개념의
경직화와 분화를 강요하고 있고, 이는 사회보험법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세계
적 발전 방향의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 없이 적용가능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제3의 범주를 만들어 종래 근로
자와 자영인의 이분법적 체계하에서 범주 간 경계와 구분을 더욱 강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이념과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피
보험자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산재보험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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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부가 2013년 5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보
면 140개 항목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 해
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주요추진 계
획으로「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내세우고 있
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
고용보험 확대방안을 마련 및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1)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보호 방안에 대한 논
의는 이미 2001년 7월 23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의 발
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2) 여기서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관한 보호방
1) 관계부처 합동(2013. 5. 28),「박근혜정부 국정과제｣,『보도 참고자료, p.115.
2) 이른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용어의 사용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직’, ‘특수고용관계’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용어 사용과 범주 설정에 관해서는 김인재(2009),「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노동법학』31, p.237; 김소영(2000),「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법
적 문제｣,『사회변동과 사법질서(김형배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p.254 참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별도의 개념 요소를 부여하고 있으
므로 이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칭하고, 일반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라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넓은 의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좁은 의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산재보험
법상의 정의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 형식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지만 노
무제공의 상대방에 대한 종속성 내지 의존성이 존재하는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기도 하고,
노무수령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로 인적 또는 경제적 종속 내지 의존의 실
질을 가진 자, 즉 자영인의 외양을 띠면서도 실질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 정의내리
기도 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인 중간에 위치한 개념이고,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다변화에 입각하여 증감, 변동하는 동적 개념이므로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열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자영인의 외양을 띠면서도 실질에서는 근
로자와 유사한 자”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엄밀하게는 정의를 내린다기보다 범주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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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논의의 필요성이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 등 다른 비정규근로의 보호대책
과 함께 거론되었고 이후 7여년의 논의를 거쳐 비로소 2007년 12월 14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8년 7월 1
일부터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 시행되었다.
이 때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콘크리트
믹서트럭운전사, 골프장 캐디였고 2011년 12월 30일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되어 택배, 퀵서비스기사에게까지 산재보험법이 확대적용 되기에 이르렀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공
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각종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만 그 구체적인 보호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3) 이러한 해법에
서의 차이는 전통적인 근로자와 자영인4)의 이분법적 구도를 계속 견지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느냐, 새롭
는 것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윤애림(2012),「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
의 문제점과 대안｣,『노동법연구』33, p.49; 강성태(2007),「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판례상 근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노동정책연구』7(3), p.95 참조).
3)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필요성과 대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난 제18대 대통령선
거 과정에서 각 주요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공약 사항으로 등장하였다. 이하 표에서는
각 주요 후보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공약 및 각 공약이 전제하고 있는 특수형태업
무종사자의 인식을 비교해 보았다(새누리당(2012),『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
약』, p.76; 민주통합당,『민주통합당 18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료집』, 10; 안철
수(2012),『안철수의 약속』, pp.126～128 참조).

주요
내용

기본적
인식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
고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
-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 종래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라는 별도의 범
주를 유지하고 이를 확대하
는 방향으로 보호
- 보호의 정도를 근로자와 자
영인의 중간 정도로 설정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안철수 전 예비후보
- 산재보험 확대 적용
- 고용보험 및 산재보
- 근로자성 인정
험 적용
- 근로자 개념 확대 및 특 - 특수고용종사자협회와
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 같은 별도 단체 결성
본권 보장
을 통한 공동 문제 해
결 보장
- 근로자와 자영인의 기본 - 종래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의 근로자성 부
적인 이분법 전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 인을 전제
로자성을 입법적으로 인 - 고용보험 및 산재보
험의 적용대상 확대
정

4) 자영인, 자영업자, 독립자영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자영인’으로 표
현한다.

158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1호

게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범주를 신설하여 삼분체
계를 설정하느냐에서 발생한다.5) 현 정부는 후자의 측면에서 보호방안을 설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을 통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향후 보호의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직종 결정과 차등적 산재보험료 부담 직종의 결정을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모법인
산재보험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인 ‘사용종속관계’, 일명 ‘전속성․계속
성․비대체성’,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모호
할 뿐만 아니라 정도의 측정이 어려워 위임의 기준으로 삼기 부적합하다는 점
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의 제도는 보호의 범주를 새로이 설정하면서 보험료
부담 정도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자
와 자영인의 중간 정도로 관념화하면서 보험료 분담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더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은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료 부담 정도를 다시 재구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내포하고
있는데,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라는 것이 측정가능하고 세분가능한 것인지, 그리
고 그에 따라 보험료 부담에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결과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범주는 삼분화하더라도 보험료 부담 비율을 포
함한 보호 정도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세계적 발전 추세가 수직적으로뿐만 아니라 수
평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향에 따르면 더욱 그러하다. 현재의 보호 방식
은 과도기적 제도로서 보다 정밀한 제도 설계가 요청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독자적인 피보험자 개념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윤조덕(200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국제비교」,『국제노동브리프』2(1),
p.68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3분법적 구분으로 접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종래의 근로자, 사업주 구분 방식을 2분법적 구분, 여기에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3분법적 구분이라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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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특례 조항의
문제점

1. 기존 산재보험법령 적용의 구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은 “계
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
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
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와 제2
호에서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집화 또
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퀵서비스종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
조의 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적용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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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재보험법령의 적용 구조
근로자성 여부
판단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부적용

보호의 필요성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

사용종속관계
(종합적 판단)

+
자영인과의
구별기준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일명
(i) 전속성
(ii) 계속성

자영인과의
구별기준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iii) 비대체성

⟱
시행령에서
적용 직종 규정

시행령에서 규정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집화, 배송업무 수행),
퀵서비스(전속성)
⟱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직종
정할 수 있음)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 고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법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 ② 근로자와
유사하여야 하고, 일명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6) ③
시행령상 적용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보험료 납부의 경우 사용종
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가 각각 반
반씩, 즉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경우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로 구
분하여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3 제2항 단서는 ‘사용종
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6) 윤애림(2012), 앞의 논문, p.52은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 설정의 특징으
로 노무제공의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의 요구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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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상의 적용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판단기준은 ‘사용종속관계’이다. ‘사
용종속관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①에서는 ‘사용종속관계’
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①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영인으로 취급
되는 범주 중에서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들’ 중의 일부인 일명 전속성․계속
성․비대체성 요건을 판단하여 자영인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주를
추출해 내고, 다시 이 중에서 시행령이 규정하는 직종에 대해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게 된다. 물론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이라는 지표는 자영인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해 내는 개념 징표이므로 근로자성 판단에서의 전
속성․계속성․비대체성이라는 판단징표와는 다른 의미와 내용을 가질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상호 동일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산재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④에서 다시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직종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규
정한다.
이렇게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고, 비용 부담 정도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 여부 판단,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 중 전속
성․계속성․비대체성 판단, 사용종속관계 정도가 판단되고 이에 따라 하위 시
행령에서 대상 직종이 규정되어야 한다.

2. 산재보험법 적용에 있어 ‘사용종속관계’
가. 근로자성 인정 기준으로서의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특징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그 개별 판단기준
이나 비중도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성은 개별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다양한 실질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어 종합적 판
단의 결과는 근로자인가 아닌가라는 일도양단의 결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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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 기준과 비중의 변화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4년 이전
에는 무엇을 사용종속성의 징표로서 포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이 없
었다. 이후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였
고, 이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1994년 판결의 판단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변형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7) 2006년 판결을 살
펴보면, 그 개별 판단 기준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감지되며, 기존의 일정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그 고려의 비중이 달라졌음이 설시되고 있다.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
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
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
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
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
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
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7) 강성태(2007), 앞의 논문, p.100에서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세 시기로 구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춘추전국시대, 통일시대, 기본 판례 변화 모색기가 그것이다. 춘추전
국시대는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전 시기로 근로자 개념에 대한 통
일적 기준이 없었던 시기이고, 통일시대는 1994년 판결을 기본 판결로 하여 이 입장이
일관되게 적용되던 시기이며, 기본 판례 변화 모색기는 1994년 판결에 대하여 변화를 모
색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이 대표적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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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
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
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
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
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
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
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줄친 부분은 필자)
1994년 판결과 비교하여 2006년 판결의 특징으로 ① 근로자성 인정 지표와
부정 지표를 함께 제시하여 양자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②
1994년 판결에서 사용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라는 표현 대신에
‘상당한’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휘․감독 관계의 판단에 있어
서 현대적 업무의 특성 및 업무 자체의 성격을 반영하도록 고려하였으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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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징표 중에 실질적 징표와 부수적 징표를 구별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비중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8) 특히 특수형태근로의 양산이 근로형태
의 다양화와 다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고려하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의 변화는 종래 특수형태근로 판단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인정 여지를 더 넓게 열어둘 수 있다.9)
결국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은 향후에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변화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며,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주도 증감 변동할 것이라고 추
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 근로자-자영인의 구분 경계도 확정될 수 없
는 상황에서 근로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자영인의 구분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자영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라
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 판단의 대상은 직종 단위가 아닌 개별 사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개별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
한다. 물론 개별 사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업무양태가 동일한 직종의 경우
에는 개별 사례에 대한 판결이 리딩(leading) 판결이 되어서 특정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특정 직종인 학습지교사,10) 골프
장캐디,11)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12)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일반화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성 여부 판단의 직종별 일반화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학원강사의 경우와 채권추심원의 경우이다. 입시학원
단과반 학원강사의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에,13)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14) 따
8) 강성태(2007), 앞의 논문, pp.106～107.
9) 강성태(2007), 앞의 논문, p.114는 “서비스 산업의 확대, 능력급적 업무의 증가 등 산업
의 변화에 따라 지휘명령의 존재가 ‘직접성‧구체성’-‘상당성’-‘포괄성’으로 변화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1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다만 2006년 이전 판결이다.
1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다만 2006년 이전 판결이다.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다만 2006년 이전 판결이다.
13) 대법원ﾠ1996. 7. 30.ﾠ선고ﾠ96도732ﾠ판결.
14) 대법원ﾠ2006. 12. 7.ﾠ선고ﾠ2004다29736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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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학원강사라는 직종의 근로자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15) 다른
예로는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판결이 있는 반면에,16)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
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본 판결이 있다.17) 결국 채권추심원이라는 직종에 대하여서도 근로자성 여
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3) 종합적 판단 결과 일도양단의 결론 도출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
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8)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듯이, 근로자성의 판단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판단징표 간에는
비등가치적이고 비중이 있으나 결국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로서만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19)

나. 특례 조항의 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징표들은 양적․질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고용형태의 다변화․다원화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경직된 판
단기준으로서는 더 이상 현실적합성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결국 판단기준
이 변화함에 따라 근로자 개념도 변화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15) 물론 두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후자는 2006년의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본이 되는 판례라는 점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1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1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18)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9) 근로자성 판단의 실질적 징표와 부수적 징표 간의 비등가치성에 대해서는 강성태(2007),
앞의 논문, p.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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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변동하는 근로자 개념의 경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배치해 두고
이에 대한 개념 요소를 설정해 놓는 것은 판단기준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있거나 앞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이들의 지위가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라는 범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20) 특히나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
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 규
정된 적용 직종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규정된 세 가지 요건
은 병렬적인 것으로 개별 사례마다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 적용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행령에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21)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
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 그리고 뒤에서 사용종속
관계의 정도 측정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지금까지 법원은 사
용종속관계를 그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의 일도양단으로
결론내려 왔지 정도나 크기를 측정해서 제시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라는 판단 기준에 입각한 산재보험료 부담 비율의 결정,
정확히 표현하면 어떠한 직종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특수형태근로자와 사업
주가 2분의 1씩 부담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시행령의 결정은 기존 판례의 축적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요소로서의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
가.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있지만, 자영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없다.22) 그
20) 윤애림(2012)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차별적 범주의 신설이 갖는 개념 고착화의 문제
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1) 적용 직종 대상 결정 시 이미 근로자성 여부와 일명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을 선취하
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22) 도재형(2013),「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동법연구』34,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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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자영인을 ‘잔여적 개념’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주는 기존의 근로자와 자영인의 구별에서 자영인의 범주 영역 내에 있다. 근
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종속관계 여부만을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
에서 살펴볼 때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나
산재보험법상의 요건인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
용하지 아니할 것,” 즉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근로자,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인의 판단기준
근로자
근로자
사용종속관계
있음

자영인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인

사용종속관계 없음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
있음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
없음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유형화하여 인적 종속성, 조직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
성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은 경제적 종속성의 지표
로 구분할 수 있는데,24)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인에 비해서 사업
주에 대해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나. 전속성 기준의 엄격성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하나의 판
단징표들이었다. 대법원 판결에서 표현하고 있는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그리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

23) 이승욱(200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모색｣,『노동법연구』19,
p.200.
24) 최영호(2002),「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노동법연구』13,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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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가 바로 그
것이다.25) 다만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다양한 판단징표들이 다양하게 비중
을 달리하여 종합판단되므로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의 징표가 엄격하게 요
구되지 않지만, 자영인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하는 징표
로서의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이에 대해 “인적 종
속성이 약하거나 인적 종속성보다는 경제적 종속성이 두드러져 근로자인지 여
부가 다툼이 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점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징표의 하나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자보다 더 강한 종속성을 요구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27)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
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
속성의 판단기준이 ‘하나의 퀵서비스업체’를 전제하고 있어 산재보험법상의 전
속성은 근로자성 판단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다.28) 예를 들면, 단시간 근로자
나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나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시간적으로 짧은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처럼 단속적인 경우라도 그 전
속성이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단
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그 사용자 이외에 다른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2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6) 윤애림(2013),「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노동법연구』34, p.291.
27) 윤애림(2012), 앞의 논문, p.53.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
송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
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
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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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근로자성 판단기준 중 전속성 징표만을 특히
엄격하게 보아 근로자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29)

다. 특례 조항의 문제점
결국 산재보험법상의 전속성 징표는 자영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별하
는 징표로서 근로자성 판단 시의 전속성 징표와는 다른 비중과 의미를 가지게 된
다. 동일 지표에 대해서 비중이 다른 판단 작용을 요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전속성 기준의 엄격성과 관련하여서는 물론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된 후, 자영
인과의 구분을 위하여 엄격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사용종속관계에서
의 판단 지표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주 설정 지표로서의 역할을 생각
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산재보험법의 보호 범주를 설정하는 범
주 설정 지표가 법령이 아닌 행정부 고시에 의해 결정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 이러한 판단 작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법원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직종별로 유형화되어 행정기관 내부
적으로 결정된다는 입법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석론적 차원에서는 본래적으로는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의 징표는 자영
인과 산재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의미가 있는 것일진
대, 이러한 새로운 입법적 기준이나 범주의 설정 기준이 오히려 종래의 근로자
성 판단에 대한 해석론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30) 이
는 근로자 범주의 경계면상에 특수형태근로자 범주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4. 보험료 부담 비율의 기준으로서의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가. 보험료징수법상의 사용종속관계의 의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
29) 윤애림(2013), 앞의 논문, p.296.
30) 이러한 입법론의 영향이 종래의 해석론에 더 엄격한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강성태(2007), 앞의 논문, p.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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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
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
계’가 있는지 여부는 각종 개별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종합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방식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속적 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학자
들은 사용종속관계라 칭하고 있다.31) 그렇다면,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3상의
사용종속관계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판단해야 하는가?
더불어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3상에서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하는 직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고려해
야 할 사항은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이다. 명문의 의미로서는 사용종속관계
의 정도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수권하
고 있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만이 표현되어 있고, 나머
지는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1의 고려 요소는 ‘사용종속관계의 정
도’가 될 것이다.

나. 보험료 부담의 기준으로서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판단에 대한 의문점
의문은 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되기 위한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다. 산재보험법
상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유사’하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경우 사용종속관계의 일차적 판단을 거치며 근로
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의 경우는 일정한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이 있
음을 요건으로 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6개 직종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게 되고,
이렇게 특례가 적용될 경우 보험료 징수를 위해 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한다. 그
리고 보험료징수법에 의해 위임받은 시행령은 다시금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
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부담 정도, 즉 100% 부담이냐 아니면 50% 부담이냐를
규정해 놓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사용종속관계는 그 유무를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판단이 되어 근로자성 여부가 결정지어졌는데, 다시금 근로자성 여부가 인정되
지 않은 경우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를 고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
31) 강성태(2007), 앞의 논문,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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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관계의 개별 판단기준 중에 불과한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을 기준으로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한정한 후, 다시금 그 사용
종속관계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례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의 수준에서 직종을 정해서 결정되게 된다.
이에 대해 전속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부담률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 특히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법적 분쟁화될 소지가 많으므로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의 수준이 강하여 근로자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직종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전액 사업주 부담 방식으로 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32) 더불어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사용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직종이 될 것인지와 과연 <표 2>와 같은 정도의 구분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다만, 현재는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는 50%를 부담하며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
<표 2> 사용종속관계의 정도와 산재보험료 부담 비율
근로자

자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 정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정도
사업주 100%
부담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정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50% 부담하는
정도

사업주 100% 부담

사업주 50% 부담

자영인으로
인정되는 정도
자영인 100%
부담

다. 사용종속관계 ‘정도’의 측정 가능성
인적 종속성, 조직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하는 사용종
속관계는 ‘정도 또는 크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33)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근
32) 한국노사관계학회(2011),「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 p.461.
33) 도재형(2013), 앞의 논문, p.210에서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별은 인적 종
속성의 ‘정도 또는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적 종속성과 인적 자주성을 일도양단하
여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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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아도 다수의 기준을 가지고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근로자냐 아니냐는 일도양단의 판단이 내려짐에도 불
구하고 그 판단 내용에 있어서는 정도와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사용종속관계의 정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는 그 정도 또는 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상대적인 비교 개념으로 사용종속관계가 ‘더 크다’ 내지는 ‘더 작다’
라는 식의 판단은 가능해도 이를 정량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다. 정확한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할지라도 어느 정도로 범주화하여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측정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구분되는 구획, 범주화가 많
아질수록 세밀한 정도와 판단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는 그 정도 또는 크기가 측정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직종 단위로 일
반화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현재 입법 구조는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직종 단위별로 일반화하여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업종 간은
물론 동일 업종 내에서도 노무제공 성격이 다양하고 종속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문제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러
한 동일 업종 내에서의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를 사상하고 일반화된 규율이 현실
적합성을 가질 것인지 문제된다.34)

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구조의 타당성
보험료징수법을 포함한 현행 산재보험법의 규정은 위임을 통해서 보험료 부
담 비율이 달라지는 직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용종
속관계 정도 등의 판단은 대통령령 제정 시 이루어지게 된다. 더불어 그 결정
범위는 직종 단위이다. 반면 판례의 판단은 개별 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직종 단위로 행정청이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을 판단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판결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여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판례는 학원강사 내지는
채권추심원이라는 동일 직종에 대해서도 그 계약 형태와 실질적 업무수행 형태
34) 김인재(2009), 앞의 논문,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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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달리 판단하였다. 그런데 보험
료징수법은 이러한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판단의 범위는 개별
계약이 아닌 직종 단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
은 결국 관계 행정청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개별 계약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직종의 대체적 유형화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보험료징수법 적용 이전에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직종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 구조 방식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법상 개념 요소에 해당하면 모두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는 일반적 규정 방식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직종을 한정하는 제한적 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노무
제공의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 직종에 따라 차별적 보
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35)

마. 사회보험의 원리와의 관계
산재보상의 발전 방향을 개별 사용자의 책임에 근거한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에서 새로운 재해의 등장과 보호대상의 확대를 통한 생활보장으로 파악한다
면,36) 초기 산재보험의 경우 그 적용이 일부 사업과 근로자에 한정되어 개별책
임보험적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고, 이후 산재보험은 인정 범위나 기준이
확대되면서 생존권 보장의 원리가 가미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산재보험
의 강제가입, 전면 적용, 급여수준의 향상과 연금 방식의 급여, 근로자 복지사
업과 기금 운용에 대한 국가의 관여 등은 초기의 사용자 개별책임의 원리로서
는 설명할 수 없는 산재보상의 새로운 법리라고 할 수 있다.37) 이를 산재보험
의 이념이 ‘배상’에서 ‘근로조건의 보호’로, 이어 ‘생활보장’으로 변화․확대되
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38) 이러한 이념의 확대는 보호 범주뿐만 아니라 보호
35) 윤애림(2012), 앞의 논문, p.53.
36) 이경희(2013),「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법 :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한 산재보험법의 대응과
제｣,『법학연구』51, pp.48~49.
37) 이경희(2013), 위의 논문, p.50.
38) 다만, 현재 산재보험에 있어 가입자는 사업주이며 이는 여전히 산재에 대한 보호를 기업
위험으로 보는 결과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자신이 가입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전광석(2007),『한국
사회보장법론』, p.3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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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확대로까지 이어진다. 종래의 좁은 의미의 ‘근로자’ 개념에서의 탈피를
요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근로형태의 다양화․다변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
어, 종래 ‘근로자’ 개념 중심의 산재보험법 피보험자 개념이 전환될 필요가 있
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39) 방법론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이념과 목적에 맞
추어 새로운 근로자 개념을 설정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입법적으로 근로자
와 다른 개념, 이를테면 ‘취업자’ 개념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40)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그 개념 범주에 속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
일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41)
이러한 산재보험의 발전 추세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특
례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산재보험법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당
연적용에 대하여 적용제외 신청이라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산재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다는
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중간적 범주 설정이 결국은 종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중심의 보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의 반증이라는 점 등을 고
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바. 비용 부담의 문제
보험료징수법은 비용 부담의 문제를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과 연계하고 있
다. 물론 그 구분은 두 가지로서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와 반액을 사용자
가 부담하는 경우로 나뉠 것이다. 보험료징수법은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 부담 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리
일관적이지 못하다.
39) 이경희(2013), 앞의 논문, p.58.
40) 윤조덕(2004), 앞의 논문, p.70에서는 독일에서는 사회보험법상의 취업자 개념과 노동법
상의 근로자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서도 피보험자 그룹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41) 본고의 초고를 읽고 ‘취업자’ 개념 등의 도입과 같은 방안 외에 ‘사업’ 개념 중심의 보
호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제안한 의견도 있었다. ‘사업’ 개념을 통한 보호 범위를
설정하면 종래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탈피하고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다
는 이점이 있으나, ‘사업’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과의 관계성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난점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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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굳이 산재보험료
부담 수준의 구분을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산재보험료를
10%, 20%, 30%, 40% 등을 내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의 경우 일률적
으로 산재보험료를 50% 부담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6개 직종의
사용종속관계의 정도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42)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이라는 불명확한 인식이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
했을 가능성이 높다.43) 즉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근로자이므로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반’을 부담한다거나, 노
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주장 차가 첨예하므로 그들 주장의 산술적 절충안을 정
책적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셋째,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논거를 사용종속관계로 협소하게 살펴보
았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험의 원리는 생존권 보장과 사회연대의 원리와 더불
어 확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근로자 개념 중심의 논리, 개별 사
용자책임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44)
넷째, 사용종속관계 정도가 측정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종속관계 정도
에 의해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에 산재보험료 부담률을 결정하는 것
을 산재보험료 부담의 원리로 삼을 경우, 다분히 가상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
은 비판이 가능하다. 종래 전통적인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경우까지, 즉 사용자
가 100% 산재보험료를 부담했던 경우까지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에 따라 사용
42) 이에 대해 6개 직종 간에 사용종속관계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나 산재보험료를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의미한 정도의 사용종속관계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
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유의미하지 않는 정도의 차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43) 이에 대해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이 선재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과연 노동계의 주장대로 골프장캐디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본인과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경희(2013), 앞의 논문, p.53 참조.
44) 사회보험이 사보험과 다르기 때문에 사회보험료의 징수에 사회연대의 원리 등 제반 사회
적 시장경제질서의 논리가 가미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는 최원(2008),「사회보장법상 세
율의 적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을 중심으로」,『조세법연구』
XIV-3, p.299 참조. 다만, 더불어 정도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입법형식에 있어서 법치주
의 내지 의회주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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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역전된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를테면 사용종속관계 정도에 따라 사업주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100%
로 하지 말고 60%, 70%, 80%, 90% 등으로 세분화하자는 주장이 나올 여지도
있는 것이다.
다섯째, 보험료징수법상의 ‘사용종속관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사용종속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도 사용되는 용어이자, 노조법상 근로자
성 판단에도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
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종래의 판결 내용45)을 확인하고 있
다.46) 그렇다면 이때 보험료징수법이 고려하겠다는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
단기준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하부 시행령에 맡겨둘 수 있는가?

사. 사용종속관계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비율 간의 논의 부재의 문제
1)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의 근거
사용종속관계의 정도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비율의 근거로 작용한다
면 이에 대한 보다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47) 우리나라 사회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이원적 구조에 기초하여 사업자는 사업 위험을 부담하며 동시에
4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4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당해 판결에서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
단 시의 ‘사용종속관계’와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시의 ‘사용종속관계’에 대해 구별하
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징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산재보험법상 특례의
적용을 위해서도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징표제시, 근기법과 노조법 사이
의 엄밀한 구별이 반드시 필요하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차후 연구과제
로 남겨둔다.
47) 산재보험료를 조세의 일종으로 전제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다면 보험
료율의 결정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부담 비율도 엄밀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원
(2008), 앞의 논문,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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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조의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파악하는데,48)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 사업주는 사업 위험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에 있어서는 자기부조의 원리가 어느 정도로 희석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어느 정도의 사업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험료징수법이 사
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 요소로 삼고 있으니 사용종속관계와 위험 부담과
의 상관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러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사용종속관계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비
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부담 비율을
구분하고 세분화한다는 것은 현재의 정책은 다분히 과도기적임을 방증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위험과 종속성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현재 6개 직종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50%로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의 근거를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가능성에 의
해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위험에 대한 지배가능성, 다시 말하면 위험
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임 부담의 관점에서 산재보
험료를 전부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종래 전통적인 산재보험법의 성격을
사업주의 개별 책임보험에서 찾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첫째, 업무형태적 위험의 지배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는 업무형태에 대하여 결정 및 지배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한 업무형태에 수반
한 위험도 역시 지배 및 회피가능하고, 이에 따라 그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그
책임도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다.
둘째, 장소적 위험의 지배가능성을 들 수 있다. 특정 장소 및 시설과 결합된
위험에 대해서 사용자는 지배 및 회피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그 책임도 사용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셋째, 이익 귀속에 의한 위험 인수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경우
이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익 귀속에 따른 위험도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야 한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취업 집단인 경우 대체로 직업상의 위험
48) 박지순(2005),「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노동법학』20,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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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용종속관계의 징표와 위험과의 관계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요소

위험과의 관계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근거)

업무내용의 사용자 결정성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용

업무 형태적 위험의 지배가능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
휘․감독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
로 사업 영위

업무 형태적 위험의 지배가능성 내지
장소적 위험의 지배가능성

사용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장소적 위험의 지배가능성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여부

이익 귀속에 의한 위험 인수

보수에 관한 사항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 인정

규범에 의한 위험 인수

에 대하여 일반 사업주처럼 자기부조가 가능하지 아니할 정도로 보수가 낮게
책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주에 의한 보험료 분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이를 뒷받침한다.49)
넷째, 사회보장제도 특히 산재보험법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질과 상관없이 사
용자는 그 명목상의 규범력에 근거하여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
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명목상으로 산재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결국 전통적인 산재보험법상의 사용자 보험료 전액 부담의 근거는 장소를 지
정하고 그 장소와 결합된 시설에 대해서 지배 관리하며, 구체적 수행방법을 결
정하며, 종국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추구한 경제적 이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되
기 때문일 것이다. 즉, 장소를 지정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지배 관리하고 있다
49) 박지순(2005), 위의 논문,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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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장소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한 지배 관리성(회피가능성)이 사용자
에게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방법에 대해 지배 관리하고 있다면 특유한 업무수
행방식이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지배 관리도 사용자에게 인정되어
한다. 더불어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경우 이익 귀속에 따른 위험도 함께 사용자
가 인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6개 직종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율의 분석
이렇게 보험료 부담의 근거를 위험의 지배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사용종
속관계의 정도와 비교하여 결정한다면, 이미 시행령으로 규정된 6개 직종의 특
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 비율은 서로 다를 것이다. 사회보험료
징수에 있어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데,50) 이러한 비례의 원칙의
관철은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서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의 부담 문제까지도
연결된다.
<표 4> 6개 직종에 대한 사용자의 위험의 지배가능성 분석

보험설계사

업무형태적 위험의
지배 가능성

장소적 위험의
지배 가능성

이익 귀속에 의한
위험 인수

신규 보험 계약
체결 X

X

○

X

○

회원 모집의 경우 X
학습지교사
기존 회원 관리 ○
골프장캐디

○

○

○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

X

○

택배관련 종사
자

○

X

○

퀵서비스 관련
종사자

○

X

○

50) 최원(2008), 앞의 논문,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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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형태적 위험의 지배 가능성, 장소적 위험의 지배 가능성, 이익 귀속에 의
한 위험 인수의 순서로 살펴본다.51)
먼저 업무형태적 위험의 경우, 보험모집인의 경우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의
경우에는 그 보험설계사의 재량이 우선시되므로 사용자의 지배 가능성은 낮다
고 평가할 수 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신규 회원 모집의 경우에는 재량이 우
선시될 여지가 있지만, 기존 회원의 관리는 학습지교사의 재량이 축소되는 영
역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업무형태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수행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골프장캐디의 경우, 골프
장에 방문한 내장객에 대해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골프장 관리운영단에 의
해 맞추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하므로 재량의 영역이 축소된다. 콘트리
트믹서트럭운전자나 택배 관련 종사자, 퀵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경우, 운송․
배달의 상대방 및 장소에 대해서 타인이 결정하며, 그 경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주에 지배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장소적 위험의 지배가능성과 관련하여 6개 직종 중에 특정 장소, 특히 사업
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은 골프장캐디의 경우뿐이다. 따라서
골프장캐디의 경우 사업주는 장소적 위험의 지배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위험
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골프장 내의 시설물인 카트에 의한 사고라든지, 타구된
골프공이나 휘두른 골프채에 맞는 사고 등이 장소적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장소적 위험의 지배 가능성이 없지만,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장소 결부성이 낮고 오히려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
유가 희박한 장소 결부성을 전제로 하는 모집․운반․이송 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소적 위험의 지배 가능성은 이익 귀속에 의한 위험 인수의 한 내용
으로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익 귀속에 의한 위험 인수의 경우,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의 경우 그 개념징표로서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경제
적 종속성을 나타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
우 사업주에는 그 경제적 이익을 귀속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51) 분석에 있어 각 직종에 대한 업무형태나 실태는 한국노사관계학회(2011),『특수형태 업
무종사자 실태조사』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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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귀속에 의한 위험도 인수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전속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 6개 직종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하게 사업주와 특수형태근
로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질 않는다. 오히려 사
업주가 더 부담하여야 한다. 더욱이 골프장캐디의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장소
나 업무형태, 경제적 종속성이 전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52)

아. 특례 조항의 문제점
산재보험료 부담비율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인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는 그 정
도의 차이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측정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정량화의
수준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만을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경계 획정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하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직종별로 일반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만약 굳이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를 구분하여 산
재보험료 부담률을 결정하려 한다면 막연히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가까운
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과의 관련성하에 체계
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나 크기가 명
확한 것은 아니므로 향후 정책의 방향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보호의 필요성,
정책의 실효성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적용 특례 조항은 외형상 산재보험
52) 이러한 분석은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작업이다. 본고
에서는 거칠지만 대략적인 작업을 통해서 지금의 산재보험료 부담률은 사용종속관계의
정도와 위험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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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확대로 보이지만, 사회보험원리의 확장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
렵고 특례 조항의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매개로 한 것으로 이는 종래의 근로자
중심적 사고에 여전히 기반하고 있으며 오히려 차별적인 제3의 범주를 만들어
서 근로자성 여부가 유동적이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를 고착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종래 근로자 중심의 보호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는
별도의 보다 넓은 범주의 개념 구성을 통하여 보호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경향
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종래 근로자 개념의 변화 양상에도 대처하면서
현재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도 포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독일에서 근로자 개념 대신에 취업자 개념을 사용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더불어 산재보험법에 있어서 보호대상의 확대나 보험료 부담비율의 문제는
산재보험상의 원리에 근거하여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
수형태근로자의 적용 특례나 보험료징수법의 경우 사용종속관계 내지 사용종
속관계의 정도라는 판단기준을 사용하여 오히려 정통적인 근로자 개념의 경직
화와 분화를 강요하고 있고, 이는 사회보험법으로서 산재보험의 세계적 발전
방향의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점들은 특례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개정입법안들이 국회 상
임위에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점을 방증한다.53)
근본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 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제3의 범주를 만들어 종래 근로자
와 자영인의 이분법적 체계하에서 범주 간 경계와 구분을 더욱 강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이념과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피보험자 개념
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4)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현
53) 현재 개정 의안으로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안과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다. 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된 취지는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하는 것을 막고자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게 하고
이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고,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된 취지는 현
재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사유를 두고 최소한의 기준
을 명시하여 가입률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54) 윤애림(2012), 앞의 논문, p.83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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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산재보험법 보호 방식이 과도기적이며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명
확히 인식하고 향후 이러한 제도적 틀을 고용보험법 등 다른 사회보장법 영역
등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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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for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 The Focus on the Issue of the Insurance Payment by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

Woo Chan, Chang
On July 2008,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reated the
new and third category for providing some legal protections to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including insurance salespersons, private home tutors, golf
caddies and remicon truck drivers. Now the government plans to broaden the range
of the third category.
This study reviews the approach of the government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critic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has some
problems. For example, the criteria of dividing three categories are ambiguous.
Although the decision has to be made on the ground of each case whether he(or
she) is an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 or no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tates an enforcement ordinance shall decide kinds
of job in advance. Furthermore, there are no reasonable grounds for paying the
insurance bills by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unlike workers.
So this article suggest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whole new concept covering
old categories.
Keywords :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insurance payment, degree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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