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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
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연구*

권 기 욱**

본 연구는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히,
전체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탐구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전
체 직원의 이직률을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비고성과자의 이직률로 나누어 서
로 다른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적자본이론, 사회적자본이론, 비용-편익 접근
법을 바탕으로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및 비고성과자의 이
직률이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관하여 가설
을 도출한다. 가설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1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
료를 활용하여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론적으로 공헌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무한경쟁의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인 성과창출하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용어 : 고성과자 이직률, 비고성과자 이직률, 기업성과, 조절효과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27일, 심사의뢰일: 2015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19일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NRF-2013S1A5A8024113).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kwkwon@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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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의 효과성, 지속적인 성장 및 성과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인사관리와 조직행동 분야들 및 산업심리학에서는 전통적으
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으로 직원들의 지속적인 경영활동 참여가 기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March & Simon, 1958),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인사제도들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과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수준을 증가시켜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
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오고 있다(예를 들어, Griffeth, Hom, & Gaertner,
2000; Porter, Steers, Mowday, & Boulian, 1974; Price, 1977; Steers &
Mowday, 1981; Steers, 1977). 또한, 대부분의 기업수준의 연구에서는 직원의
이직률 특히 자발적 이직률(voluntary turnover rate)을 기업의 성과변수(종속변
수) 또는 매개변수로 간주하여 낮은 이직률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권순식․박현미, 2006; 이정현․김동배, 2007; 전순
영․이호선, 2012; Batt, 2002; Huselid, 1995; Jiang, Lepak, Hu, & Bear, 2012;
Yanadori & Kato, 2007). 하지만 개인수준에서의 낮은 이직률이 기업의 성과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개인수준에서 벗어나 기업수준에
서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이직률의 특성(자발적, 비자발적, 해
고, 고성과자, 정규직, 파트타임직 등)과 다양한 기업의 상황요인(인적자본 투
자, 기업 명성, 인사시스템 특성, 업종 등)을 이론적로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규
명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각되어오고 있다(Abelson & Baysinger,
1984; Batt & Colvin, 2011; Dalton & Todor, 1979; Eckardt, Skaggs & Youndt,
2014; Glebbeek & Bax, 2004; Hancock, Allen, Bosco, McDaniel & Pierce,
2013; Hausknecht & Trevor, 2011; Kwon, Chung, Roh, Chadwick & Lawler,
2012; Kwon & Rupp, 2013; Mobley, 1982; Price, 1977; Shaw, Gupta &
Delery, 2005b; Siebert & Zubanov, 2009; Staw,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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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직원의 이직률은 개인수준이 아닌 기업수준에서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채용, 재교육비용, 관리비용 등)과 긍정적인 영향 (고용의 유연성 향상,
비용절감, 기업의 혁신 등)을 동시에 미칠 수 있으며(예를 들어, Dalton &
Todor, 1979; Hancock et al., 2013; Mobley, 1982; Siebert & Zubanov, 2009;
Staw, 1980), 최근에 와서는 ‘직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에 관하여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수
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직원의 이직률과 기
업성과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사회적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근거하여 기업수준에
서 직원의 전체 이직률(overall employee turnover rate)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Alexander, Bloom & Nichols, 1994; Hancock
et al., 2013; Kacmar, Andrews, Van Rooy, Steilberg & Cerrone, 2006; Shaw,
Duffy, Johnson & Lockhart, 2005a; Shaw et al., 2005b). 둘째, 직원의 전체 이
직률과 기업의 성과는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기업의 상황변수들(contextual
variables) (인사시스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직원참여제도의 활용 등)이 이
러한 부정적인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Guthrie, 2001; Hancock et al., 2013;
Kwon et al., 2012). 셋째, 기업의 직원들 중 특히 고성과자들의 이직률(high
performer turnover rate)이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Kwon & Rupp, 2013). 요약하면, 전체 직원의 이직률이나 고성과자의 이직
률이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수 간의 관계가 기업수
준의 상황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이직자의 직무성과수준(고성과자, 비고성과자)을 고려
하지 않거나, 고성과자(가령, 상위 20% 성과자)만의 낮은 이직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고성과자(high performer)와
비고성과자(non-high performer)의 이직률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부족한 현
실이다. 특히 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①
나머지 대부분의 직원들인(가령, 상위 20% 고성과자를 제외한 80%의 직원들)
비고성과자들의 이직률은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② 고성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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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직률이 비고성과자들의 이직률보다 현저하게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③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인 관계가 비고성과자
의 이직률에 의해 강화되는지, 반대로 약화되는지와 관련되어 고성과자와 비고
성과자 이직률의 상호작용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
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학문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
의 전략적인 인력운용계획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한국기
업의 경우 고성과자의 확보와 유지에 중점을 두는 성과주의 인사 제도가 활발
히 적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과연 고성과자들의 확보, 유
지, 낮은 이직률에만 치중하고 다른 비고성과자들의 이직률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옳은 관리 방안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학문적인 시사점과 더불어 한국
기업의 성과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의 인력운영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employee turnover rates
and firm-performance relationship)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관점들(예를 들어,
인적자본이론(Becker, 1964; Strober, 1990), 사회적자본이론(Dess & Shaw,
2001; Shaw et al., 2005a), 비용-수익 접근법(cost-benefit approach, Abelson &
Baysinger, 1984; Dalton & Toder, 1979; Dalton, Todor & Krachhardt, 1981)을
이용하여 비고성과자들의 이직률과 기업의 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고성과자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어떻게 함께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
여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기업수준에서 고성과자 이직률과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그 해답을 단순하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가령, Kwon & Rupp, 2013; Price, 1977; Staw, 1980). 하지만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연구(권기욱) 

5

이론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직원의 이직률, 고성과자의 이직률,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론 및 접근법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인적자본이론 : 인적자본이론은 종업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종업원
들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향상 및 개발
시켜 직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Becker, 1964; Strober, 1990). 기
업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며, 축적된 인적자본이 생산
을 위해 사용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의 이직은 기업들이
직원의 교육훈련에 투자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기
업을 떠남으로 인해, 기업에게는 비용만을 발생시키고 성과의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Osterman, 1987, Shaw et al., 2005b).
사회적자본이론 : 사회적자본이론은 기업의 내부직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와
직원들 간의 네트워크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예를 들어,
Nahapiet & Ghoshal, 1998) 기업수준에서의 사회적자본의 질에 의해 기업의 성
과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기업의 내부직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자본은 직원들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발되므로 직원들의 이직은 이러한 사회적자본을 훼손시킬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Dess & Shaw, 2001; Shaw et al., 2005a).
비용 - 수익 접근법 : 비용 - 수익 접근법에 따르면 직원의 이직률은 기업의
성과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조직의 상황과 이직자의
성과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Dalton et al., 1981; Dalton & Todor,
1979; Mobley, 1982; Price, 1977; Staw, 1980). 특히 비고성과자의 이직은 기
업에게 비고성과자를 고성과자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인적
자본의 질(quality of human capital)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비
고성과자의 이직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Dalton, Todor & Krackhardt, 1981; Hauskn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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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vor, 2011). 또한, 비고성과자의 이직은 기업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외
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
고, 내부 인력배치 및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내부직원들의 직무만족, 조
직몰입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Dalton & Todor, 1979; Mobley, 1982).

1.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
그렇다면, 비고성과자(non-high performer)의 이직률(turnover rate)은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기업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모인 집단으로 기업의 성과는 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의 업무와 노
력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의 이직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feffer,
2001).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단순하게 전체 직원의 이직률만 고려하거나 고성
과자의 이직률만 고려하여 이 두 변수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다(가령, Shaw et al., 2005b; Kwon & Rupp, 2013). 고성
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한 결과이지만,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참으로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론적이고 실증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
한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이론적 관점을 살
펴보면,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
여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추측해 볼 때,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은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투자의 정도에
의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Kwon et al., 2012).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
면,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비고성과자의 이직률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
으나 대체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가령, Kwon et al., 2012; Shaw et al., 2005b; Yanadori & Kato,
2007). 그 이유는 고성과자와 더불어 비고성과자들 또한 기업의 생산 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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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활동에 요구되는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하여야 기업의 성과에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DeLong & Vijayaraghavan, 2003). 즉 비고성과자들의 이직
또한 기업의 인적자본을 고갈시켜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또한, 사회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추
측해 볼 때 기업의 고성과자는 물론이거니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 또한 기업의
성과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비고성과자의 경우에도 다른 팀원이나 직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고성과자가 이직을 할 경우 전
체적으로 기업수준의 사회적자본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Dess & Shaw,
2001; Shaw et al., 2005a).
하지만, 비용-수익 접근법에 의하면 인적자본이론과 사회적자본이론에 근거
한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인 관계와 조금은 다른 견해를 나
타내고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비고성과자의 이직은 고성과자의 이직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직비용(가령, 이직자에 대한 대체비
용, 재훈련비용, 관리비용 등)이 낮으므로 이직률이 반드시 기업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고 주장한다(Dalton et al., 1981; Dalton & Todor, 1979; Mobley, 1982). 즉,
기업의 이직률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적으로 고성과자의 경우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비고성과자의 경우 기업의 상황과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성과자가 아닌 비고성과자의 이직은 기업
에게 외부에서 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직원이나 기업의 혁신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아이디어를 가진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인건비를 줄 일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Abelson & Baysinger, 1984; Mobley, 1982; Staw,
1980)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비용-수입 접근법에 의하면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가 항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요약해 보면,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인적자본이론과 사회적자본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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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는, 이들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은 기업의 인적자본을 감소시키고 기업
의 활동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도움을 주는 직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쳐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
다(Dess & Shaw, 2001; Shaw et al., 2005a; Shaw et al., 2005b). 한편 비용-수
익 접근법의 관점에서는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이론들을
고려하여(Shaw et al., 2005b)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에 관한 두 가지
의 상반된 가설을 동시에 검정하여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1-1 :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와 관계는 부정적일(－) 것이다.
가설 1-2 :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에 관계는 긍정적일(+) 것이다.

2. 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 이직률의 차별적 효과
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비고성과자의 이직률보다 현저하게 기업의 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자. 물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
은 여러 이론적 관점을 고려해 볼 때 간단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먼저, 고성과
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적자본이론, 사회
적자본이론, 비용-편익 접근법 등 세 가지 주요 이론 모두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Dalton et al., 1981; Dalton & Todor, 1979; Dess & Shaw, 2001;
Mobley, 1982; Kwon & Rupp, 2013; Shaw et al., 2005a; Shaw et al., 2005b),
최근에 발표된 Kwon and Rupp(2013)의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하지만 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과연 비고성과자의 이직률보다 현저하게 기업
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기업의 성과가 고성과자만의 활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
니라 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의 협력(cooperation)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Pfeffer, 2001),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보
다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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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이론적인 관
점을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하여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
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자.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성과의 많은 부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
한다(Strober, 199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성과자가 비고성과자에 비해 보
다 양질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으므로(Kwon & Rupp, 2013; Shaw et al.,
2005b) 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비고성과자의 이직률보다 기업성과에 현저히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자본이론에 근
거하여 볼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성과자가 비고성
과자보다 기업에서 보다 많은 네트워크(관계망)를 가지고 있고(Burt, 1992; Cross
& Cummings, 2004), 고성과자의 이직률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에 비해 기업
의 사회적자본의 훼손의 정도가 클 수 있으므로,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에 비해
고성과자의 이직률은 기업성과에 보다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용-편익 접근법의 관점에서도 동일한 가설을 도출하게 한다.
비용 - 편익 접근법(가령, Dalton et al., 1981; Dalton & Todor, 1979)은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는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비용과 수익에 의하여 결정
되며, 고성과자의 이직의 경우는 비고성과자의 이직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
체비용 등 이직비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비고성과자의 이직
의 경우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인력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고성과자의 이직이 비고성과자의 이
직에 비하여 기업성과와 현저히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
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한다.
가설 2 : 고성과자의 이직률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보다 기업성과와 더욱 강한 부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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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성과자 이직률과 비고성과자 이직률 간의 상호작용
지금까지 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
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을 적용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기존의 이론적 관점과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령, Dalton & Todor, 1979;
Kwon & Rupp, 2013; Mobley, 1982; Price, 1977)를 바탕으로 볼 때, 고성과자
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인 관계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높아질 때 강
화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낮아질 때 강화될 것인지
는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다.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인적자본이론과 사회적자본이론의 관점에 근거하면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인 관계는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낮
아질 때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비고성과자의 경우
도 고성과자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에 입사한 이후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
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획득하고 있고, 다른 팀원들 및 직원들과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hips)를 형성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행동 패턴들
을 학습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 및 사회적자본을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에 활용하여야 기업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직을 할
경우 이러한 인적 및 사회적자본의 손상으로 나타나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가령, Dess & Shaw, 2001; Kwon & Rupp, 2013;
Kwon et al., 2012; Shaw et al., 2005b).
하지만 인적자본이론과 사회적자본이론의 관점과 달리 비용-편익 접근법에
근거할 경우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직
률과 기업의 성과의 관계는 이직자의 성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비고성과
자의 경우 고성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직비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직은 기업의 혁신이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Dalton & Todor, 1979; Mobley, 1982; Staw, 1980). 이러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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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자의 이직으로 인한 편익으로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
인 관계는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점
을 비용-편익 접근법은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비고성
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인적자본 및 사회적자본
이론의 관점과 비용-편익 접근법이 서로 상반된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하고 있
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상반된 대응 가설을 도출한다.
가설 3-1 :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인 관계는 비고성과자의 이직
률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다시 말해,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인 관계는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낮아질수록 강화될 것이다.
가설 3-2 :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인 관계는 비고성과자의 이직률
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다시 말해,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인 관계는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높아질수록 강화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1. 표본과 자료 수집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한국의 A연구기관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
였다. A연구기관은 2006년 994개의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인사담
당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190개 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여 설문에 대
한 응답률은 약 19%였다. 이들 190개의 기업 중 공공기관인 기업, 고성과자에
대한 이직률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성과변수가 존재하지 않
는 기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기업은 155개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설문에 응답한 기업과 응답하기 않은 기업들 사이에 응답 오류(response
bias)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Delery and Doty(1996)가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검정을 실시하였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응답한 기업을 1로 코딩을 하고, 응답하지 않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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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0으로 코딩하여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기업규모, 기업연령,
자본집약도, 산업, 총자산, 총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 : ROA), 총자기자본수
익률(return on equity : ROE)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 중 통
계적으로 기업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나타나지 않아, 응답 오류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다.
설문의 실시는 본 설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9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
으로 예비 설문(pilot survey)을 실시하여 설문의 타당성을 향상시키려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기관의 특성을 보면 약 46%가 제조업에 속하였고, 34%는 비제
조업에 속하는 기업이었으며, 건설업과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이 각각 약 9%였
다. 기업의 규모는 1,00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이 약 37%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는 100인에서 500인 미만의 기업이 34%였다. 기업의 이직률은
인사담당자들의 설문에 근거하여 측정하였고, 기업의 규모, 연령, 자본집약도
등과 같은 기업 특성변수 및 성과(총자산수익률, 총자기자본수익률)변수는 한
국신용평가정보(Korea Informat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측정
하기 위하여 인사담장자에게 질문한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측
정하였다. 먼저, 고성과자의 이직률을 측정함에 있어 고성과자의 기준이 명확
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수준에서 고성과자의 이직률을
측정한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고성과자의 이직률을 상위 20%에 속하는 성
과자의 이직률로 정의하였고(Axelrod, Handfield-Jones & Welsh, 2001; Kwon
& Rupp, 2013; Shaw, Dineen, Fang & Vellella, 2009),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은
고성과자들을 제외한 이들의 이직률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인
사담당자에게 2005년 정규직원의 연평균 이직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물어보았
으며, 정연퇴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이직은 이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
여 이직률 중 자발적 이직률을 측정하려 하였다. 위의 질문에 이어서 정규직원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연구(권기욱) 

13

의 이직률 중 고성과자(상위 20%)의 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를
질문하였다. 이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의 이
직률을 측정하였다(Kwon & Rupp, 2013). 종속변수인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의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이들
두 지표는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 : ROA)과
총자기자본수익률(return on equity : ROE)이었다. 이들 두 변수에 대한 측정치
는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나.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기업연령(firm age), 기업규모(firm size), 노
조유무(union presence), 자본집약도(capital intensity), 산업군(industry)이다. 먼
저, 기업연령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이 설립된 이후의 존속 기간으로 측정하여 통제하였다(Huselid, 1995;
Welbourne & Andrews, 1996). 기업의 규모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
므로 총직원 수를 자연로그를 취하여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Kalleberg & Leicht, 1991; Pfeffer & Salancik, 1978). 기업의 자본집약도는 기
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Datta, 2005) 고정자산을 직원 수로 나눈
수치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통제하였다. 또한, 노조의 존재 유무는 기업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되었다(Freeman & Medoff, 1984). 마지막으
로, 기업이 속한 산업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Pfeffer &
Salancik, 1978) 산업의 특성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더비변수화하여 통제하였
다. 분석에서 생략된 산업군은 제조업이었다.

다. 분석방법
가설 1-1, 1-2와 가설 2의 검정을 위하여 본 연구는 위계선형 최소자승 회귀
분석법(hierarchical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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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형 최소자승 회귀분석법은 하나의 변수 또는 변수들의 집합이 기존의 회
귀분석 모델에 추가되었을 때 이들 추가된 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량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평가한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가설 1의
검정을 위해 기본 모델에서 통제변수인 기업규모, 기업연령, 노조유무, 산업군,
자본집약도와 고성과자 이직률을 활용하여 기업성과에 관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다음 모델에서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추가하여 비고성과자
의 이직률이 기업의 성과(ROA, ROE)를 설명하는 데 추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검정하였다.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회귀분
석 모델에서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의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s)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3-1과 가설 3-2
를 검정하기 위하여 고성과자의 이직률*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나타내는 변수
를 구성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였다. 상호작용 효과 검정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저성과자의 이직률을 표준화(z-transformation)를 실시(Cohen et al., 2003; Shaw
et al., 2005b)하여 상호작용 변수를 구성하였다.

Ⅳ. 결 과

<표 1>은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r=0.31, p<0.01), 고성과자의 이직률은 기업성과 변수인 총자산수익률(ROA,
r=-0.23, p<0.01) 및 총자기자본수익률(ROE, r=-0.43, p<0.01)과 부정적인 관계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은 기업성과변수
인 ROA 및 ROE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는 먼저,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통제한 이후 비고성
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 1-1과 1-2에 대한 가설검정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2>의 모델 1과 모델 4는 기업성과 변수인 ROA
와 ROE를 종속변수로 하고 고성과자 이직률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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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변수

평균

1. 기업규모

6.59

2. 기업연령

25.05

3. 노조유무

0.40

표준
편차

1

2

3

4

5

1.43
0.47 .33** .25**

12.04

1.20 .39** .33** .24**

5. 고성과자 이직률

0.047

0.13 -.29** -.13

-.19* -.22**

6. 비고성과자 이직률 0.085

0.07 -.31** -.09

-.36** -.30** .31**

8. 총자기자본수익률

7

17.8 .39**

4. 자본집약도

7. 총자산수익률

6

7.88 11.69 -.10
16.08 35.23 -.00

-.18* -.05

-.04

-.23** -.13

-.13

-.08

-.43** -.11

.03

.73**

주 : 노조 있음=1, 노조 없음=0. 이직률과 수익률.
†p<0.10, *p<0.05, **p<0.01.

<표 2> 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ROA)의 관계
변수
기업규모
기업연령
노조유무
자본집약도
산업
건설
금융
비제조업
고성과자 이직률
비고성과자 이직률
고성과자 이직률*
비고성과자 이직률
2

R
2
∆R
2
F for ΔR
Overall F

모델 1
-0.09
-0.16*
0.01
0.01

ROA
모델 2
-0.11
-0.14†
-0.03
-0.02

모델 3
-0.11
-0.14*
-0.02
-0.00

모델 4
-0.05
-0.13†
0.06
-0.12†

ROE
모델 5
-0.05
-0.12†
0.05
-0.13†

모델 6
-0.06
-0.13†
0.08
-0.09†

0.08
-0.11†
0.09

0.09
-0.12†
0.11

0.05
-0.13†
0.08

0.15*
0.03
0.17*

0.15*
0.03
0.17*

0.07
0.02
0.10†

-0.30**

-0.27**
-0.15*

-0.16†
-0.09

-0.50**

-0.49**
-0.04

-0.22**

0.141

3.005**

0.158
0.017
2.848*
3.021**

0.189
0.031
5.443**
3.359**

-0.24**
0.11†
-0.51**

0.276

6.816**

0.277
0.442
0.001
0.165
0.191
41.586**
6.046** 11.155**

주 : 제외된 산업군은 제조업임. 고성과자 이직률과 비고성과자 이직률은 표준화되었음.
회귀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p<0.10, *p<0.05, **p<0.01. (단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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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선형 최소자승 회귀분석법을 활용한 가설검정에 있어 기본 모델이다. 모델
1과 모델 4의 결과는 고성과자 이직률과 모델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기업성과
변수인 ROA(R2=0.141, F=3.005, p<0.01)와 ROE(R2=0.276, F=6.816, p<0.01)
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성과자 이직률
은 ROA(p<0.01)와 ROE(p<0.01)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델 2와 모델 5는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비고성과자 이직률을 포함한 모델 2는 기업성과 변수인 ROA를 예측함에
있어 모델 1의 설명력보다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R2=0.017, ∆R2에 대한 F=2.848, p<0.05),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은 ROA와 부정
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p<0.05). 하지만 기업성과 변수를
ROE로 활용하였을 경우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은 ROE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
계는 인적자본이론과 사회적자본이론의 관점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 1-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가설 1-2는 지
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설 2는 고성과자의 이직률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보다 기업성과
와 더 강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표 2>의 모델 2(ROA)와 모델 5(ROE)에서 고성과자 이직률과 비고성과자 이
직률의 회귀계수의 동질성을 검정하였다. 검증 결과, 기업성과를 총자산수익률
(ROA)로 하였을 경우 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비고성과자의 이직률보다 회귀계
수가 큰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0.70, p<0.40).
하지만 기업성과를 총자기자본수익률(ROE)로 하였을 경우 고성과자 이직률이
비고성과자 이직률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강한 부정적인 관
계를 보여주었다(F=12.69, p<0.01).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설 3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모델 3과 모델 6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OA를 기업성과 변수로 하는 모델 3은 고성과자 이직률*비고성
과자 이직률 변수를 모델 2에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 모델 3은 모델 2에 비하여
2

2

추가적인 설명력(∆R =0.031, ∆R 에 대한 F=5.443, p<0.01)을 가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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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고성과자 이직률의 조절효과

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성과자 이직률*비고성과자 이직률 변수 (p<0.01)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ROA를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ROE의 경우도 모델
2

2

6의 경우 모델 5와 비교하여 ROE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력(∆R =0.165, ∆R

에 대한 F=41.586, p<0.01)을 보여주었으며, 고성과자 이직률＊비고성과자 이
직률 변수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함(p<0.01)을 보여주었다.
가설 3-1과 3-2의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인 관계에 있어 비
고성과자의 이직률의 조절효과에 대한 방향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에
관련하여 그림을 그려보았으며 위의 [그림 1]은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인
관계는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높아질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경우 가설 3-2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3-1은 지지되
지 않았다.

V. 토론 및 결론

직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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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Abelson & Baysinger, 1984; Dalton & Todor, 1979; Mobley, 1982;
Price, 1977; Staw, 1980).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최근이 되어
서야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의 결과들은 직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와 부정
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Batt & Colvin, 2011; Eckardt, et al., 2014;
Hancock, et al., 2013; Hausknecht & Trevor, 2011; Kacmar, et al., 2006; Staw
et al., 2005a, 2005b; Yanadori & Kato, 2007), 직원의 이직률 또한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의 성과는 기업의 상황변수에 의해 조절된다는(Guthrie, 2001;
Kwon et al., 2012; Kwon & Rupp, 2013)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는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직원의 전체 이직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고성과자의 이직
률과 비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같이 상호 다른 이직률이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구분하고, 이러한 이직
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이
해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 공헌점들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의 성
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한 후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와 어
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적자본이론과 사회적자본이론의 관점과 일치되는 결과이며
비용-편익 접근법에서 주장과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즉 비고성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이직은 직원들의 인적자본의 누수와 사회적자본의 손상으로
인하여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비고성과자의 이직률만을 고려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저
성과자의 경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
성과자, 중간성과자, 저성과자로 보다 세분화하여 상이한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비고성과자의 이직률보다 기업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연구(권기욱) 

19

의 성과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고성과자의 이직률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Kwon & Rupp, 2013) 그 외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여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아 이
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한계점이었던 부분을 이론적․실
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직원의 이직률과 기
업성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의 성과의 관계가 비고성과자의
이직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부정적인 관계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이 높아질 때 더욱 강화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이
직률의 기능성(functionality of turnover)(Hollenbeck & Williams, 1986)을 고려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직률의 구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함유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의
성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학문적인 시사점을 내포하
고 있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에서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의 성과는 선형적 부
정적인 관계, 비선형적인 역-U자형(inverted-U) 형태의 관계, 약화된 부정적인
(attenuated negative)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Abelson & Baysinger,
1984; Glebbeek & Bax, 2004; Shaw et al., 2005b; Siebert & Zubanov, 2009).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살펴봄에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한 전체 직원의 이
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유하
고 있다. 즉 전체 이직률에서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의 비
율에 따라 전제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 전체 이직률과 더불어 전체 이직률에서 고성과자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창출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
고 있는 기업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고성과자의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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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고성과자들의 유지를 위한 인사 제도들을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고성과자는 비고
성과자에 비하여 양질의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이
직할 경우 이들에 대한 대체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고성과자
의 이직률 또한 기업의 성과에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고성과자라고 하여 이들의 이직률을 간과하여서는 기업성과에 악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고성과자의
이직률에 대한 전략적 관리와 함께 외부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고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시 상대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공헌하는 바가 미약한 일반성과자나 저성과자들의 자발적인 이직
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이 있으므로 결과는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 먼저, 본 연구는 직원의 이직률과 기업의 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횡단적 연
구이므로 패널을 이용한 종단적 연구와 달리 인과성(causality)을 설명하는 데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이직률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기업성과가 직원들의 이
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Hausknecht & Trevor,
2011) 이에 대한 토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려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성과자를 상위 20%의 성과자
로 정의하고 가설을 검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여전히 임의적인 경향
이 있으며 고성과자의 기준을 달리하였을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가 지지되는지
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성과자, 중간성과자, 저성과자
로 보다 세분화하여 이들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와 상호작
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연구는 직원의 이직률과 기
업성과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공헌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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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의 경우 자발적 이직률을 측정하려 하였으나, 기업이 직원을 이
직하도록 유도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률로 측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발적 이직률과 비자발
적 이직률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여 이에 대한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기업성과 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살펴보았으나 어떠한 재무
적 성과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업성과 변수들을 활용하여 고성과자 이직률과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의 이직률 또는 고성과자의
이직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고성과자의
이직률과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하여 이직률이 기업의 성과와 어떻게 연
관되어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직원의 이직률과 기
업성과의 관계를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 이 분야의 연구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 성
장과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관리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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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Turnover and Firm
Performance : An Explorative Study
Kwon Kiwook
This study investigates a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turnover rates and
firm perform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departs from the extant studies
that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employee turnover rates and firm
performance by examining the differing impacts of high performer turnover
rates and non-high performer turnover rates on firm performance.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s the moderation roles of non-high performer turnover r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performer turnover rates and firm
performance. Hypothesis testing was conducted with 155 firms. This study
contributes to better understanding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e
turnover rates and firm performance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firms that strive to create values and survive under the current turbulent
business environment.

Keywords : high performer turnover rate, non-high performer turnover rate, firm
performance, moder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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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 제기

지식정보 및 정보기술사회로의 변화로 저숙련 기술과 비용 경쟁력이 없는 부
문은 해외 아웃소싱과 외부화․주변화․비정규화되면서 저숙련의 저임금 근로
자 집단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출현하게 되었다.1)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당
한 근로자들은 실업 후 시간제나 일용직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전환되
거나 취업과 실업 상태를 반복하였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일자리의 양극
화로 인해 고용의 질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로서 취업 상태에서도 빈곤한 상태
인 근로빈곤이 발생하였다(송호근, 2002; 김영란, 2004; 조명래, 2006; 전병유,
2007).2)
과거에는 근로빈곤의 주요 대상이 기술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중․고령층과
저학력층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청년층과 고학력자들에서도 근로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근로빈곤한 가구의 자녀들은 노동시장 성과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 빈곤의 대물림 구조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근로빈
곤은 노인빈곤으로 이어져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근로빈곤층 증가의 문제는 중산층 붕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
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근로빈곤의 빈곤 탈출을 위한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의 특징을 직종,

1) 1980년대 이래의 기술혁신은 숙련노동요를 증대시키는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를 일으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의 임금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Mincer &
Danninger, 2000; Acemoglu, 2002). 이 외에도 대외개방도 확대에 따른 생산 요소의 해
외 아웃소싱 증가가 숙련․비숙련노동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안정화, 2007; 김영준․손종칠, 2013; 전용식․권철우․이찬영, 2013).
2) 근로빈곤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특성(인적자본이론), 사회구조적 측면(이중노동시장이론
등), 경제구조 변화(STBC, 해외 아웃소싱설, 일자리 양극화 등) 중에서 어느 한 이론과 측
면만으로는 근로빈곤층의 발생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힘들다. 주요하게 저임금, 고용의 질,
가구 특성, 개인의 취업 경쟁력과 낮은 인적자본의 개인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EFILWC,
2004; 노대명, 2006).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분석: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강금봉) 

29

업종, 고용형태, 종사상의 지위, 근로시간,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으로 분석하였다. 결국 근로빈곤층은 취업 자체만으로는 빈곤을 탈출할 수 없
고, 정규직이나 고용보험 가입 등의 고용의 질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만 빈곤
을 탈출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이 어떻게 해야 취업
을 통해서 빈곤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근로빈곤층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일자리에 처해 있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낮은 인적자본과 저숙련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근
로빈곤의 탈출 요인으로서의 숙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을 직업숙련을
중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숙련을 학력 등의 대리변수가 아닌 근로자가 담당
하는 직업 내용 및 특성으로부터 직접 직업숙련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을 어떤 유형의 직업숙련을 활용하
는 직업에 종사하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지를 분석하여
직업숙련을 통한 빈곤 탈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직업숙련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4판의 부가
직업정보 12개 지표를 이용하여 직종 차원에서는 인지적 숙련, 감각적 숙련, 육
체적 숙련, 업종 차원에서는 산업별 숙련점수를 요인분석으로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근로빈곤 탈출에 대한 연구 방법은 대부분
로짓분석이나, 사건사분석의 이산시간분석(discrete-time hazard analysis)을 사
용하였다. 빈곤 탈출 연구는 연구 기간 안에 시간 변화에 따라 빈곤 탈출한 개
인도 있고, 반면 사건 발생을 경험하지 않은 개체도 있어서 우측절단(right
3) 김철희․나영선․류기락(2013)은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성과와 임금상승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5～13차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상승 효과가 있음을 분석하였지만,
근로빈곤층에서 직업능력개발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표본 중 40명으로 매우 적
었으므로 대표성과 신뢰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항상
빈곤에 머문 65세 미만 가구주 중 조사(2000～2008년) 기간에 한 번도 직업훈련에 참여
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98%, 반복적․장기적 빈곤에 머무른 가구주(3회 이상
빈곤경험) 중의 비율은 86.2%에 이르렀다(윤희숙, 2012).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은 직업능
력개발 참여 경험이 적고, 주로 영세 및 중소기업에서 종사하여 기업 내의 훈련 성과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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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이 발생하게 된다. 통상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 OLS) 또
는 일반화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 : GLS)으로 추정할 경우에 불
편추정량(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 BLUE)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서 한계를 갖는다.
이산시간분석은 분석 모형에 빈곤 기간 더미를 포함하여 빈곤 탈출 확률을
계산할 때 빈곤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이 빈곤 탈출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빈곤 기간의 차이가 주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간이 변동변수를 이산시간분석에서는 사용할 수 없
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패널 연구에서는 많은 변수 중 노동시장의 특징들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한, 사건사분석의 이산시간분석, 확장 콕스모델로 분석할 때는 빈곤 탈출
사건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빈곤 탈출의 재발생을 고려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 탈출의 일회적 사건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빈곤 탈출의 동태적인 측면을 간과한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하여 빈곤 탈출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
는 재발사건분석을 통하여 빈곤 탈출의 횟수와 소요시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건사분석의 재발사건분석(Recurrent event analysis)은 발생하는 사건에 공
통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전제로 해서 사건 발생이 일회적 사건만이 아닌, 2회
이상 사건이 증가하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수 있고, 또한 다음 사건
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지 단축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어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 횟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빈곤 탈출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숙련(skill)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잘 수행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의
미한다. 숙련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인적자본이론에 토대를 두고 학력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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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동일한 직업․직무가 요
구하는 숙련요건 등 숙련수요 측면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진다(윤윤규․이철희, 2007). 그러므로 숙련은 직업의 과업 행위 또는 직무의
수행 능력의 일자리 특성과 결합한 개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통해서 측정된 숙련을 직업숙련으로 정의한다.
직업숙련은 직업 내용 및 특성으로부터 측정되고 분석된다.5) 초창기 직업숙
련 수준의 측정 방법은 일자리, 직업,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조건이나 자격을
숙련지표로 사용하거나(Howell & Wolf, 1991; Autor et al., 2003), 직업사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정보의 공통적인 요인을 추출하여 숙련지표로 사용하고
있다(Ingram & Neumann, 2006).
국내의 직업숙련 측정과 관련된 실증분석 연구에서 류장수(1993)와 김종한
(1993)은 직업사전의 항목 중에서 필요한 교육수준(GED)과 숙련기간(SVP) 정
보를 추출하여 이 두 점수의 선형결합을 숙련지표로 사용하였다. 전병유(1994)
는 숙련을 지적 기능, 직무 다양성, 통제감독 기능의 세 측면에서 정의하고, 각
각의 숙련지표를 구성하는 데 직업사전의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였다. 황수경
(2007)과 장혜원(2014), 이헌영 외(2014)는 한국직업사전의 12가지 지표를 활
용하여 숙련수준을 측정하였고, 윤정향․이시균(2009)과 성재민(2014)은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숙련 수준을 측정하였다.6)
직업숙련 수준은 그동안 임금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연구되었고, 빈곤과 빈곤

4) 숙련 측정은 유럽의 8개 범주로 구분하는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를 이용한다. Steedman and McIntosh(2001)는 ISCED3 이하를 저숙련 근로자
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실증분석하였다. Cedefop(2012)는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ISCO)를 이용하여 저숙련, 중숙련, 고숙련으로 분류한다.
5) 미국의 직업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 DOT)을 이용해 숙련을 측정한 연구
에는 Howell and Wolff(1991)는 인지적 숙련(cognitive skill), 상호적 숙련(interactive skill),
운동적 숙련(motor skill) 등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Ingram and Neumann(2006)
은 53가지의 DOT 정보를 요인분석하여 지능적 숙련(intelligence), 미세운동 숙련(fine
motor skills), 종합운동 숙련(gross motor skill), 육체적 숙련(strength) 등으로 분류하였
다. Yamaguchi(2010)는 인지적 숙련, 관계적 숙련, 동적 숙련, 육체적 숙련 등으로 유형
화하였다(황수경, 2007; 최강식․조윤애 2013; 장혜원, 2014).
6) 학력이나 업무 특성을 통해서 숙련을 측정하는 방법 외에 OECD는 국제성인역량조사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PIAAC)를 통해
직접 성인 대상 인적 역량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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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직업숙련별로 임금과
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적 숙련은 자료를 다루는 기능 수준과 사람과 관련된 기능 수준이 높고
필요교육 수준과 충분한 숙련기간이 요구되며, 인지능력 및 판단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인지적 숙련의 활용도가 높은 직종은 임금수익률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황수경, 2007; 장혜원, 2014; 이헌영 외, 2014).
감각적 숙련은 사물기능, 손사용, 시각을 활용하는 능력과 연관성이 높지만,
육체 활동과는 전반적으로 관련이 적은 숙련이다. 황수경(2007)은 감각적 숙련
의 활용도가 높은 직종은 임금수준과 거의 무관하다고 분석하였고, 장혜원
(2014)은 감각적 숙련의 임금수익률은 감소하며, 이헌영 외(2014)는 감각적 숙
련은 직종 임금보상 수준 결정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육체적 숙련은 작업 강도, 균형 감각, 웅크림 등의 육체 활동과 관련이 높으
나, 필요교육 수준이나 언어력, 대인 기능과는 관련이 적은 숙련이다. 황수경
(2007)은 육체적 숙련은 임금수준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하였
고, 장혜원(2014)은 임금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헌영 외(2014)
는 육체적 숙련은 직종 임금보상 수준 결정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성재민(2014)은 육체적 숙련의 유사한 반복 업무, 위험 업무, 육체 업무는 임금
과 음(-)의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윤정향․이시균(2009)은 신체적 숙련은 비
기간제와 그 외 임시․일용직에서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나, 고용형태와 종사상
의 지위에 따라 숙련의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직업숙련 유형 중에서 인지적 숙련은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육체적 숙련과 감각적 숙련은 임금수준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지적 숙련이 높은 직종에 일할수록 빈곤 탈출이
쉽고, 반대로 육체적 숙련과 감각적 숙련이 높은 직종에 일할수록 빈곤 탈출에
어려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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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방법

1. 연구 대상
근로빈곤은 빈곤 측정과 근로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본 연
구의 빈곤선은 상대적 빈곤선을 사용하며, 통상적인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
60%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소득빈곤과 함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빈곤을 함께 빈곤선으로 삼았다.7) 빈곤의 측정 단위를
개인단위로 측정할 것인지, 가구단위로 측정할 것인지는 근로빈곤의 정의에서
중요하다.8)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에서 빈곤을 측정하고,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빈곤을 동시에 측정하여 빈곤가구에 속한 빈곤한 개인을 연구 측정 단위로 하
였다.9)
빈곤의 측정 중위소득 기준에는 통계청 자료와 노동패널의 소득 관련 자료
간에 차이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노동패널의 소득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에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통계청의「가계동향조
사」자료를 이용하여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도시 2인 이상 가구에 포함되는 인구
를 기준으로 작성된 균등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빈곤 측정 기준은 가
구의 경제적 능력을 소득과 소비를 고려하여 측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한정한다. 가구단위에서의 빈곤 측정 소득 기준에는
7) Carter and Barret(2006)은 빈곤 측정 변화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세대는 정태적 소
득/지출 빈곤, 2세대는 동태적 관점의 소득/지출 빈곤, 3세대를 정태적 자산빈곤, 4세대를
동태적 자산빈곤으로 구분하여, 자산빈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 가구단위의 경제활동상태 분석은 가구 내의 취업한 가구원 수나 가구주의 취업형태 등에
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을 모색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이병희, 2005).
9)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상태에 있는 구성원
중에 저임금이 아닐 수 있다. 저임금이지만 빈곤한 가정이 아닐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가구 구성원이지만 개인 근로소득이 저임금이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노대명․최
승아, 2004). 그러므로 먼저 빈곤 측정 단위로 가구를 선택하게 되고, 빈곤가구 내에서 빈
곤하지 않은 구성원을 선별해야만이 근로빈곤층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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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중에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산 기준
에는 노동패널 자산 항목 중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빈곤 측정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 구성원의 필요(needs) 차이를 고려
하기 위해서 OECD 균등화 지수 대신에10) LIS(Luxembourg Income Study)11)
의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산빈곤은 가구당 순자산이 절대소득
빈곤선 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0개월치로 규정하였다.12) 개인단위 빈곤선은 한
국노동패널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작년 총소득(세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 금액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근로기준은 직업숙련이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 18세 이
상 65세 이하의 임금근로자가 연구 대상의 중심이다. 한국노동패널 10년간 자
료 중에서 10년 동안 실업상태이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대상, 비임금근로자로
만 머물게 되는 대상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임금 근로빈곤층은 시장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과 자산빈곤을 동시에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경험한 가구의13) 가구원 중 연령이 18세 이상 65세 미
10) OECD의 균등화 지수에는 1982년에 나온 OECD equivalence scale(Oxford scale 이라
고도 불림)는 성인을 1점으로 추가되는 성인은 0.7, 아동은 0.5 부가적인 가산점 부여,
1994년에 나온 OECD 수정화 지수(OECD-modifietd scale)는 성인은 0.5, 아동은 0.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1) LIS(Luxembourg Income Study)는 1983년 출발한 프로젝트로 미국, 영국 등 세계 36
개국의 소득 및 자산 관련 마이크로 데이터를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해서 연
구자들에게 제공한다. 마이크로 데이터란 가계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개별 자료로
서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시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LIS 균등화 지수는 규모의 경제를 반
영하기 위하여 가구원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또는 지
출)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12) Haveman and Wolff(2004) 자산빈곤은 일정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
을 충분한 자산 유형(wealth-type)을 가지지 못한 가구로, 소득 빈곤선 3개월분으로 정의
하였다. 남상호(2009)는 자산빈곤 수준을 월 기준 최저생계비 6개월치를 절대 자산빈곤
선의 기준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근저에 장기적이고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실업이 아니
라면 일정 기간 동안 소비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될 것이
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빈곤을 최저생계비 10개월치로 규정하였는데, 이
는 질병, 실업, 사고 등으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폭
넓게 정의하기 때문이다.
13) 근로빈곤층 대상자 선정에서 한국노동패널 6차에서 15차 중에 한 번이라도 근로빈곤을
경험한 가구 중에 빈곤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빈곤의 기준을 조사시점 기준으
로 하게 되면 근로빈곤층의 빈곤 지위 반복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많은 근로빈곤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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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면서 빈곤선 이하의 임금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다.

2. 자료 구성
한국노동패널 6차부터 15차까지 총 10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
동패널의 소득 정보는 조사 시점에서 작년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
루어지며, 가구 및 고용 관련 정보는 당해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소득 정보와 가구 및 고용 관련 정보 간에 시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그
러므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할 때 가구 및 고용 관련 자료와 다음 연도의 소득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데이터의 6차년도 자료에서부터 15차까지 각 해의 평균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조사하였고, 빈곤 햇수를 계산하여 한 번도 빈곤
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는 제외하였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6차년도부터 15차년도
까지 최저생계비 10개월치 이하를 자산빈곤으로 설정하여 자산빈곤이 한 번도
없는 가정도 제외하였다. 근로소득자가 없는 가정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추출된 빈곤가구 데이터의 가구원을 개인 데이터와 연결하여 최종 선별된 임
금 근로빈곤층의 개인 데이터에 직업력 데이터와 연결하여 개인별 일자리 수를
구하여 변수화하였다. 임금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주된 일자리의 직종과 업종
변수를 한국직업사전을 통해 요인분석으로 추출한 숙련점수를 직종 차원에서
는 인지적 숙련, 감각적 숙련, 육체적 숙련점수, 업종 차원에서는 산업별 숙련
점수와 연결하였다.14) 최종 데이터를 구축하여 총 51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분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4) 숙련 측정은 한국직업사전 2012년 통합본 4판의 부가정보 중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
기능(사람, 사물, 자료), 작업 강도, 육체 활동(균형감각, 웅크림, 손사용, 언어력, 청각, 시
각) 총 12개 변수를 활용하여 황수경(2007)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재구성하여 공통 요
인분석으로 요인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직교 특성을 극대화하는 요인회전(Varimax rotation)
을 수행하여 황수경(2007)과 장혜원(2014)의 연구와 동일하게 인지적 숙련, 감각적 숙련,
육체적 숙련 등 3개의 요인 수를 추출하였다. 요인회전을 수행하여 3개의 주요 요인을
추출한 후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산출하고 변수화하여, 직업분류와 산업분류별로 숙련
점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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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설정
가. 종속변수
빈곤 탈출의 기준은 임의적인 소득선을 경계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시적이거
나 미미한 소득, 소득 측정상의 오차, 최저임금 상승 등의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화로도 빈곤 탈출이 과대 추정되기 쉽다. 빈곤 탈출을 어떻게 정의하느
냐에 따라 연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빈곤 기준
을 빈곤선을 넘는 경우에 빈곤 탈출로 인정하는 연구도 있었고, 연구 기간 내에
일정 소득을 한 번만 넘어도 빈곤 탈출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빈
곤 탈출의 반복성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다.15)
본 논문에서는 빈곤 탈출의 기준을 소득과 함께 기간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한 해 평균 중위소득 80% 이상의 소득을 연속 2년과 3년간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AG 모델에서는 한 해 평균 중위소득 80% 이상의 소득을 2년 연속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PWP-GT 모델에서는 한 해 평균 중위소
득 80% 이상의 소득을 연속 2년과 3년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빈곤 탈출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는 각 연도 통계청「가계동
향조사｣의 균등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독립변수
개인의 인적자본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연수, 건강 상태, 가구
의 특성으로는 가구 내 취업자 수, 8세 미만 가구원 수, 70세 이상 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 자산빈곤 여부이다. 노동시장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정규직
여부, 임시․일용직 여부, 직장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종업원 수, 노조
15) 선행연구에 빈곤 탈출의 기준을 보면, 소득의 변화를 빈곤 탈출로 정의하는 연구로
Jenkins and Rigg(2002)은 소득이 20% 이상 변화한 경우만 빈곤 탈출로 인정하였다.
임세희(2006)도 소득을 중심으로 최소 20% 이상을 빈곤 탈출로 정의하였다. 절대적 빈
곤 기준에서는 최저생계비 120% 초과 시, 상대적 빈곤 기준에서는 중위소득 20% 이상
노동패널 7～12차년도 기간에 한 번이라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난 가구를 빈곤 탈출로
간주하였다. 소득과 함께 빈곤의 횟수나 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로 박효진(2009)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을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유지될 때 빈곤 탈
출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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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여부, 주 평균근로시간, 근속기간, 일자리 수, 숙련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직종에는 인지적 숙련, 감각적 숙련, 육체적 숙련이며, 업종으로는 산업별 숙련
이다.16)
변수는 그 값이 시간과 더불어 변동하는데 그것을 시간 변동 변수(timevarying variable)라고 부른다. 변수의 값 자체가 변하는 까닭에 특정의 값에 대
한 효과는 일정하지만, 시간에 따른 효과는 변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이 경
과됨에 따라 빈곤 탈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시장 특성의 변수
를 시간 변동 변수로 처리하였다.
<표 1>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및 측정 방법
변수명
종속
변수

빈곤 탈출

빈곤 탈출 여부
성별
연령

인적자본
특성
독립
변수

가구 특성

교육연수
건강상태
8세 미만 가구원 수
70세 이상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배우자 유무
자산빈곤 여부

변수 측정 방법
빈곤 탈출=1
빈곤 비탈출=0
남성=1 여성=0
연속변수
초등학교 졸업=6, 중학교 졸업=9
고등학교 졸업=12, 전문대학교 졸업=14
대학교 졸업=16, 대학원 석사 졸업=18
대학원 박사 졸업=21
1 : 건강하다 0 : 건강하지 않다
1 : 있음 0 : 없음
1 : 있음 0 : 없음
연속변수
1 : 배우자 있음 0 : 없음
1 : 자산빈곤 0 : 비자산빈곤

16) 인지적 숙련이 높은 직종은 대학교수, 인문 및 자연과학 등의 연구원, 기업 임원 등이고,
낮은 직종은 판매 관련 단순종사원,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농업
및 어업 관련 단순종사원 등이다. 감각적 숙련이 높은 직종은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목재나 악기 등의 기능종사자, 공예 및 귀금속세공원, 의료진료 전문가, 화가와 공
연예술가 등이다. 반면에 낮은 직종은 가사 및 육아도우미, 상품대여종사자, 방문 및 노점
판매자,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원 등이다. 육체적 숙련이 높은 직종은 건축 및 기계 관련
직종으로 건축 마감 관련 기능종사자, 건설 관련 기능종사자, 제관원 및 판금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다. 낮은 직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상품대여종사자, 법률 및 교육전
문가 등이다. 산업별 숙련이 높은 업종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병․의원, 항공운
송업, 고등교육기관 등이고, 낮은 산업은 소매업(연료), 의복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
제품 제조업, 가정용기기 제조업, 어업이다. 산업별 숙련이 높을수록 인지적 능력을 요구
하는 산업이고, 낮을수록 육체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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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변수명
정규직 여부
임시․일용직 여부
직장소재지

노동시장
특성

독립
변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종업원 수
노조 가입 여부
주 평균근로시간
근속기간
일자리 수
인지적 숙련
감각적 숙련
육체적 숙련
산업별 숙련
정규직 여부
임시․일용직 여부
직장소재지

시간 변동
변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종업원 수
노조 가입 여부
주 평균근로시간
근속기간
일자리 수
인지적 숙련
감각적 숙련
육체적 숙련
산업별 숙련

변수 측정 방법
1 : 정규직 0 : 비정규직
1 : 임시일용직 0 : 비임시일용직
1 : 수도권 및 광역시
0 : 비수도권 및 광역시
1 : 고용보험 가입 0 : 비가입
연속변수
1 : 노조 가입 0 : 노조 비가입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1 : 정규직 0 : 비정규직
1 : 임시일용직 0 : 비임시일용직
1 : 수도권 및 광역시
0 : 비수도권 및 광역시
1 : 고용보험 가입 0 : 비가입
연속변수
1 : 노조 가입 0 : 노조 비가입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4. 연구 방법
사건사분석에17) 기반을 둔 재발사건분석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적으
로 발생하는 형태인 재발사건 자료에 대한 분석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의 빈번한 이직, 사업장에서의 반복적인 안전사고, 범죄학에서는 강력 범죄의
17) 사건사분석(event-history analysis)은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이라고도 일컫는데 한정
된 수의 질적인 상태(finite-discrete-state) 간의 변화를 시간적 흐름 속에서 확률적
(stochastic)으로 분석하는 통계분석 방법이다(한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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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자의 빈번한 보험 청구, 환자들의 질병 재발 등의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김양진, 2013).18)
본 연구에서는 재발사건분석 방법 중 AG 모델을 사용하였다. AG 방법과 다
른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strata 변수의 값이다. AG 모델에서는 모든 사건을
같은 종류로 간주하므로 층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나머지 모형에서
는 각 반복사건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으므로 strata 변수를 통해 구분
하였다. 이러한 Andersen and Gill(1982)의 intensity 모델을 재발 자료에 확장
한 것으로 counting process 방법을 이용하므로 계수과정 모델이라고도 한다.
반복사건이 꼭 동일 사건일 필요가 없고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이어도 좋다.
따라서 첫 사건까지의 시간이나 두 번째 사건까지의 시간을 다 동일하게 간주
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간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방법에서는
모든 사건의 생존 시간은 시점 0에서 시작하나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의 발생
시간까지를 지체된 가입 시간으로 취급한다.
AG 모델에서는  번째 개체의 해저드함수는         으로 표현
되는데, 이 표기법은 일반 Cox 모델의 해저드함수와 동일하나 위험표지   
에 차별이 있다.    는  가 위험 세트에 있으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통례적인 Cox 모델의 해저드함수에는    를 기재하지 않으나
이를 구태여 포함한다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1이고,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부
터      이다. AG 모델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여도    는 계속해서 1의 값
을 유지한다(김양진, 2013). AG(Andersen-Gill) 모델은 반복사건자료(recurrent
event data)를 분석할 수 있는 확장비례위험모델(extended proportional hazard)
로서, 이 모델은 모든 사건이 기저위험함수를 모든 단계마다 공유하는 위험상
18) 기존의 빈곤 탈출 연구에서는 사건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 일변량 생존자료 분석 방법
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빈곤의 탈출과 진입의 반복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종종 한 관측 대상에서 반응 변수가 여러 번 측정되거나, 또는 측정된 반응 변수가 어떤
상황에서 연관된 자료 형태를 다변량 생존 자료(multivariate survival data)라고 한다.
다변량 생존 자료는 순서를 가지면서 측정된 것인지, 또는 다변량 자료가 동일한 종류인
지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료 유형이 동일한 종류로 순서가 존재하면 재
발사건분석, 순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군집생존분석(cluster failure time)으로 나뉘어지고,
자료 유형이 다른 종류로 순서가 존재할 때는 다상태모형(multi-state model), 순서가 존
재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을 때는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 model)을 사용한다(김양
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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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있다는 것으로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Box-Steffensmeier and De
Boef, 2006; Lee, 2010).
           exp    

(1)

여기서  는  ×  벡터,  는 고정된 기저위험함수, 그리고   는 {0, 1}는 개
인의  번째에 관찰 상태에 있을 때 1을 가지는 것으로 표현하며,   
 ⋯    는 개인의  번째의 공변량  열벡터(column vector)이다. 이 모델

은 개인의 반복된 사건을 발생하는 생존분석 자료(survival data)에 맞는 모델로
각 발생사건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Andersen &
Gill, 1982). 한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각 사건은 독립적인 증가(increment)로
인식된다.
PWP-GT(Prentice, Williams, Peterson Gap Time) 모델은 다음 사건이 얼마
나 빨리 또는 얼마나 천천히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재발
사건 간에 지난 소요시간(gap time)을 이용할 수 있다.

소요시간을

       로 정의할 때 다음의 강도함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식 (2)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exp


(2)

재발사건분석에 사용된 통계패키지는 STATA 13.0 버전을 이용하였다.19)

5. 연구 모형
첫째, 빈곤 탈출 횟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
19) 사건사분석에서는 관찰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사건이 발생하여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
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관찰 시간이 생존 시간보다 큰 경우이다. 이러한 자료를
좌측 중도절단 자료(left cesoring data)라고 한다. 연구자에 따라 좌측 중도절단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특정 기간, 혹은 특정 해에 사건이
발생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매우 장기간의 지속기간을 보였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다(김
은하, 2009). 특히 빈곤 연구에서 좌측 중도절단 사례를 분석에서 제외할 경우 장기간 빈
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어 선택적 편의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Iceland, 1997). 그러므로 본 연구 방법에서는 좌측절단 자료를 포함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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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건분석의 AG 모델로 분석하였다. 근로빈곤 탈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크게 인적자본과 가구구조와 노동시장 요인 등 세 가지이다. 분석하기 위한 변
수의 투입에 따라 모형 1과 모형 2로 나누어 분석하게 되는데, 모형 1은 인적자
본 특성과 가구 특성을 투입하지 않고 노동시장 특성과 숙련 유형 변수만을 고
려하여 분석한 모형이고, 모형 2는 인적자본 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 특성,
숙련 유형 변수 모두를 투입하여 분석한 모델이다. AG 모델에서는 중위소득
80% 이상의 소득을 2년 연속 유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빈곤 탈출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발사건분석 PWP-GT 모델로 분석한다. PWP-GT 분석 모델에서는 인적자본
과 가구 특성, 노동시장 특성의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다. PWP-GT 모델
에서는 중위소득 80% 이상의 소득을 연속 2년과 3년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
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표 2>는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 기간 누적 기초통계량이다. 남성은 50%이
고, 여성은 49.0%이다. 연령대는 30대 이하는 6.0%, 31세에서 39세까지는
17%, 40세에서 49세까지는 35%, 50세에서 65세까지는 40.4%로 주로 40대 이
상 65세 이하가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는 42%, 고
졸은 40%, 전문대졸과 대졸은 각각 8.6%, 8.9%로 고졸 이하가 전체 82%이다.
건강 상태는 88%가 건강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경력연수는 평균 11.1년이다.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86%가 8세 미만의 아동이 없고, 95%는 70대 노인이
가구 내에 없다. 취업자 수는 1명이 82%, 2명이 16%, 3명이 0.8%이다. 72.3%
는 배우자가 있으며, 71.0%는 가구가 자산빈곤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는 55%가 상용직이고, 임시직은 16%,
일용직은 20%이다.20)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53%, 비정규직이 46%로 절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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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비정규직을 경험하였다. 직장 소재지는 66%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
며, 54%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노조 가입은 8%이고, 종업원 수는
평균 31명으로 대부분이 중소 및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50시간이고, 일자리 수는 5.5개로 빈곤의 주된 원인은 적은 근
로시간보다는 낮은 근로소득으로 추측할 수 있다.21)
<표 2> 분석대상의 기초통계
(단위 : %)

변수
성별

연령대

학력별

건강
경력

8세 미만 가구원 수

70세 이상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배우자 유무

남성
여성
30대 이하
31~39대
40~49대
50~65세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건강
건강하지 않음
경력(년)
0명
1명
2명
3명
0명
1명
2명 이상
1명
2명
3명
있음
없음

비율
50.01
49.89
6.45
17.72
35.39
40.44
41.79
40.65
8.63
8.93
88.97
11.03
11.10
86.47
8.83
4.48
0.22
95.91
3.69
0.40
82.40
16.76
0.84
72.42
27.58

20)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하여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화할 때 36.6%가 상용직으로
일한 경우이고, 10.6%가 상용직과 미취업을 취한 경우, 19.7%는 자영업자, 7.9%는 상
용직과 미취업, 자영업자가 혼합된 경우이다(최옥금, 2008).
21) 이병희(2010)는 근로빈곤층의 빈곤한 이유가 근로시간이 짧아서인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
면 취업을 경험한 빈곤층의 주당 근로시간은 54시간 이상이 32.1%, 36～53시간이 33.7%
로 65.8%는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주요 원인은 적은
근로시간보다 낮은 근로소득과 빈번한 고용단절에 있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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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변수
자산빈곤 여부

종사자 지위

비율
빈곤

71.69

비빈곤

28.31

상용직

55.34

임시직

16.05

일용직

20.71

고용주/자영업
고용형태
직장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종업원 수
노조 가입

7.90

정규직

53.04

비정규직

46.96

수도-광역권

66.34

비 수도-광역권

33.66

가입

45.80

비가입

54.20

종업원 수(명)

31.81

노조 가입

8.40

비가입

91.60

주 평균근로시간

주 평균근로시간(시간)

50.26

일자리 수

일자리 수(개수)

5.50

연구 대상의 주요 직종은 단순노무자 25.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0%, 서비스종사자 12.0%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이 세 직종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업종은 제조업이 21.6%, 다음은 건설업 14.6%, 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9.7%로 산업도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이 세 업종에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다.
Kaplan-Meier 분석 결과, 중위소득 80%를 2년간 유지를 빈곤 탈출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10년 동안 한 번도 빈곤을 탈출하지 않은 비율인 생존율(빈곤유지
율)은 39%이고, 한 번도 탈출한 비율인 위험률(빈곤 탈출률)은 61%이다. 중위
소득 80%를 3년간 유지하였을 때를 빈곤 탈출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한 번도
빈곤을 탈출하지 않은 비율인 생존율(빈곤유지율)은 54.0%이고, 한 번도 탈출
한 비율인 위험률(빈곤 탈출률)은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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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발사건분석 AG 모델 분석 결과
재발사건분석 AG 모델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AG 모델을 통하여 빈곤 탈출
횟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감소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AG 모델의 빈곤 탈출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상의 소득을 연
속 2년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3>은 노동시장 특성만을 투입하여 분석한 모형 1과 모든 변수를 투입하
여 분석한 모형 2에 대한 추정 결과다.
노동시장 특성만을 분석한 모형 1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빈곤 탈출 횟수에 정
(+)의 관계를 가진다. 이병희(2011)와 전병유․이상혁(2011)의 연구에서도 고
용보험에 가입한 공식 일자리가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 정규직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만 빈곤 탈출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 정규직 유지 기간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인지적 숙련과 육체적 숙련은 빈곤 탈출 횟수를 증가시
키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감각적 숙
련은 빈곤 탈출 횟수를 감소시키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빈곤 탈출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적 숙련과 육체적 숙련은 시간이 경과됨
에 따라 빈곤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감각적 숙련이 높은 직종
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빈곤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시간
이 지나서야 빈곤 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인지적 숙련은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
다(황수경, 2007; 장혜원, 2014; 이헌영 외, 2014). 성재민(2014)도 인지적 숙련
과 사회적 숙련으로 구성된 추상 업무 수준이 고학력자와 남녀 모두 임금과 가
장 강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인지적 숙련은 빈곤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숙련은 인지능력, 판단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숙련이면서 교육 수준과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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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G 모델 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추정계수

성별
인적자본
특성

연령
교육연수
건강상태

8세 미만 가구원 수
70세 이상 가구원 수
가구 특성

취업자 수
배우자 유무
자산빈곤 여부
정규직 여부
임시․일용직 여부
직장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노동시장
특성

종업원 수
노조 가입 여부
근속기간
주 평균근로시간
일자리 수
인지적 숙련
감각적 숙련

숙련 유형
육체적 숙련
산업별 숙련

-0.633
(-1.45)
-0.147
(-0.31)
0.305
(0.89)
0.557*
(1.68)
-0.019
(-0.47)
0.574
(0.99)
-0.000
(-0.07)
-0.004
(-0.43)
0.055
(1.42)
0.837***
(3.17)
-0.542**
(-1.70)
0.610**
(2.12)
0.347
(1.06)

모형 2
추정계수
-0.034
(-0.27)
-0.015**
(-2.25)
-0.005
(-0.22)
0.106
(0.70)
-0.267**
(-1.99)
-0.033
(-0.11)
0.153
(1.24)
0.216*
(1.81)
-0.720***
(-7.70)
-0.651
(-1.54)
-0.268
(-0.58)
0.401
(1.20)
0.403
(1.23)
-0.009
(-0.22)
0.521
(0.91)
0.000
(0.04)
-0.004
(-0.44)
0.048
(1.28)
0.760***
(2.69)
-0.472
(-1.49)
0.612**
(2.25)
0.402
(1.25)

45

46

 노동정책연구․2016년 제16권 제1호

<표 3>의 계속
변수

시간변동
변수

모형 1
추정계수

모형 2
추정계수

정규직 여부

0.096
(1.64)

0.103*
(1.80)

임시․일용직 여부

-0.009
(-0.14)

0.015
(0.24)

직장 소재지

-0.031
(-0.68)

-0.046
(-1.01)

고용보험 가입 여부

-0.044
(-0.99)

-0.035
(-0.79)

종업원 수

0.004
(0.80)

0.002
(0.45)

노조 가입 여부

-0.126
(-1.54)

-0.118
(-1.45)

근속기간

-0.000
(-0.03)

-0.000
(-0.03)

주 평균 근로시간

-0.000
(-0.01)

0.000
(0.01)

일자리 수

-0.004
(-0.84)

-0.004
(-0.75)

인지적 숙련

-0.086**
(-2.52)

-0.087**
(-2.40)

감각적 숙련

0.078**
(1.98)

0.070*
(1.79)

육체적 숙련

-0.108***
(-2.67)

-0.103***
(-2.72)

산업별 숙련

-0.041
(-0.98)

-0.040
(-0.95)

Wald chi 2

67.82(26)

167.72(35)

Prob>chi2
Log pseudolikelihood

0.00
-5147.9334

주 : 1) legend : * p<.1; ** p<.05; *** p<.01.
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3) Wald chi2의 괄호 안의 수치는 자유도임.

0.00
-5069.8355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분석: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강금봉) 

47

기간이 필요한 숙련이다. 인지적 숙련을 활용한 직종은 선행연구에서 임금수준
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어, 인지적 숙련이 빈곤 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분석에서는 빈곤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80%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인지적 숙련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육체적 숙련은 빈곤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숙련이 높은 직종인 제조업은 생산자동화 등 노동절
약적 기술 도입과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해외 아웃소싱의 증가로
인하여 단순노무종사자 등 저숙련 직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빈곤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육체적 숙
련이 높은 직종인 단순 서비스업은 대외 영향을 적게 받지만, 저임금의 일자리
가 대부분으로 빈곤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감각적 숙련이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감각적 숙련은 손사용, 언어력, 시각․청각 활동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숙련이다. 감각적 숙련을 활용한 직종은 선행연구에서 임금수준이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빈곤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되었다. 그러나 감각적 숙련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만 빈곤 탈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감각적 숙련이 높은 직종은 학력이
중요하지 않아 저학력자의 진입장벽이 낮고, 기계화나 해외 아웃소싱 등의 영
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빈곤 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특성으로 성별과 교
육연수, 건강 상태는 빈곤 탈출에 유의하지 않고,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 탈출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가구 내에 8세 미만 가구원이 있
고, 자산빈곤할 때는 빈곤 탈출 횟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재발사건분석 PWP-GT 모델 분석 결과
재발사건분석 PWP-GT 모델은 다음 사건이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천천히
발생하는지에 대한 소요시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PWP-GT 모델을 통하여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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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탈출이 발생한 후에 다음 빈곤 탈출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요인
과 소요시간을 길어지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빈곤 탈출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상의 소득을 연속 2년과 3년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
로 모형 1과 모형 2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4>는 빈곤 탈출 2년 기준 모형 1과 빈곤 탈출 3년 기준 모형 2에서 빈곤
탈출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다.
빈곤 탈출 2년 기준 모형 2에서 빈곤 탈출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
장 특성의 변수로는 인지적 숙련과 육체적 숙련, 노조 가입이 소요시간을 단축
시키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빈곤 탈출 소요시간을 길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적 숙련과 정규직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만 빈곤 탈출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적자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
연수, 건강 상태는 빈곤 탈출에 유의하지 않고, 가구 특성의 변수로는 가구 내
에 8세 미만 가구원이 있고, 자산빈곤일 때 빈곤 탈출 소요시간을 길어지게 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있을 때 빈곤 탈출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빈곤 탈출 3년 기준 모형 2에서 빈곤 탈출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
장 특성의 변수는 노조 가입 여부와 인지적 숙련, 육체적 숙련, 산업별 숙련이
빈곤 탈출 소요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빈곤 탈출 소요시간
을 길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빈곤 탈출의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유의한 변수가 없어 숙련을 통한 빈곤 탈출 3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적자본 특성으로는 연령이 많을 때
빈곤 탈출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가구 특성으로는 배우자가 있을 때는 빈곤 탈
출 소요시간이 단축되지만, 8세 미만 가구원이 있고, 자산빈곤일 때 빈곤 탈출
소요시간을 길어지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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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WP-GT 모델 분석 결과
변수
성별
인적자본
특성

연령
교육연수
건강상태

8세 미만 가구원 수
70세 이상 가구원 수
가구 특성

취업자 수
배우자 유무
자산빈곤 여부
정규직 여부
임시․일용직 여부
직장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노동시장
특성

종업원 수
노조 가입 여부
근속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
일자리 수
인지적 숙련
감각적 숙련

숙련 유형
육체적 숙련
산업별 숙련

2년 기준
모형 1
추정계수
-0.102
(-0.83)
-0.011
(-1.46)
-0.027
(-1.17)
0.046
(0.31)
-0.278**
(-2.09)
0.089
(0.31)
0.097
(0.76)
0.260**
(2.09)
-0.687***
(-7.29)
-0.639
(-1.47)
-0.305
(-0.63)
0.398
(1.15)
0.474
(1.46)
-0.002
(-0.05)
0.922*
(1.66)
-0.000
(-0.22)
-0.008
(-0.86)
0.049
(1.24)
0.797***
(2.98)
-0.537
(-1.64)
0.706***
(2.72)
0.335
(1.08)

3년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0.083
(-0.54)
-0.021**
(-2.26)
-0.033
(-1.12)
0.129
(0.67)
-0.287*
(-1.72)
0.060
(0.16)
0.139
(0.85)
0.432***
(2.79)
-0.699***
(-6.19)
-0.625
(-0.93)
0.010
(0.01)
0.789
(1.50)
0.394
(0.83)
-0.036
(-0.56)
1.674*
(1.95)
0.003
(1.29)
-0.001
(-0.09)
0.056
(0.83)
0.769**
(2.00)
-0.550
(-1.15)
0.921**
(2.17)
1.109**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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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계속
2년 기준
모형 1
추정계수
0.104*
(1.81)
0.016
(0.25)
-0.040
(-0.88)

3년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0.098
(1.16)
-0.022
(-0.25)
-0.089
(-1.32)

-0.051
(-1.19)

-0.045
(-0.75)

0.002
(0.33)
-0.145*
(-1.90)
0.000
(0.22)

0.006
(0.80)
-0.244**
(-2.01)
-0.000
(-1.63)

0.001
(0.56)

-0.000
(-0.02)

-0.002
(-0.30)
-0.092***
(-2.67)
0.077*
(1.92)
-0.105***
(-2.91)

-0.001
(-0.17)
-0.098**
(-1.99)
0.073
(1.25)
-0.133**
(-2.37)

산업별 숙련

-0.021
(-0.52)

-0.099*
(-1.69)

Wald chi2

157.78(35)

133.81(35)

변수
정규직 여부
임시․일용직 여부
직장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종업원 수
노조 가입 여부
시간변동
변수

근속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
일자리 수
인지적 숙련
감각적 숙련
육체적 숙련

Prob>chi2
Log pseudolikelihood

0.00
-4582.6211

주 : 1) legend : * p<.1; ** p<.05; *** p<.01.
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3) Wald chi2의 괄호 안의 수치는 자유도임.

0.00
-287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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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점

본 연구는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을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근로빈곤층이 어떤 유형의 직업숙련을 활용하는 직업에 종
사하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지를 분석하였다.
임금수준이 높은 인지적 숙련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빈곤 탈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임금 근로빈곤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숙련 향상에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숙련기간이 짧고 인지적 활
용이 적은 직종인 청소원, 농․어업 관련 단순종사원,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등
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은 육체적 숙련은 단시간에는 빈곤 탈출에 정(+)의 관계를 가
지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빈곤 탈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육체적 숙련이 높은 직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수록
육체적 체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오랫동안 종사할 수 없고, 저숙련의 저임금
일자리 가능성이 높아 고용불안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빈곤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감각적 숙련이 높은 직종은 단시간에는 빈곤 탈출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빈곤 탈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자들이 많은 임금 근로빈곤층이 감각적 숙련이 높
은 직종에 종사할수록 숙련형성으로 인한 임금상승으로 빈곤 탈출에 용이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임금 근로빈곤층 전체를 중위소득 80% 이상을 3년간 유지하는 것으
로 빈곤 탈출 기준으로 하고 분석하였을 경우 숙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어 숙련형성을 통한 빈곤 탈출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연령대별 및 학력별로 세분화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졸 이하 근
로빈곤층에서는 빈곤 탈출에 직업숙련 유형이 유의하지 않고, Kaplan-Meier 분
석 결과에서도 중졸 이하 근로빈곤층 중 한 번도 빈곤 탈출을 하지 못한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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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이고, 50∼65세 근로빈곤층에서는 빈곤 탈출에 유의한 변수가 없고 직업숙
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근로빈곤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
약한 저학력자나 고령자들은 숙련 향상만으로는 빈곤 탈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의 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 방향은 취약요인 문제 해결
중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고용 가능성 향상을 단계별 고용-인적자원개발-복
지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영국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 서
비스에 대한 단계별 지원 체계로서 고용준비단계, 고용진입단계, 고용유지단계,
발전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상담 및 지도, 훈련 및 교육, 고용주 지원, 자금
지원 차원에서 개인 맞춤형 통합형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Green, et al., 2015).
또한, 근로빈곤층은 주로 소기업에 근무하여 기존의 기업 내 훈련이나 교육
의 지원을 받기도 힘들고, 생계로 인해서 직업훈련에 근로빈곤층의 참여가 저
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의 숙련 향상을 위한 방안을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숙련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숙련은
다수가 특정 업종에서만 통용 가능한 업종과 직종 특수숙련에 대한 보상이 크
므로 기업 중심의 숙련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29)
본 연구의 한계를 통해서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의 측정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숙련은 직업훈련이나 기업 내의 훈
련 또는 취업의 경험에서 형성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직업 차원에서 숙련을 측
정하여 숙련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지 못하고, 숙련을 세 영역에서만 분석하여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둘째, 근로빈곤층 선정에서 10년 동안 한 해라도 빈곤한 대상으로 하였다. 이
경우 일시적 빈곤을 포함하여 폭넓게 선별할 수도 있지만, 근로빈곤층을 과대
선발할 수 있는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
29) 최근 영국에서도 숙련정책의 변화 중의 하나로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숙련
수요자 주도형 훈련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으로 Evaluation
of the Employer Ownership of Skills Pilot 1를 2012년 시작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1기 3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훈련 주체는 단일 회사, 기업 간의 파트너십, 고
용주와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 등으로 세 가지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훈련
유형으로는 도제식 23개, 기업주 프로그램 4, QCF 자격과정 17개, Non-QCF 과정 29
개로 구성되어 있다(DB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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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빈곤 탈출이라고 했을 경우 완전한 탈출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빈
곤을 완전하게 탈출하게 되는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위소득 80% 이상을 2년과 3년간 유지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
구 상의 조작적 정의로 한계를 갖는다.
넷째, 한국직업사전은 4-digit에서 조사되었고, 노동패널은 3-digit에서 조사
되었다. 한국직업사전에서 측정된 숙련점수를 한국노동패널에 연결할 때 소분
류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소분류와 세세분류 간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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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Poverty-exit Factors of the Employed
Working Poor : Focusing on Types of Job-skills
Kang Geum-bo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of the wage working poor
to escape poverty according to the types of job skills. When working poor
are engaged in jobs that utilize the skills of any type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to escape poverty through skill to analyze whether you can escape
poverty.
The analysis data is the time-series data of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the year 2003 to 2012. The research methodological
Framework is Recurrent event analysis's AG and PWP-GT methods. Recurrent
event analysis uses when a subject experiences same type of event repeatedly
and is found in various areas such as the social sciences, Economics, medicine
and public health.
The analysis were studied to define the criterion of poverty-exit; earning
more than 80% of median income for more than two years. Sensory skills
reduce the number of poor escape as thus shown to increase over time and
Sensory skills were analyzed by shortening the time as the only escape poverty
over time.
Keywords : working poor, job-skill, poverty-exit, recurrent event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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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저임금 노동의 비중
확대이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뿐만 아니라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저임금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여성 및 저연령-고연령, 서비스업, 비정규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탈공업화 및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는 저임금 노동시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실업 및 고실업으로 인한 복지지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간제(part-time) 및 임시직(temporary) 등 비정규 노동의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
의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OECD, 2006). 물론 이러한 제도적 변화
로 인한 저임금의 확대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의
확대는 일을 통한 가구소득의 증가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교두보
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 형태의 고용확대가 낮은 생산성의 노동자와 장기실업자들로
하여금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과연 낮은 임금의 일자리와
불안정 고용이 빈곤 해소와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저임금 고용이 실업의 낙인효과
(scarring effect)와 다르지 않은 상태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특정 노동
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저임금 함정(low-wage trap) 및 빈곤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저임금
노동자가 가구원 중 유일한 소득원이거나 고연령에 집중되어 있다면 더욱 강화
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기업 내부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서 배
제되어 인적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임금 노
동을 지속하거나 저임금과 실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고용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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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직면한 기업의 구조
조정 및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단기간에 실
업률을 낮추고 기업의 비용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근로빈곤 및 저임금 노동이 확대되는 변화에 대해서 고용정책의
변화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의 경우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가교(brige) 역할이 아닌 함정(trap) 역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남
재량․김태기, 2000; 류재우․김재홍, 2001). 물론 고용의 혜택과 소득변화의
결과는 제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확대가 노동시장의 성과 및 소득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OECD(2006)에 따르면, 실업이 감소한 국가에서 임금격차가 증가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업률의 변화와 저임금 비중의 변화가 체계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실업의 감소가 소득불평
등 및 상대적 빈곤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실업 감소와 임시직 고용 사이에
도 국가마다 다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실업을 줄이고 저임금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고용정책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제도 및 국가
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률의 저하는 근로소득의 증가를 통해 빈곤
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저임금의 확대를 통한 실업률의 감소라면 빈곤 감소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확대나 비자발적 시간제노동, 실망실
업자 등이 많은 국가의 경우 비슷한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노동시장 성과가 좋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전병유 외, 2006).
저임금 비중의 확대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숙
련도가 낮은 사람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더 나은 단계의 고용으
로 연결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실업과 다르지 않은 낙인효과로 인
해 비저임금 고용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실업과 저임금 상태를 반복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Ramos-Diaz(2005)에 따르면, 저임금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는 견해는 다음
과 같은 저임금이 야기하는 상반된 두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에 주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첫째, 지속함정가설(durable trap hypothesis)로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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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함정성을 갖는 특징은 저임금 지속성(low-wage persistence)과 회전문 효
과(transitions to unemployment and revolving door effect)라는 두 측면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저임금 지속성은 저임금 노동자가 저임금 직업에 오랜 기간 묶여
있는 상황을 말하며, 회전문 효과의 경우 실업상태는 저임금 고용상태가 이끄
는 함정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즉 저임금으로부터 실업으로의 이행, 그리고 실
업에서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은 저임금의 함정적 특성을 더욱 강화하거
나 악화된 상태를 굳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로 디딤돌 가설
(stepping stone hypothesis)은 저임금으로부터 고임금으로의 이행은 자연스러
운 경제적 과정으로 간주된다. 말하자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자연스럽게 임금 향상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저임금의 지속성 및 상태의존성 분석의 목적은 경기부양 및 복지재정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확대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임금-미취업((low
pay-no pay)의 악순환의 고리에 얽혀 있는 노동계층이 미래에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이후의 저임금 이동성 및 상태의존성 검증을 통해 저
임금 고용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저임금 이동 및
상태의존성에 대한 국내외 기존문헌을 검토하고, 제Ⅲ장은 분석에 활용된 자료
및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과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
적 특성을 통제한 저임금의 진정한 상태의존성(true state dependence)이 존재하
는지 검증하며,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함의를 제시한다.

Ⅱ. 이론 및 기존문헌 검토

노동시장에서 상태의존성은 인적자본 축적의 부재가 노동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발송하게 되어 나타난다(Heckman & Borjas, 1980). 실업의 경우 실직 기
간 동안의 경력 및 훈련의 부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길어
질수록 좋지 않은 신호를 더욱 강화시켜 상태의존성을 증가시킨다(Uhlendor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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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Heckman(1981)에 따르면, 전기(    기)의 노동공급에 대한 행위는 다
음기(  기)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제약조건과 선호체계 및 가격 등에 영향을
주어 상태의존성을 만든다. 실업에 대한 상태의존성에 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기의 미취업(non-employmnet) 상태는  기에도 같은 상태에 놓일 확률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의존성은 고용의 단절로 인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어려운
기혼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장년층의 남성 및 젊은 여성
노동자에 있어서는 전기의 실업이 다음 기에 실업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난다(Heckman, 1981; Hyslop, 1999; Arulampalam et al., 2000;
Prowse, 2005).
저임금의 경우도 실업과 유사한 상태의존성을 갖는다. 저임금 노동자는 상대
적으로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는 일자리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비저임금 노동자에 비해 단순 업무에 치우친 직
종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임금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노동자의
특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노동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하게 된
다. 이러한 신호는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대상을 선별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Stewart, 2007). 이는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상태를 지속하거나, 저임금-미
취업(low pay-no pay)을 반복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태의존성을 만
들게 된다(Uhendorff, 2006).
저임금의 상태의존성은 지속성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반복경험, 즉 저임금에
서 실업으로, 그리고 다시 저임금으로 재진입하는 경우와 저임금에서 고임금으
로 진입하였으나 고임금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저임금으로 재진입
하는 상태도 포함한다. 저임금의 상태의존성에 관한 기존논문들을 살펴보면 저
임금의 경우 고임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저임금을 지속하는 강한 상태의존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OECD, 1997; Stewart & Swafield, 1999;
Cappellari, 2000; Vieira, 2005; Cuesta, 2006; Uhlendorff, 2006; Mosthaf, Schank
and Schnabel, 2009). 또한 저임금의 경우 실업으로 전환될 위험이 높으며 실업
에서 저임금으로 재진입하여 반복경험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OECD, 1996; Stewart & Swafield, 1998; Uhendorff, 2006). 그러나 반대의 분
석결과들도 존재한다. 저임금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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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훈련 등으로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고임금으로의 상향이동이 나타나는 것
으로 분석되기도 한다(Sloane & Theodossious, 1996; Marx & Verbist, 1998).
또한 실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임금 상태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Stewart
(2007)은 1991-1996년의 영국 자료를 통해 실업의 상태의존성과 유사한 확률로
저임금이 실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 반면, Uhlendorff
(2006)은 1998～2003년의 독일 자료를 통해 저임금은 실업에 비해서는 낙인효
과가 작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저임금의 경우 저임금-미취업 순환(low pay-no
pay cycle)이 발견되지만, 실업에 비해 고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징검다리
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임금의 상태변화에 대한 논의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병희(2008)는 소득이동행렬을 통해 소득계층별 이행확
률을 검토한 결과 저소득 근로자의 상향이동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
음 해에 실직할 가능성 또한 중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보다 월등히 높다
는 것을 보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이
탈할 가능성이 낮지만, 상향이동의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은 저임금 함정의 가능
성이 높음을 보였다.
윤진호ㆍ이시균(2009)의 경우도「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자료를 패널 자료
화하여 2003～2006년 기간 동안 저임금의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저임금계층 노동자의 1년 후 소득이동확률은 34.2%가 비경제활
동인구 및 실업자로, 32.3%가 하위 중간임금계층으로 이동할 확률로 나타난 반
면에 고임금계층으로 이동할 확률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
이동확률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간이 경
과해도 저임금 탈출확률은 높아지지 않는 부(-)의 기간종속성이 존재하여, 저임
금 고용이 보다 나은 임금계층으로의 디딤돌이라기보다는 막다른 골목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 기간이 길지 않고, 고임금으로의 탈출
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성재민(2011)은 노동패널 자료(3～11차)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뿐만 아
니라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저소득자의 이동성을 분석하였다는 것과 저소
득의 비저소득으로 탈출에 국한하지 않고 실업․비경활로의 이행과 실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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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활에서 저소득으로 재진입하는 반복 저소득 경험까지 포함했다는 특징이 있
다. 다출구 복수상태이행모형(multiple state model)을 사용하여 저소득의 경과
기간이 길고, 저소득에서 실업․비경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저소득
함정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저임금의 이행확률과 탈출확률 및 기간종속성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면, 석상훈(2008)은 저임금 노동에 낙인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상
태의존성 검증을 하였다. 노동패널자료(1～8차)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질적 속
성을 통제한 후 저임금 노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과거와 현재의 저임금
노동에는 낙인효과가 존재하고, 과거 실업의 경험도 현재 저임금 노동의 중요
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의 저임금 노동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면, 저임금 탈출요인과 기간종속성
에 대한 분석들이 대분이고, 상태의존성에 대한 분석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상태의존성을 검증한 논문은 석상훈(2008)이 유일한데, 경제활동상태 구분을
저임금과 비저임금만으로 구분한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저임금에서 실업 및 비경활로 이행은 분석되지 않은 한계가 있
다. 저임금이 낙인효과로 작용하여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는지
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업 및 비경활로의 이행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 및 비경활로의 이행을 포함한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
과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random effect model)을 통해 저임금의 상
태의존성과 저임금-미취업(low pay-no pay)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자료 및 기초통계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상태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4～1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매년 전국의 5,000여 가구와 15세
이상의 11,000여 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분석에는 개인자료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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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상태는 임금근로자를 저임금과 비저임금으로 구분하였고,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미취업으로 분류하여 세 가지의 상호 배제된 상태의 연간 이
동을 분석하였다. 저임금 구분은 개인자료에 조사된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2/3 미만의 임금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정의하였다.1) 비저임금은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저임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 개념으로 중위임금 2/3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의미한다. 미취업은 실업과 비경활자를 포함하며, 노동시
장에서 배제되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
노동시장 상태의 이동성 및 노동참가의 특성은 성별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에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학업 및 은퇴 결과로 발생한 상태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연령을 제한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연령을 27～55세 이
하, 여성의 경우는 25～55세 이하까지로 제한하였다. 하한 연령은 노동시장의
진입 시점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을 반영하여 대학졸업 시점의 연령을 고려하였
고, 상한 연령은 은퇴 시점을 고려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하한 연령의 차이를
둔 이유는 남성의 경우 군입대 등의 이유로 대학 졸업연령이 여성에 비해 2년
정도 늦어지는 부분을 반영하였다. 상한 연령의 경우 은퇴 이후의 노동시장 상
태변화는 본 분석의 관심대상이 아니며, 은퇴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측면을 고
려하였다. 또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와 농림어
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도 분석에서 배제하였다.3) 이들 근로자가 경제활동
1)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주당 근무시간을 조사하고 있으며, 월평균 근무시간은 주당근무시간
*4.3으로 계산하였다. OECD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2/3를 저임금 기준으로 사
용하고 있다. 분석에 따라서 전일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월평균 임금을 이용하여 기
준임금을 설정하기도 하며,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사용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제근로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저임금근로자인 경우들이 많
다. 따라서 시간제근로자가 포함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저임금의 이동은 실업으로의 이행보다는 비경활로의 이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임금노동 상태가 더 나은 고용으로 연결되는지, 또는 반대의 상황을 이끄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활로의 이행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저임
금, 비저임금, 실업, 비경활 네 가지 상태로 분석한 경우 분석 모형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
은 문제가 존재하여 실업과 비경활을 미취업상태로 구분하였다.
3) 비임금근로자는 전체 조사대상 중에서 17%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상태변화는
매우 낮게 발생한다. 노동상태를 저임금, 고임금, 실업, 비경활, 비임금 등 5개의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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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및 저임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상태변화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
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들 집단을 제외하
더라도 본 분석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은 저임금을 구분한 기준임금이다. 제시된 임금은 명목임금이며, 남성
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
과다.
본 연구에서는 4～15차까지의 12년 동안의 노동시장의 상태변화를 2001～
2006년과 2007～2012년으로 각각 6개년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임금구조조사
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비중의 변화 추이는 2001
년 이후 2007년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는 높은 수
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황덕순 외, 2013).4) 즉 저임금
의 비중이 확대되는 기간(2001～2006년)과 고착화 및 조금 감소하면서 횡보하
는 기간(2007～2012년)을 구분하여 노동시장의 상태변화와 저임금 상태의존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연도별 저임금 기준임금
(단위 :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임금 2,871 3,153 3,488 3,876 4,199 4,581 4,799 4,933 5,168 5,545 5,814 6,099
자료 : KLIPS 4～15차.
이동성을 살펴본 결과, 비임금의 경우가 전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이 90%가량
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저임금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매우 낮게(1～2% 수준) 나타
나고 있다. 또한, 표준직업분류에서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전체 저임금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이러한 특성들은 분석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진정한 상태의존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s
with random effects)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여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였다.
4) 황덕순 외(2013)에서는 임금구조조사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2012년까지 우리나라 저임금 비중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1980년대 후
반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저임금 감소기, 1990년대 중반 이후 2007년까지는 저임금
확대기, 2007년 이후 2012년까지는 저임금 비중이 고착화되고 저임금 비율이 조금 낮아
지며 횡보하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는 2007년 이후, 임금
구조조사 자료는 2008년 이후에 고착 및 횡보하는 시점으로 나타나지만 2000년 이후 저
임금 비율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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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표 3>은 노동패널조사 4～15차년도 자료를 2001～2006년과 2007
～2012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측정한 남녀의 노동시장 상태별(저임금, 비저임
금, 미취업) 특성이다. 성별로 노동시장 상태를 비교하면, 여성의 저임금 비중
이 약 13%로 남성(약 6～7%)에 비해 높다. 또한 여성의 비경제활동 비중이 높
은 측면이 반영되어 미취업의 비중은 50%대로 남성(약 12～15%)에 비해 크게
높다. 즉 노동시장 상태에서 남성의 경우는 비저임금, 여성은 미취업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두 시기의 노동시장 상태 비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저임금과 미취업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저임금보다는 미취업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즉 미취업의 감소
함에 따라 비저임금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령별 특성은 성별
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의 참가하는 비중이 높은 30대와 40대에서 저임금과 비
저임금의 상대적 비중이 높고, 두 시기 동안 저임금 중에서 20대의 비율은 감소
하였지만 50대의 저임금 비중은 높아졌다. 연령별 비중은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비중에 따른 특징이 반영된 결과인 반면, 학력 특성은 저임금과 비저임금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성별에 관계없이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졸 이하가 70～
80%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비저임금은 대졸 이상이 30～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기별 특징은 노동시장 상태별 모두 대졸 이상 비중이 증가하는 고
학력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 상태는 기혼 유배우자의 경우가 저임금 및 비저임금 모두에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저임금의 경우 남성은 미혼에서 비중이 높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기혼 유배우에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미취업의 경우에 남
성은 미혼의 비중이 높지만 여성은 기혼 유배우가 90%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의 결혼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5세 이하 자녀의 유무와도 관련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 미취업에서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은 혼인
및 자녀 유무에 따라 노동시장의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태의존성 분석에는 미취업의 경우 일자리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적 특성에 대한 변수만 활용하였지만, 부가적으로 노동시장 상태별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저임금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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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동시장 상태별 기초통계(남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녀
고용형태

직업훈련
경험

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7.3

77.6

15.1

6.3

81.2

12.5

20대

14.3

11.1

24.2

13.3

9.4

23.7

30대

34.6

44.0

33.2

33.5

45.3

37.9

40대

31.2

32.6

25.7

31.4

31.6

21.0

50대

19.9

12.3

16.9

21.9

13.7

17.4

고졸 이하

80.0

54.7

64.8

71.5

42.5

55.7

전문대졸

9.0

12.0

8.8

12.6

17.2

13.4

대졸 이상

11.0

33.3

26.4

15.9

40.3

30.9

미혼

31.7

18.2

49.2

40.3

21.2

61.2

기혼 유배우

61.9

78.7

42.8

49.6

75.2

30.7

기혼 무배우

6.4

3.1

8.0

10.1

3.6

8.1

5세 이하 자녀 유

12.5

23.8

8.2

10.9

25.3

7.5

5세 이하 자녀 무

87.5

76.2

91.8

89.1

74.7

92.5

정규직

56.9

76.8

0.0

59.1

83.5

0.0

비정규직

43.1

23.2

0.0

40.9

16.5

0.0

0.8

0.5

0.0

2.1

0.6

0.0

25.9

29.2

0.0

22.5

29.7

0.0

전기․가스․수
도업

0.5

2.2

0.0

0.8

2.9

0.0

건설업

9.3

10.5

0.0

7.9

8.4

0.0

서비스업

63.5

57.6

0.0

66.8

58.4

0.0

30인 미만

56.9

40.5

0.0

70.6

35.6

0.0

30～300인 미만

30.9

28.8

0.0

22.6

30.9

0.0

300인 이상

12.2

30.7

0.0

6.8

33.5

0.0

유

6.7

15.9

4.1

6.3

13.6

2.7

무

93.3

84.1

95.9

93.7

86.4

97.3

846

8,985

1,742

762

9,908

1,526

제조업

기업
규모

2007～2012

비중

농․림․어업․
광업
산업

2001～2006

N

11,573

주 : 불균형패널자료이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구한 값임.
자료 : KLIPS 4～15차.

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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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동시장 상태별 기초통계(여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녀
고용형태

직업훈련
경험

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13.8

26.6

59.6

13.6

32.7

53.7

20대

14.7

34.8

17.0

12.8

25.6

11.7

30대

26.3

35.2

39.7

25.1

43.7

46.9

40대

41.0

22.5

27.7

40.9

22.9

25.0

50대

18.0

7.5

15.6

21.3

7.8

16.3

고졸 이하

88.5

42.9

73.1

77.2

33.7

58.9

전문대졸

6.3

18.8

11.9

13.4

22.7

17.7

대졸 이상

5.2

38.3

14.9

9.5

43.6

23.4

미혼

12.3

34.1

8.1

16.2

32.3

9.7

기혼 유배우

74.6

61.3

88.7

73.0

62.8

87.4

기혼 무배우

13.1

4.6

3.2

10.9

4.9

2.9

5세 이하 자녀 유

7.2

17.1

29.6

7.6

18.3

31.1

5세 이하 자녀 무

92.8

82.9

70.4

92.4

81.7

68.9

정규직

53.2

74.3

0.0

53.6

81.3

0.0

비정규직

46.8

25.7

0.0

46.4

18.7

0.0

0.7

0.1

0.0

0.5

0.1

0.0

50.9

18.2

0.0

37.2

16.3

0.0

전기․가스․수
도업

0.0

0.0

0.0

0.2

0.5

0.0

건설업

1.1

1.5

0.0

1.0

1.8

0.0

서비스업

47.3

80.0

0.0

61.2

81.3

0.0

30인 미만

65.9

46.2

0.0

70.8

41.5

0.0

30～300인 미만

25.0

26.6

0.0

20.8

31.4

0.0

300인 이상

9.0

27.2

0.0

8.3

27.0

0.0

유

3.1

15.4

1.7

4.3

14.1

1.7

무

96.9

84.6

98.3

95.7

85.9

98.3

3,470

7,776

1,787

4,293

7,060

제조업

기업규모

2007～2012

비중

농․림․어업․
광업
산업

2001～2006

N

1,794

13,040

주 : 불균형패널자료이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구한 값임.
자료 : KLIPS 4~15차.

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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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는 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5) 산업별 특성은 전제 임금근로
자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 측면이 반영되어 저임금과 비저임금 모두 서비
스업의 비중이 높고 2007～2012년에 모두 확대되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성
의 경우 저임금 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2007
～2012년에 저임금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
업규모별 특성은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에 일할수록 저임금 비중이 높고, 200
7～2012년에 이러한 경향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훈련 경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저임금의 경우에 높지만 전체 조사대상에서 직업훈련 유경험자
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노동시장 상태로
구분한 기초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
고졸 이하, 기혼 유배우, 비정규직, 서비스업, 30인 미만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남성의 세 가지 노동시장 상태(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사이의
이행행렬(transition martrix)이고, 각각의 노동시장 상태가 전년도(    기)에서
다음 연도(  기) 사이에 어떤 노동상태로 이동하였는지를 의미한다.
<표 4> 노동시장 상태 이행행렬(남성)
(단위 : %)

2001～2006
t기

2007～2012

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40.3

49.3

10.4

비저임금

4.1

91.3

4.6

미취업

8.5

24.6

66.9

t-1기
저임금

t기

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43.2

46.5

10.3

비저임금

2.7

93.7

3.6

미취업

7.2

25.5

67.3

t-1기
저임금

주 : 1) 불균형패널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구한 값임.
2) 2001～2006년 관측치(N)=8,440명, 2007～2012년 관측치(N)=9,043명.
3) 2001～2006년 및 2007～2012년 사이의 연간 이행확률의 평균값을 의미함.
자료 : KLIPS 4～15차.
5) 노동패널자료에서 비정규직을 추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경제활동인
구 부가조사 자료와 같은 세분류는 5차 연도부터 조사되었다. <표 2>와 <표 3>에 사용
된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대안적 근로(4차는 일부 항목 제외됨), 장기임시직(상용직
이지만 퇴직금 혜택이 없는 차별적 근로자)를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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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성의 노동시장 상태 이동을 살펴보면, 비저임금에서 상태의존성이 가
장 강하게 나타났다. 저임금 상태가 계속 지속된 경우는 약 40% 수준인 반면에
비저임금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취업의 경우도 저임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60%대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저임금의 경우에 비저임금
과 미취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을 보이고 있다.    기 저임금에서 
기에 비저임금으로 상향 이동한 비중도 40%대로 저임금을 지속하는 비중과 유
사한 수준이다. 시기별로 보면, 동일한 노동시장 상태를 지속하는 비중이 세 가
지 상태 모두에서 높아졌다. 예를 들면, 저임금의 경우에 저임금을 지속할 가능
성이 높아졌으며, 비저임금으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유사한 이동성을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표 5>를 보면, 미취업 상태를 지속하는 비중이 약 90%로 가장 높고, 비저임금
을 유지하는 경우는 약 80%이며, 저임금을 지속하는 비중은 60% 수준이다. 즉
남성과 비교할 때 미취업과 저임금의 지속성이 높은 반면, 비저임금의 지속성
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미취업에서 비저임금으로 이동하는 비중도 3～4% 수
준으로 남성이 약 25%인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기별로 비교하면, 저임금의 지속성은 조금 낮아졌지만 비저임금 지
속성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01～2006년에 비해서 2007～2012년의
경우에 t－1기 저임금이 t기에 비저임금으로 상향 이동한 비중은 증가된 반면,
비저임금에서 저임금으로 하향 이동한 비중은 조금 낮아졌다. 또한, 저임금 및
비저임금에서 미취업 상태로 이동한 비중도 모두 낮아졌다.
<표 5> 노동시장 상태 이행행렬(여성)

(단위 : %)

2001～2006
t기
t-1기
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2007～2012

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62.0
9.8
5.0

20.5
77.4
4.4

17.5
12.8
90.6

t기
t-1기
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59.3
8.8
4.1

25.7
81.8
5.3

15.1
9.4
90.7

주 : 1) 불균형패널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구한 값임.
2) 2001～2006년 관측치(N)=9,476명, 2007～2012년 관측치(N)=9,784명.
3) 2001～2006년 및 2007～2012년 사이의 연간 이행확률의 평균값을 의미함.
자료 : KLIPS 4～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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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상태 이동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저임금을 지속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저임금으로 상향 이동보다
는 저임금 및 미취업의 하향 이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경우 결혼 및 유아문제 등의 경력단절로 고용의 질(임
금수준 및 고용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과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가 높아진 부분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저임금 및 미
취업의 낙인효과가 남성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인적 특성과 관찰
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Ⅳ. 상태의존성 분석

1. 분석방법
Heckman(1981) 이후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들
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기 노동시장 상태가  기의 노동시장 상태에 영
향을 준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진정한 상태의존성(true state dependence)을 검증
하기 위해서는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이란    기의 노동시장 상태가  기의 노동시
장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 즉    기에 저임금인 사람일수록 
기에도 저임금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면 상태의존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기의 노동시장 상태가  기에도 지속되어 상태의존성의 존재하더라도
   기의 노동시장 상태의 영향이 아닌 관측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적 특성들

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이는 동태적 모형의 주요한 계량경제학적
이슈이며,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적절히 통제해야만 진정한 상태의존
성(true state dependence)을 검증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과모형
(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s with random effects)을 사용하여 저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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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상태의존성(true state dependence)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6)
진정한 상태의존성을 검증하기 위한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과모형은 다음
과 같다. 식 (1)은  기에 노동시장 상태가  (저임금, 비저임금, 미취업) 상태에
있는 개인  의 잠재적 성향   를 나타내고 있다.
                        

(1)

여기서             이다.    는 노동시장 상태와 관
련이 있는 관찰 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은 상태의존성을 구하기
위한 변수이고,    기에 관찰된 노동시장 상태이다. 기준범주로 설정된 비저
임금을 제외한 저임금과 미취업 2개의 더미변수로 구성된다.    는 시간에 따
라 변하지 않는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나타내며,
 은 진정한 상태의존성을 나타낸다.   는 오차항이며 관찰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과 독립이라고 가정되며, 개인-상태-시간들 사이에 서로 독립
인 제1종 극단값 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임의효과(random effect)모형은  와  가 상관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
        가 성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가정이 위배된다면  의 추

정치에 관찰되지 않은  가 포함되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는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개인 성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상태와 여성의 자녀 수
와 상관되어 있을 수 있다. 만약  가  벡터에 포함되어 있다면 경제활동에 참
가하지 않을 가능성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안으로   와 관찰된
특성들이 모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공변량(time-varying covariates)의 평균을
선형화한 모형    로 설정한다.
   
      

(2)

여기서    는 모든    에 대해서     와    는 독립이며, 식 (2)를 식 (1)에
넣으면 식 (3)으로 구성할 수 있다.

6) 본 모형은 Mosthaf, Schank and Schnabel(2009)을 참조하였으며, Hann and Uhlendorff
(2006)의 Stata rutine(MSL(Maximum Simulated Likelihood))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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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에서 관찰되지 않는    와 초기 시점에 관찰된    의 상관관계는 초기조
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이 상수값(non-stochastic)으로 주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석된 패널 데이터의 첫 시점의 자료와 개인
의 고용상태가 형성되는 확률적 과정의 시작과 불일치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기에 저임금인 개인은 이전에 저임금(상태 의존성)이기 때문
이거나, 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관찰되거나 관찰되지 않은 특성들 때문에 저임
금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값은 내생적(endogenous)이며,    에 조
건부 분포의 특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모형의 잔차와 일치하는 조
건적 분포의 해(solution)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Wooldridge(2005)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Wooldridge(2005)가 제안한 대안적 추정량은 계산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7)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성의 분포가 초기값에 조건적으로 주어져 있고 외생
변수이라고 가정된다. Wooldridge(2005)가 제안한 추정량을 사용하면 식 (4)와
같이 개인의 이질성 분포가 수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초기조건
의 문제를 통제하였다. 식 (4)를 식 (1)에 대입하면 식 (5)으로 모형이 구성된다.
   
            

(4)

                      
           

(5)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과모형에 따르면 시간    기에 노동시장 상태  에
존재할 개인  의 확률은 식 (6)으로 주어진다.
            

exp           
     




(6)

exp            
     



7) Wooldridge(2005) 방법은 계산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균형패널이 요구된다. 다만, Akay
(2009)는 Wooldridge 방법을 불균형 패널에 활용했을 때 매우 작은 편의만이 존재함을 보
였다(Mosthaf, Schank and Schnabel, 2009 재인용). 본 분석은 불균형패널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균형패널을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 우도값이 수렴되지 않
은 문제가 발생하여 불균형패널을 이용하였지만 결과의 차이는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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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의효과(random effect)    가 관측되면, 개인  의 우도 기여분(likelihood
contribution)은 식 (7)과 같이 된다. 여기서  는 시간 기에 개인  가 노동시장
상태  에 있을 경우 1이며 이외에는 0이 된다.


 



   

    

      

 

(7)

      

그러나 임의효과(random effect)    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을 적분해 제거
(integrated out)하면 우도 기여분(likelihood contribution)은 식 (8)과 같이 된다.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   ≡    ′ 은 미관측 임의효과 간의 공분산과 각 임
의효과의 분산 값을 제약하지 않고(unrestricted variance-covariance structure)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가정하여 추정한다.
 

∞







   

exp              
     





 ∞     
      
    exp           




(8)



반면, 식 (8)의 해석적 해(analytical solution)를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우스-허미트 구적법(Gauss-Hermite quadrature) 또는 적응적 구적법(adaptive
quadrature) 등의 근사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본 분석에서는 MSL(maximum simulation likelihood)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MSL은 미관측된 이질성 분포로부터 값을 추출하여 각각 추출된 값의 우도
함수를 계산하며, 추출된 R의 평균이 우도가 된다. 여기서 구한 우도는 정확한
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표본 우도(simulated sample likelihood)이며,
식 (9)와 같다. Hann and Uhlendorff(2006)은  을 얻기 위해 임의추출(random
draws)에 Halton sequences(quasi-random)을 적용하였고, 본 분석에서도 동일하
게 사용되었다.8)
8) Halton draw은 Gauss Hermite 및 Bayesian adaptive quadrature(stata의 gllamm 프로그
램에서 사용)와 비교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rain(2003)과 Haan and Uhlendorff(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분석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위해 stata procedure(mdraws)을 이용하여 Halton draw(R)을
개별 표본당 200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draw(R)의 수를 늘리면 보다 안정적이고 정
확한 값을 얻을 수 있지만 결과를 얻기 위한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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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분석 결과
<표 6>과 <표 7>은 2001～2006년, 2007～2012년 각각의 6년 동안 남성(27
～55세) 및 여성(25～55세)의 상태의존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결과들에서 저임금의 진정한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첫 관찰된 시점   의 노동 상태 변수가 강한
유의성이 존재하였다. 이는 초기   의 노동시장 상태는 관측되지 않은 특성
과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조건의 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산(  )과 상관계수(  )의 추정값도 모두 유의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는 관측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관계수 값이 모두 양(+)으로 나타난 것은 저임금과 미취업 사이에 관측되지
않은 특성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저임금은 이와 다른 관측되지 않
은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의 남성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기)의 노동
시장 상태 변수는 모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어 고용의 진정한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1～2006년 동안    기에 저임금인 경우에  기에도 저임금을 지속할 확
률은 비저임금으로 이동하는 것과 비교해 약 2.2배(=exp(0.784)) 높고, 미취업
상태로 이동할 확률도 비저임금에 취업하는 것과 비교해 약 1.4배(=exp(0.360))
높다. 2007～2012년의 결과도    기에 저임금인 경우에  기에도 저임금을 지
속할 확률은 비저임금으로 이동하는 것과 비교해 약 8.5배(=exp(2.141)) 높고,
미취업 상태로 이동할 확률도 비저임금에 취업하는 것과 비교해 약 2.4배
(=exp(0.873)) 높다.
즉 분석기간 모두 전년도 저임금의 경우에 저임금을 지속하고, 미취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비저임금으로 상향 이동하는 것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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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과 분석(남성)
2001～2006
저임금
미취업
표준
표준
계수
계수
오차
오차
  기 비저임금
  기 저임금
  기 미취업
연령
연령제곱
고졸
전문대졸
대졸
미혼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5세 이하 자녀수
초기상태(=1)
저임금
미취업
 )
특성평균( 

(기준더미)
0.784 ***
1.109 ***
-0.110
0.001
(기준더미)
-0.704
-0.932
(기준더미)
0.259
0.555
-0.233

연령
연령제곱
전문대졸
대졸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5세 이하 자녀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수

0.089
0.000
0.005
-0.681
-1.729 ***
-1.318 **
0.668 **
-0.106
-0.079
0.124
0.227
0.221
-3.267 **




Log
Likelihood
표본수

0.159 0.360 **
0.159 2.604 ***
0.144 -0.149
0.002 0.003 **

2.141 ***
1.340 ***
0.152
-0.002

0.170
0.155
0.143
0.002

0.873 ***
3.231 ***
0.280 **
-0.003 *

0.842 -3.185 *** 0.627
0.598 -1.878 *** 0.387

-0.364
-0.489

0.580
0.390

-0.624
0.388
-1.100 *** 0.257

0.355 0.371
0.554 0.740
0.152 -0.037

0.291
0.457
0.141

-1.051 *** 0.349
-0.892
0.544
0.091
0.172

-1.297 *** 0.272
-1.055 ** 0.462
0.028
0.143

0.798 *** 0.199
1.658 *** 0.172

0.990 *** 0.195
0.767 *** 0.165

0.373 ** 0.181
1.156 *** 0.127

1.743 *** 0.220
0.991 *** 0.199
0.139
0.002
0.889
0.634
0.437
0.651
0.303
0.162
0.178
0.195
0.221
0.248
1.652

0.044
-0.002
2.987 ***
1.245 ***
-2.097 ***
-1.423 ***
-0.079
-0.309 **
-0.251 *
-0.370 **
-0.324 *
-0.813 ***
-0.562

0.177
0.122
0.117
0.001

2007～2012
저임금
미취업
표준
표준
계수
계수
오차
오차

0.109
0.001
0.654
0.412
0.347
0.524
0.258
0.137
0.145
0.157
0.172
0.193
1.271

-0.007
0.001
-0.477
-1.191 **
-0.193
0.912
-0.081
-0.264 *
0.062
-0.182
0.223
-0.320
-6.512 ***

0.132
0.002
0.656
0.471
0.415
0.689
0.298
0.159
0.172
0.203
0.230
0.277
1.597

2.965 *** 0.422

1.684 *** 0.352

1.539 *** 0.281

0.712 *** 0.194

0.601 *** 0.093

0.731 *** 0.133

-0.145
0.002
0.145
0.482
-0.361
0.564
0.261
-0.120
0.055
-0.361 **
-0.273
-0.252
-6.393 ***

-5224.55

-4688.30

11573

12196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 KLIPS 4～15차.

0.173
0.104
0.111
0.001

0.100
0.001
0.451
0.309
0.329
0.587
0.243
0.133
0.143
0.165
0.191
0.218
1.238

저임금 상태의존성 분석(신우진) 

77

수 있다. 또한 미취업의 경우에도 강한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며(2001～2006년
=13.5배(=exp(2.604)), 2007～2012년=25.3배(=exp(3.231)), 비저임금으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보다 저임금으로 이동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미취업뿐만 아니라 저임금에서도 진정한 상태의존성이 존재
하여, 비저임금으로 상향 이동보다는 저임금과 미취업 상태를 지속하고 저임금
과 미취업을 반복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변수별 노동시장 상태 결정 확률을 살펴보면, 전체 분석기간(2001～2006년,
2007～2012년) 동안 학력변수의 경우 대졸 등의 고학력이 저임금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학력이 고임금과 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취업의 경우에는 대졸 등의 고학력
이 미취업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세 미만 자녀변수는 예상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혼인 상태도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2012년 분석의 미취업에 대해서 미혼보다 기혼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를 통해 여성의 상태의존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
었다. 여성의 경우도 저임금과 미취업의 진정한 상태의존성이 존재한다. 반면,
2001～2006년 분석에서    기에 저임금인 경우에 비저임금에 비해 미취업으
로 이동할 경우에만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외의 노동시장 상태 이동은 남성의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즉 여성의 경우에도 미취업뿐만 아니라 저임금에서 진정한 상태의존성이 존
재하여, 비저임금으로 상향 이동보다는 저임금과 미취업 상태를 지속하고 저임
금과 미취업을 반복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성별 노동시장 상태 결정 확률을 살펴보면, 남성과는 다르게 고학력(대졸)
은 저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미취업의 확률도 고학
력일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예상대로 혼인변수와 자녀변수가 노동시장 상태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인 및 자녀변수가 저임금에는 유의하지 않지
만 미취업의 경우에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미혼에 비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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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과 분석(여성)
2001～2006
저임금
미취업
표준
표준
계수
계수
오차
오차
  기 비저임금
  기 저임금
  기 미취업
연령
연령제곱
고졸
전문대졸
대졸
미혼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5세 이하 자녀수
초기상태(=1)
저임금
미취업
 )
특성평균( 

(기준더미)
0.917 ***
0.877 ***
-0.342 ***
0.004 **
(기준더미)
-0.366
-0.978 *
(기준더미)
0.081
-0.117
-0.140

연령
연령제곱
전문대졸
대졸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5세 이하 자녀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수

0.253 **
-0.002 *
-1.094 **
-1.667 ***
0.935 **
1.594 ***
-0.597 **
0.424 ***
0.470 ***
0.638 ***
0.736 ***
0.753 ***
-1.486




Log
Likelihood
표본수

2007～2012
저임금
미취업
표준
표준
계수
계수
오차
오차

0.146 0.163
0.154 1.828 ***
0.140 2.747 *** 0.126 1.472 ***
0.128 -0.512 *** 0.114 0.016
0.002 0.006 *** 0.001 -0.001
0.477 -0.891 **
0.515 -2.175 ***
0.320
0.480
0.160

2.008 *** 0.194
1.534 *** 0.193
0.125
0.001
0.521
0.555
0.443
0.599
0.303
0.150
0.166
0.187
0.211
0.237
1.384

0.133 0.861 ***
0.116 4.178 ***
0.113 -0.445 ***
0.001 0.004 ***

0.435 -0.264
0.369 -1.154 *** 0.340
0.404 -1.236 *** 0.341 -1.110 *** 0.269

2.827 *** 0.282 -0.375
2.281 *** 0.492 -0.534
0.358 *** 0.121 0.143
1.295 ***
2.874 ***

0.207
0.214

0.501 ***
-0.005 ***
0.141
0.753 *
-2.067 ***
-2.546 ***
0.824 ***
-0.016
0.202
0.093
0.273
0.054
-3.489 ***

0.113
0.001
0.474
0.432
0.394
0.596
0.263
0.136
0.149
0.168
0.190
0.214
1.302

0.293
0.461
0.137

1.951 *** 0.218
0.317
0.442
0.404 *** 0.100

1.192 *** 0.164
0.852 *** 0.128

0.781 *** 0.162
1.287 *** 0.127

0.077
0.000
-0.500
-0.498
0.755 **
0.909
-0.383
0.071
0.110
0.153
0.320 *
-0.223
-4.394 ***

0.112
0.001
0.418
0.400
0.376
0.617
0.236
0.132
0.147
0.166
0.191
0.224
1.172

2.538 *** 0.346

1.275 *** 0.245

3.737 *** 0.469

1.341 *** 0.250

0.632 *** 0.065

0.651 *** 0.095

0.336 ***
-0.002 *
0.749 **
0.311
-1.517 ***
-0.688
0.612 ***
-0.010
0.153
-0.103
0.122
-0.018
-0.960

-6598.43

-6783.90

13040

13140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 KLIPS 4～15차.

0.135
0.096
0.100
0.001

0.100
0.001
0.377
0.310
0.295
0.593
0.194
0.118
0.130
0.145
0.165
0.18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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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 경우에 실업 및 비경활의 미취업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 미취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전년도 노동시장 상태는 미래의
노동시장 상태에 영향을 주며, 미취업뿐만 아니라 저임금에서도 진정한 상태의
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시기별로 비교하기 위해 전년도(    기) 노동시장 상태 변수
에 대한 한계효과를 구한 <표 8>을 살펴보면,9) 2001～2006년에 비해서 2007
～2012년의 분석에서 남녀 모두 저임금 상태의존성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저임금 상태의존성이 좀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
의 경우    기에 저임금인 경우에  기에 저임금을 지속하는 경우는 2001～
2006년에 0.027에서 2007～2012년은 0.117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도
저임금의 지속 확률이 0.077에서 0.156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 이
후 남성과 여성 모두 저임금의 상태의존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임금 상태가 더 나은 고용으로 이동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저임
금 함정의 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 저임금에서  기에 비저
임금으로의 상향 이동할 확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1～2006년의 한
계효과가 –0.048에서 2007～2012년은 –0.164로 크게 낮아졌으며, 여성의 경
우의 한계효과도 –0.027에서 –0.158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기 저임금에서  기에 미취업으로 이동도 2007～2012년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취업의 경우 진정한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존재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러한 상태의존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는
달리    기 미취업인 경우에  기에 저임금일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상태 이동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한계효과의 구별되는 차이는   
기 미취업에서  기에 저임금으로 이동할 확률이 남성은 양(+)의 값으로 나타나
9) 한계효과는 설명변수의 한 단위 변화에 따라 주어진 노동시장 상태를 선택할 확률의 한계
적 변화율을 의미한다. 더미변수(  기 노동시장 상태)의 값이 1과 0일 때의 예측 확률
의 차이(∆      )를 나타내며, 다른 설명변수가 표본평균인 조건과 임의요
소가 0이라는 가정에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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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성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미취업에서 저임금으로 이동
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은 미취업에서 저임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는 기준변수인 전년도 비저임금과 비교했을 때의 부호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비저임금이 저임금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미취업이 저임금으로 되는
경우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차이를 풀어 설명하면, 남성은 미
취업에서 저임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은 미취업을 지속할 가능성
이 매우 높고, 미취업에서 저임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오히려 비저임금이 저
임금으로 이동할 가능성보다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남성은 저임금의 지속성과 저임금에서 미취업 이동했다가 다시 저임금으
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여성은 저임금의 지속성이 크지만 미취업으
로 이동한 경우에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낮고, 미취업에서 비저임금으
로 이동할 가능성도 더욱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과 분석(    기 상태)의 한계효과
남성

2001～2006

2007～2012

저임금

미취업

비저임금

   기,
저임금

0.027

0.021

-0.048

   기,
미취업

0.022

0.308

-0.330

저임금

미취업

비저임금

   기,
저임금

0.117

0.046

-0.164

   기,
미취업

0.020

0.414

-0.434

여성

2001～2006

2007～2012

저임금

미취업

비저임금

   기,
저임금

0.077

-0.050

-0.027

   기,
미취업

-0.107

0.443

-0.336

저임금

미취업

비저임금

   기,
저임금

0.156

0.002

-0.158

   기,
미취업

-0.093

0.7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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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 상태의 이동과 상태의존성 검증을 통해 저임금이 더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저임금을 지속하거나
저임금과 미취업을 반복하는 함정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
계성이 2000년 이후에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7년을 기준으로 이
전과 이후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을 이용하여 노동시장 상태를 비저임금, 저임금,
미취업 등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하여 이행확률을 분석한 결과, 저임금은 비저임
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노동 상태로의 이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
나 여성의 경우 비저임금으로의 이동보다는 저임금을 지속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에서 비저
임금으로 상향 이동할 확률은 낮고, 저임금 상태를 지속할 확률은 높다.
이러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적 특성에 기인한 결과인지, 아니
면 저임금의 상태의존성 및 함정성에 의한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과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random effect model)을 이
용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년에 저임금은  년에 비저임금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저임금
을 지속하는 진정한(true)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은
저임금의 진정한 상태의존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은 더 나은 노동시장
상태로 이동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함정(durable trap)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저임금-미취업(low pay-no pay)의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2007년 이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여성의 경우도 저임금은 진정한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남성에 비해 저임금의 상태의존성이 더 높고, 2007년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은 미취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취업
에서 재취업(저임금, 비저임금)하는 가능성도 비저임금에서 저임금으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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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은 저임금에서 미취업으로 이
동한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아, 저임금뿐만 아니라 미취업
에서의 노동시장 상태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임금 노동이 더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발송하여 막다른 골목 또는 함정
(durable trap)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07년 이후에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2000년 중반까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 정책 등으로 비정규
직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저임금의 비중 또한 크게 증가한 시기이다. 2007년
이후는 증가 추이를 보이지 않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횡보한 시기이다. 분
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후반 이후 저임금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 않지만 저임
금 노동 상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
만 최저임금 미준수율 또한 높아 저임금 고용을 억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
으며(이병희, 2010), 노조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은 저임금 노동의 질을 보
호하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제도적 장치들이 정비되지 않
은 상황에서 2000년 이후 유연화 정책에 따른 고용의 확대는 저임금의 고용의
확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 이후에는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
지는 추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의 저임금
상태의존성의 분석 결과로 비춰볼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2000년 중반 이후 내부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저임금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저임금 일자리 확대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임
금으로의 진입이 낙인효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임금이 미취업으로 연
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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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State Dependence of Low-wage
Employment in Korea
Shin Woojin
This study analyzes state dependence in low wage employment using
dynamic multinomial logit random effect model. I consider the role of
the low paid employment as the stepping stone to the better job or as
the trap of persistent low paid employment or low pay-no pay cycle.
The results are that low wage employment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being low-paid and decreasing the chances of being high-paid in the
future. This tendency has been intensified since 2007. For men there
exists a true state dependence in low wage employment as well as a
tendency of low pay-no pay cycle. For women, State dependence in low
wage employment is higher than man. In addition, women is higher
state dependence in non-employment.

Keywords : low-paid, state dependence, dynamic multinomial logit random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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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확산은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변화 중의 하
나다. 전형적 고용관계와 달리 삼자 고용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간접고용은
차별, 열악한 근로조건, 단체교섭권 제약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
히 사용사업주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
동관계법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건강한 노
사관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은 이를 규율할 합리적 체제를
발전시켜 왔거니와 ‘공동사용자 원리(joint employer doctrine)’는 미국이
취하는 독특한 규율체계다. 이 원리는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간접고용관
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사용사업주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
연방노사관계법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케 하는 원리다. 최근 연방노동위원
회는 공동사용자 원리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 주
목을 받고 있다. 브라우닝-페리스 사건(2015.8.27.)에서 위원회는 종래의 엄
격한 기준을 폐기하고 간접적 지휘를 포함하는 완화된 기준을 새롭게 제시
했다. 이로 인해 연방노사관계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의 범위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에 대한 최근 결정을 매개로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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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다. 특히 공동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지휘통제권에 대한
해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와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
국의 간접고용 규율체계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연방노동위원회의 새 결정
은 커먼로(Common-law)와 연방노사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
을 마련함으로써 종래 기준의 불합리성을 제거했으며, 나아가 간접고용 확산
으로 인해 제약되는 단체교섭권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국의 사용자 책임 확장론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의 경우, 공동사용자 원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묵시
적 근로계약 원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차별, 단체교섭권 제약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구조적으로 제약
되고 있다.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에 대한 탐색은 한국의 간접고용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규율체계를 탐색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근대 근로계약법리를 수정할 수 있는 법리적․이론적 기획을 구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용어 :브라우닝-페리스 사건, 공동사용자 원리, 간접고용관계, 지휘통제권

Ⅰ. 문제 제기

최근 미국 연방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 이하 위
원회)가 ‘공동사용자 원리(joint employer doctrine)’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
면서 간접고용관계에서의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증가하
고 있다. 공동사용자 원리란 한 근로자의 핵심적 고용조건에 대해 복수의 사용
자가 관여할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복수의 사용자 모두를 법상 사용자
로 간주하여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원리를 말한다. 전형적인 고용관계
와 구별되는 간접고용관계는 근로자, 고용사업주, 사용사업주 간 삼자관계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를 특징으로 하거니와,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
로자와 직접적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의무
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해 노동기본권 침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김기
선, 2014; 박제성․노상헌․유성재․조임영․강성태, 2009; Davidov,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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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위원회는 리드포인트(Leadpoint Business Service)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해온 폐기물 처리업체, 브라우닝-페리스(Browning-Ferris
of California Inc.)에 대해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사용사업주인 브라우
닝-페리스는 비록 채용, 작업지시, 임금결정 등에 있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
만, ‘간접적’ 지휘감독을 통해 간접고용근로자(leasing employees)1)의 핵심적
고용조건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이번 결정으
로 지난 30여 년간 유지돼 온 ‘엄격한 기준’ － 즉 지휘통제권의 직접적․즉각
적(direct and immediate)2) 행사 여부 － 은 폐기됐으며, ‘완화된 기준’이 새롭게
정립됨에 따라 연방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 NLRA)상 사용
자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용사업주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3)이 높
아졌다.
이에 대해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은 “이번 결정은 산업구조 등 경제
환경이 노동 대중에게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
하지 못하는, 낡은 노사관계법이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됐음을 의미하며, 이제 많
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고용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교섭권을 의미 있게 행사
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AFL-CIO, 2015). 반면 관련 업계의 사용자 그룹
은 새 기준으로 인해 고용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단체교섭의 불확실
성을 높여 오히려 노동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관련 산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New York Times, 2015.8.; Forbes, 2015.8.).4)
1) 이 연구에서는 간접고용근로자라는 용어를 임차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되, 필요할 경
우 계약 형태에 따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등으로 특정해 사용한다.
2) 현실적 또는 표면적으로 바꿔 쓸 수 있다.
3) 이 결정은 연방노사관계법상 교섭대표 선거에 관한 것이나 향후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 FLSA)상 공동고용조항의 해석․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두
법이 추구하는 취지와 부여하는 의무가 다른 것은 사실이나, 공동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분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이다. 공동고용조항의 적용범위가 넓어질 경우, 초과근로
에 따른 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에서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은 집단적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개별적 근로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초점을 두어 향후 미국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범위가 개별적 근로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박제성․강성태․김진․신권철․조
경배, 2015 : 310～311)도 주목할 만하다.
4) 이에 대해 연방노동위원회는 법의 취지에 초점을 두면서, 공동사용자 지위 원리의 근본
취지는 사용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업장을 지휘통제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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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핵심은 “공동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다. 1984년 이
후 지금까지 위원회는 공동사용자 결정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
다. 브라우닝-페리스 사건(2015)과 유사한 많은 사건 － 대표적인 사례는 티엘
아이(TLI) 사건5) －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지시(daily
and routine directions)나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용사업주에 대해 위원회
는 공동사용자 지위를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종래의 엄
격한 기준이 폐기됐다. 종래의 기준이 뚜렷한 근거 없이 도입됐을 뿐만 아니라,
커먼로(Common Law)와 연방노사관계법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
이다. 특히, 위원회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간접고용이 가파르게 증가6)하면서
간접고용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NLRB, 2015 : 1).
한국의 경우도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파견과 용역근로자 규모는 2013년
현재 881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444천 명)과
비교하면 98.4% 증가했다(통계청, 2013). 10년 사이 두 배에 이를 만큼 증가폭
이 가파르다. 또한 소위 ‘위장도급’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위장도급은
도급의 외양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통제가 관철
되는 불법 관행으로,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할 만큼 확산되고 있다. 간접
고용은 파견․용역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악
화, 차별, 기업의 무분별한 남용, 단체교섭에 대한 구조적 제약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특히,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간접고용에 의
존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어 법적 정의(正義)를 해함은 물론 건강한 노사관계
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박제성 외, 2015; 김기선, 2014; Davidov, 2004).
간접고용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사용자책임 확장’을 위한 법리
적 논의가 증가하고 있거니와, 실질적 지휘통제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 대
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New York
Times, 2015.8.).
5)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상술한다.
6) 미국의 경우, 파견 등 임차근로자(temporary help employees) 규모는 2014년 현재 287
만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에 이르고 있다(BLS, 2015). 증가율도 꽤 가파르다. 1990년
110만 명에 불과했던 임차근로자 규모가 2008년에는 230만 명으로 증가하며 오늘에 이
르고 있으니 20여 년 만에 두 배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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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사유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
동사용자 원리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 연구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2015)을 매개로 공동사용자 원리의 주요 내
용과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간접고용관계의 규율체계에 대한 함의를 탐색한다.
첫째, 공동사용자 원리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논의한다.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비교함으로써 공동사용자 원리의 특성을 살펴보고, 공정노동기
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 FLSA)과 연방노사관계법이 규율하는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제Ⅱ장). 둘째, 공동사
용자 지위 판단기준의 변화를 고찰한다. 핵심 쟁점은 ‘사용사업주의 지휘통제
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변화의 계기가 된 4개의 사건－그레이하운드
(Greyhound) 사건(NLRB, 1965)7), 티엘아이(TLI) 사건(NLRB, 1984)8)과 래르
코(Laerco) 사건(NLRB, 1984a)9), 브라우닝-페리스 사건(NLRB, 2015)10)－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최근 사건인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에 대해서는 소수의견
(반대의견)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다(제Ⅲ
장). 셋째,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가 한국의 간접고용 규율체계에 주는 함의를
토론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용자 책임 확장에 관한 논의를 공동사용자 원리
와 비교해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 시사점을 도출한다(제Ⅳ장). 결론에서는 새
결정의 의의를 법의 합목적성 제고, 연방노동위원회의 역할, 근대 근로계약법
리의 수정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
7) The Greyhound Corporation (Southern Greyhound Lines Division) and Floors, Inc.
of Flordia and Amalgamated Transit Union, AFL-CIO. Case No. 12-CA-2987, July
19, 1965(이하에서는 그레이하운드 사건).
8) TLI, Incorporated and Crown Zellerbach Corporation and General Teamsters and
Local Union No. 326 a/w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Chauffeurs,
Warehousemen and Helpers of America. Case No. 4-CA-13033, July 31, 1984(이하
에서는 티엘아이 사건).
9) Laerco Transportation and Warehouse; California Transportation Labor Inc.; American
Management Carriers, Inc.; Cal-American Transport, Inc., and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nd Warehousemen’s Union, Petitioner. Case No. 21-RC-17087, March 21, 1984(이
하에서는 래르코 사건).
10) Browning-Ferris Industries of California, Inc, d/b/a BFI Newby Island Recyclery,
and FPR-II, LLC, d/b/a Leadpoint Business Services, and Sanitary Truck Drivers
and Helpers Local 350, International Brotherhodd of Teamster, Petitioner. Case
32-RC-109684”Aug. 27. 2015(이하에서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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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Ⅴ장).

Ⅱ. 간접고용 규율체계와 미국의 공동사용자 원리

1. 유럽의 규율체계 vs. 북미의 규율체계
간접고용관계는 단일 사용자를 전제하는 전형적인 근대 고용관계와 달리 복
수의 사용자가 존재함에 따라 근로자 - 사용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
해 임금, 근로시간, 단체교섭 등 고용조건 및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복수의 사용
자 중 ‘누가 법상 사용자인가’가 문제된다. 앞선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 왔거니와 크게 EU 등 유럽 국가의 접근과 미국
및 캐나다 등 북미 국가의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간접고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 입법을 통한 접근은 간접
고용관계를 전형적 고용관계와 구별되나 병존․양립할 수 있는 ‘하나의 고용관
계’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
고가 일정 정도 필요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간
접고용관계의 사용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서지 않는다. 다
만 유연성 제고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함으
로써 소위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꾀한다. 차별금지와 남용방지를 위해 고
용기간 제한, 사용사유 제한, 일정 기간을 도과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하는 예외규정, 고용보험 등 사회적 보험의 수급자격 부여 등 다양한 규율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용사유 제한과 함께 파견근로자의 사
용기간을 18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Smith-Vidal, 1999), 벨기에는 전문성을 요
하는 예외적인 업무나 일시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제한11)하고 있다(Vanchachter, 1999). 남용방지를 위해 사
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에게 보장토
11) 프랑스와 벨기에 외에도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파견에 대해 객관
적 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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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거나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 혹은 종업원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12)하기도 한다(Storrie, 2002 : 21～23; European
Commission, 2002).
북미 국가는 별도의 입법보다 공동사용자 원리를 통해 사용자 지위를 확장한
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와 구별된다. 캐나다는 복수의 사용자 중 “누가 ‘근본적
지휘통제권(fundamental control)’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공동사용자
지위를 판단한다. 근본적 지휘통제권은 미국의 ‘실질적’ 지휘통제권보다 범위
가 넓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적용범위가 넓다. 실제로 캐나다의 사용사업주 대
부분이 공동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1995). 또한 캐나다 대법원은 간접고용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
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과 함께
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Supreme Court of Canada, 1997)을
취하고 있거니와,13) 이 사실 역시 캐나다의 원리 적용범위가 넓다는 점을 반증
한다.
미국은 간접고용에 대해 유사하나 구별되는 두 가지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하나는 ‘공동고용(joint employment) 원리(조항)’로 공정노동기준법에 의해 명
시돼 있으며, 다른 하나는 연방노사관계법상 공동사용자 원리다. 공정노동기준
법상 공동고용 원리는 한 근로자의 노무를 공유하는 독립된 복수의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저임금 지급의무 등 법이 정하는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케 하는 원리다.14) 반면, 연방노사관계법상 공동사용자 원리는
12)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이나 종업원평의회에 가입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들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사업주와
해당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 보호방안으로는
기능할 수 있다.
13) 따라서 캐나다의 간접고용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동일한 교섭단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Davidov, 2004 : 734).
14) 이 연구는 연방노사관계법상 공동사용자 지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공정노동기준법
상 공동고용 조항에 대해서는 약술한다. 공정노동기준법은 명시적으로 ‘공동고용(joint
employment)’ 조항을 두고 있다(29CFR 791.2). 공동고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
수의 사용자는 한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해 전적으로 독립적(entirely independent)이어야
한다. 독립된 복수의 사용자가 한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해 전적으로 무관(completely
disassociated)하지 않을 경우 공동고용관계가 성립된다. 동 조(b)항은 공동고용관계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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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용 원리와 달리 명시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연방노동위원회는 커먼
로, 연방노사관계법의 취지, 법원의 판례 등에 의거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고
이를 공동사용자 원리로 발전시켰다.

2. 미국의 규율체계 : 공동사용자 원리
미국에서 공동사용자 원리는 1964년 연방대법원 판례와 1965년 연방노동위
원회 결정을 통해 처음 구체적으로 정식화(formulation)됐다. 1964년 연방대법
원은 ‘브와(Boire) v. 그레이하운드’사건15) 판결에서 공동사용자 지위를 입증하
기 위해서는 관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충분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를 “사실관계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근거해
1965년 위원회는 그레이하운드 사건(1965)을 검토하면서“독립된 복수의 사용
자가 고용조건과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 공유(share) 혹은 공동으로 결정

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동일한 시간대 혹은 다른 시간대에 일정한 일
을 수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첫째, 해당 복수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함께 공유하는 경우
둘째,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와 관련된 이익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하고 있는 경우
셋째, 복수의 사용자가 한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완전히 무관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
로자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지휘통제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는 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용자를 통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동고용의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별도의 고용관계가 존재함을 입증
해야 한다(김미영, 2010 : 47). 이때 복수의 사용자 간 계약관계의 형식이나 성격은 중요
하지 않다. 즉, 파견계약이건 도급계약이건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
다(김미영, 2010 : 148). 공동고용관계가 입증되면, 복수의 사용자는 공정노동기준법이 정
하는 의무를 공동으로(혹은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주된 책임은 법이 정하는 초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과 최저임금 지급 의무다. 근로자는 복수의 사용자 모두에게 초과
근로수당이나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 사용자는 공동으로 이를 지
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공동고용 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미영(2010), 김
희성(2012), 강현주(2015)의 연구가 체계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15) Boire v. Greyhound Corp.(1964). No.77. United States Supreme Court. 연방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공동사용자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작업을 충분히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possessed sufficient control over the work of the employees to
qualify as a joint employer)하였는가(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사실관
계 판단의 문제(essentially a factual issue)임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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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termine)”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정식화했다. 이를 중심으로
공동사용자 원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사용자가 별개의 독립된 사용자이어야 한다. 모자회사, 형제회사,
파생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은 독립된 복수의 사용자가 아닌 단일 사용자(single
employer)에 해당하며, 따라서 공동사용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파크레인
(Parklane Hosiery Co.) 사건에서 위원회는 단일 사용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
요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① 명목상 두 회사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
어 기능적인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노동관계에 대한 지휘통제가 한
회사에 집중돼 있는지 여부, ③ 공동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④ 공동 소유
혹은 재무에 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NLRB,
1973 : 612).
둘째, 복수의 사용자가 공유 혹은 공동으로 결정하는 대상은 ‘고용조건과 관
련된 핵심 사안’이다. 이는 채용, 징계와 해고, 임금, 작업시간, 초과근로, 작업
수행방식, 작업성과의 측정과 감독 등을 포함한다(NLRB, 1965, 1984, 1984a).
셋째, 복수의 사용자가 핵심적 고용조건을 ‘공유(share) 혹은 공동으로 결정
(co-determine)’해야 한다. 이는 ‘지휘통제권(control)’ 문제로 사용사업주에 대
해 공동사용자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그러나 명시적 법 조항의 부재로 공동사용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많은 혼란
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핵심 기준인 지휘통제권의 측면에서 볼 때, 공동사
용자 원리는 1960년대 이후 두 차례의 큰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시기를 구분하면, 제1시기는 그레이하운드 사건(1965)을 계기로
공동결정 기준이 체계화된 시기다. 제2시기는 ‘엄격한 기준’이 새로 도입된 시
기로 1984년 티엘아이 사건과 래르코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15년 8월 브라우
닝-페리스 사건에 대한 새로운 결정으로 종전 기준이 폐지되고 ‘완화된 기준’
이 제시되면서 제3시기가 도래했다. 시기별 특징을 장을 달리하여 비교․분석
한다.

96

 노동정책연구․2016년 제16권 제1호

Ⅲ. 공동사용자 지위 판단기준의 변화

1. 제1시기(1965～1983) : 지휘통제권 ‘보유’의 문제
제1시기, 위원회는 공동사용자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력의 보유 여부’
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그레이하운드 사건(1965) 결정에서 잘 드러난
다. 1965년 위원회는 플로어스(Floors)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버스터미널의
청소․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대행하게 한 그레이하운드에 대해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16) 플로어스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그레이하운드의 지휘통제
권이 계약상 명시돼 있다는 점이 주된 근거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LRB,
1965).
첫째, 그레이하운드(사용사업주)와 플로어스(용역사업주) 간 용역계약에는
플로어스에 고용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명세와 작업지시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둘째, 그레이하운드는 작업스케줄을 정하고 작업인원을 할당할 수 있는 계약
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관리했다.
셋째, 초과근로 여부 결정 및 이에 따른 임금 상한 설정에 관한 권리 역시
계약상 그레이하운드에 있다.
위 사실을 토대로 위원회는 그레이하운드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거니와 이
는 연방대법원의 판례(1964)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충분한 지휘통제권을 ‘계약
에 근거한 권한(또는 지배권)(the contractual power)’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작업스케줄 관리, 인원 할당 등 그레이하운드가 지휘통
16) 이 사건에서 여객운수업자인 그레이하운드는 플로리다를 포함한 몇 개 주에 버스터미널
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로어스(Floors)는 그레이하운드와 용역계약을 맺고 터미널의 청소,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했다. 플로어스에 고용된 청소용역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
합이 그레이하운드와 플로어스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모두 교섭을 거부하자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사건이다. 연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용자가 공동사용자 지위
에 해당하며 따라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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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을 표면적(actual)으로 행사한 점도 고려하고 있으나, 결정문의 대부분을
사용사업주의 ‘계약상 명시된 권한으로서의 지휘통제권 보유’ 여부를 분석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 판단기준은 지휘통제권 보유 여부라 할 수
있다. 또한 지휘통제권이 계약상 명시돼 있다면 ‘행사 여부’는 공동사용자 지위
를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 기준에 불과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연방노
동위원회는 고용조건에 대해 지휘통제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계약에 명시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
다면 공동사용자 지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보았다(NLRB, 1965). 따
라서 제1시기를 특징짓는 요소는 지휘통제권의 보유 문제이며, 행사 여부는 공
동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데 보완적․부차적 기준이다.

2. 제2시기(1984～2014) : ‘직접적 행사 여부’의 문제
제2시기는 엄격한 판단기준이 도입된 시기로, 계기가 된 사건은 1984년 티엘
아이 사건과 래르코 사건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전의 판단기준과 달리 지휘
통제권의 ‘직접적 행사’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새롭게 도입된 점이다. 티엘아이
사건(1984)에서 연방노동위원회는 파견사업주인 티엘아이로부터 근로자를 파
견 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 크라운 사에 대해 공동사용자 지위를 부정했다. 비
록 위원회 심판관(Administrative Law Judge)17)은 계약상 지휘통제권이 크라운
에게 명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사용사업주의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했으나 위
원회(전체회의)는 이를 부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심판관의 사실조사와 판단,
위원회의 결정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LRB, 1984 : 798～799).
우선, 심판관의 사실조사 결과와 판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견계약에 따라 크라운(사용사업주)은 티엘아이(파견사업주)로부터
운전자를 공급받아 제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견계약에는 “크라운은 파
견근로자에 대해 작업의 지휘, 통제, 감독에 관해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다18)”고 명시돼 있다.
17) 연방노동위원회 심판관은 전국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관련 당사자를 소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조사, 공청회 등을 관할하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심판,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NLRB,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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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크라운은 계약상 명시된 지휘통제권을 사실상 행사했다. 실제로 파견
된 운전사들은 배달 및 일과 후 트럭 반환 등 관련된 작업수칙을 크라운으로부
터 지시받았으며, 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크라운의 감독자에게
직접 보고했다. 또한 크라운은 비위사실이 드러난 파견근로자를 징계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크라운은 작업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직접 관리했으며, 티엘아이에는 임
금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했다. 파견된 운전사에 대한 임
금과 부가복지는 거의 전적으로 크라운에 의해 결정됐다.
넷째, 크라운은 티엘에이와 해당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과정에 참여해 크라
운의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상당 규모의 노동비용 삭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티엘아이가 해당 노조와 협상할 수 있는 교섭 패키지
의 상한을 크라운이 정했다.
위 사실을 토대로 심판관은, 크라운은 고용조건과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
티엘아이와 공유 혹은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공동사용자 지위에
선다고 판단했다. 티엘아이 사건은 내용상 그레이하운드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사용사업주의 지휘통제권이 계약상 명시돼 있고, 실제로 이를 직접 행사한 사
실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심판관의 판단을 파기하고 크라운의
공동사용자 지위를 부정했다.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NLRB, 1984 : pp.798～
799).
첫째, 파견근로자에 대한 크라운의 지휘통제권이 계약에 명시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만으로 고용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
다. 크라운의 감독자가 배달 등 작업을 지시했으나, 파견 운전사들이 스스로 연
공서열에 따라 업무를 자체적으로 배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라운의 작업
지시는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지시(daily and routine directions) 불과할 뿐 공동
사용자 지위에 이를 만큼 충분하지 않다.
둘째, 크라운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충분한 지배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크라운은 파견 운전사에 대해 직접
18) The Crown/TLI lease agreement provides that Crown “will solely and exclusively
b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operational control, direction and supervision” over
the drivers leased to it(NLRB, 1984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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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었으며, 티엘아이에게 통보해 그로 하여금 해당 운
전사를 징계토록 처리했기 때문이다.
셋째, 크라운의 대표가 티엘아이와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과정에 출석해 당
사의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비용 삭감이 필요함을 설명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사업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볼
수 없다.19) 회사의 입장을 표명한 것일 뿐 임금삭감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입장을 살펴보면, 내용상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1시기의
입장과 상반된다. 우선,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지휘통제권이 계약에 명시돼 있
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이는
종전의 그레이하운드 사건 결정과 상반된다). 둘째, 크라운은 작업지시, 징계,
임금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역시 그레이하운드
사건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위원회는 크라운의 작업지시를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지시로 보고, 핵심적
고용조건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
단했다. 이는 작업스케줄을 결정하고 초과근로 및 임금 상한을 제한한 그레이
하운드에 대해 고용조건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 종전의
입장과 상반된다.
같은 해 래르코 사건20)에 대한 결정에서도 연방노동위원회는 티엘아이 사건
결정과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씨티엘(CTL Inc.)로부터 운전사를 공급받아 사
용한 래르코에 대해 설사 운전사의 작업에 대한 교육(배달경로 등에 대한 지시)
등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일상적이고 제한된 정형화된 지시로 공동사용자 지
위에 설 만큼 충분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NLRB,
19) 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실제로 [크라운은] 노동비용을 약 20만 달러 정도 삭감하지 않고서는 티엘에이와의 파
견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명시
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계약과 단체교섭은 전적으로 티엘아이의 문제(해당 노조와의 문
제)일 뿐이다. 따라서 크라운 사가 고용조건에 관한 핵심 사안에 대해 공유하거나 공동으
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NLRB, 1984 : 779).
20) 래르코 사건은 티엘아이 사건과 유사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간략히 설명하는 데 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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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a : 324～326).
1984년 두 사건을 계기로 공동사용자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보다 엄격해
졌다. 사용사업주의 작업지시 등 고용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휘통제권이 계약상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즉각적(혹은 현실적)(direct
and immediate) 행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동사용자 지위는 부정되기 때
문이다. 이후 이 기준은 공동사용자 지위를 결정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으며 30
여 년간 지속됐다. 예를 들면, 에이엠 프로퍼티 홀딩스(AM Property Holding
Corp.) 사건(2007)에서도 위원회는 사용사업주의 감독이 주로 수행해야 할 임
무, 시기, 장소 등에 대해 한정돼 있을 뿐, 일의 수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감독이 없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제한적․일상적 감독에 불과하므로 공
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NLRB, 2015:
24). 에어본 익스프레스(Airbone Express 사건)(2002)에서도 공동사용자 지위
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개입이 직접적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결정함
으로써 위원회는 엄격한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3. 제3시기(2015～ ) : ‘완화된 기준’ 도입
공동사용자 지위 판단기준은 2015년 8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을 계기
로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변한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종래의 엄격한 기준을
폐기하고 간접적 지배력 행사를 포함하는 넓은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공동사용
자 지위의 적용 폭을 넓혔다.21) 당초 연방노동위원회 지역사무소22)는 사실관
계를 조사 한 후, 티엘아이 사건 결정 이후 도입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브라우
닝-페리스의 공동사용자 지위를 부정했으나 위원회(전체회의)는 지역사무소의
판단을 파기하고 새 기준에 따라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하에서는 사
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역사무소의 판단, 위원회의 새로운 결정을 비
21) 특히 1984년 이후 지금까지 이뤄져 왔던 판단(Laerco, TLI, A&M Property, and Airborne
Express)을 모두 폐기(overrule)한다고 명시함(NLRB, 2015 : 16)으로써 새로운 시기가
도래함을 알렸다.
22) 연방노동위원회는 전국에 26개의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를 두고 있다. 지역사무소
는 교섭대표 선거를 수행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판단, 기타 교육 등 노
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NLRB,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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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분석하되 소수의견(반대의견)의 비판도 함께 검토한다.

가.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의 주요 내용
브라우닝-페리스는 폐기물처리 업체로 2009년 이후 파견사업자 리드포인트
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의 분류, 세척 및 시설관리의 업무를 파견근로자를 통해
수행했다. 파견계약 및 실제 작업과정에 대한 지휘통제 등 핵심적 고용관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LRB, 2015 : 3～6).23)
첫째, 파견계약은 리드포인트(파견사업주)를 파견인력에 대해 독립된 단독
사용자(sole employer)로 규정하고 있으며, 브라우닝-페리스(사용사업주)와 파
견근로자 간에는 어떠한 고용관계도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파견계약 해지조항
이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 중 일방은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어 파견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리드포인트는 자사의 감독자를 브라우닝-페리스에 파견해 작업스케줄
관리, 작업과정 지도 및 감독 등 별도로 수행했으며, 두 회사는 인사관리 부서
를 따로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했다.
셋째, 파견계약에는 리드포인트가 면접 등 모든 채용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
하며, 브라우닝-페리스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리드
포인트는 적정한 기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리드포인트가 채용한 인력이 브라우닝-페리스의 채용기준과 검증(test)에 부합
하지 않을 경우 브라우닝-페리스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넷째, 파견근로자의 해고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리드포인트의 독립된 권한
이며, 브라우닝-페리스는 파견된 근로자의 사용을 거부할 권리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브라우닝-페리스의 요청에 따라 리드포인트가 근로자를 해고
한 사례가 두 건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다섯째, 임금과 부가복지에 관련된 사항 역시 리드포인트가 독자적으로 정하
도록 계약에 명시돼 있다. 다만, 리드포인트는 브라우닝-페리스의 승인 없이 유
23)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제성 외(2015)의 부록(pp.320～357) 참조. 브라우닝-페
리스 사건에 대한 연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 중 다수의견의 전문(각주 제외)이 번역돼 실
려 있다. 강성태(2015)도 브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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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브라우닝-페리스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나 복
지를 제공할 수 없다.
여섯째, 근로시간과 작업일정은 브라우닝-페리스가 정하며, 리드포인트는 이
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해야 한다. 브라우닝-페리스는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리드포인트에 통보하며, 리드포인트는 그 수만큼 작업인원을 투입한다. 교대제
변경에 대해서 리드포인트는 관여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 일정은 브라우닝-페
리스가 결정한다.
일곱째, 훈련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리드포인트에게 책임이 있다. 실제로 작
업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작업에 필요한 사전 설명/훈련은 모두 리드
포인트가 파견한 감독자에 의해 행해졌다. 다만 주기적으로 리드포인트의 감독
자들은 브라우닝-페리스로부터 필요한 직무훈련 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나. 지역사무소의 판단
지역사무소는 파견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채용 및 작업수행 감독 등 실
제 행해진 사실을 조사한 후 사용사업주인 브라우닝-페리스의 공동사용자 지위
에 서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NLRB, 2015 : 6～8).
첫째, 브라우닝-페리스는 파견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한
다고 보기 어렵다. 리드포인트가 감독자를 직접 파견해 자신의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업과정에 투입되는 인력의 선정 등에 있어서
도 브라우닝-페리스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브라우닝페리스가 세척이나 분류작업의 속도를 조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동사용자
지위에 이를 만큼 충분한 ‘직접적․즉각적(direct and immediate)’ 통제권의 행
사로 볼 수 없다.
둘째, 모집과 채용, 징계와 해고 등도 리드포인트가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 하
에 수행했다. 비위 행위에 연루된 파견근로자에 대해 브라우닝-페리스의 감독
자가 이메일을 통해 해당 근로자를 해고토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일상
적인 권고일 뿐이며, 따라서 브라우닝-페리스가 해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거나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
셋째, 파견근로자의 고충이나 불만에 대해서도 브라우닝-페리스는 이를 직접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함의 : ‘브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2015)을 중심으로(신은종) 

103

관리하기보다는 리드포인트의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처리토록 했다. 이는 단순
히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지시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지휘통제로 보기 어렵다.
넷째,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부가복지 역시 리드포인트가 독자적으로 결정하
고 있다. 브라우닝-페리스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사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계약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상한선을 설정
한 것일 뿐, 임금․복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다.
지역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사용사업주인 브라우닝-페리스의 공동사용자 지
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상 지휘통제권 명시, 작업속도 조절 등 작업과정 지
휘, 비위 연루자에 대한 해고통보, 임금과 복지의 상한 제약 등 사용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통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지
시 혹은 간접적 지휘감독으로 본 것은 티엘아이 사건(1984)과 유사하다.

다. 연방노동위원회의 판단
노동조합(팀스터)이 지역사무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5인 패널회의)24) 에 회부했다. 사실조사 검토, 사무총장
(The General Counsel)25)의 의견 청취, 법률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위원회
는 지역사무소의 판단을 파기하고 브라우닝-페리스에 대해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NLRB, 2015 : 16～20).
첫째, 브라우닝-페리스는 채용과 해고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계약상 채용에 관한 모든 권한은 리드포인트에 있으나, 브라우닝-페리스가 자
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토록 요구한 것은 리드포인트의 채용권리
를 제약한 것이며, 따라서 브라우닝-페리스는 채용을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파견계약상 파견근로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는 점, 일정한 예고를 거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24) 동 사건은 5인 패널회의에 회부됐으며, 3(Pearce(의장), Hirozawa, McFeran) 대 2(Miscimarra
와 Johnson)로 최종 결정됐다.
25) 연방노동위원회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이
다. 부당노동행위 심사와 제소 권한이 있으며 지역사무소의 사건처리 등을 총괄 감독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6.3. 현재 사무총장은 Richard F. Griffin, Jr.이 맡고 있다(NLRB,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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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브라우닝-페리스는 고용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하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분류작업과정의 작업속도를 조절한 것은 브라우닝-페리스가 핵심적 고
용조건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브라우닝-페리
스가 작성한 성과평가 지침을 리드포인트의 감독관을 통해 준수토록 한 것 역
시, 단지 리드포인트를 경유해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한 것이므로 브라우닝-페
리스가 지휘감독권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브라우닝-페리스는 실제
로 작업속도의 조절, 분류작업 등은 리드포인트가 파견한 감독자에 의해 행해
졌으므로 직접적인 지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간접적
통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공동사용자 지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26)
셋째, 브라우닝-페리스가 파견근로자 중 비위 행위에 연루된 자 두 명을 리드
포인트에 통보하고 해고토록 한 사실 역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권 행사에 해
당한다. 비록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리드포인트에 의해 이뤄진 것이
사실이나, 궁극적으로는 브라우닝-페리스의 요청에 따른 결과로 볼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넷째, 임금 등 보수와 복지에 대한 결정에서도 브라우닝-페리스의 실질적 영
향력 행사가 입증된다. 비록 파견계약에는 임금 등에 대한 결정이 리드포인트
의 독자적 권한으로 명시돼 있으나, 브라우닝-페리스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임금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 결정을 통해 위원회는 1984년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엄격한 판단기준
을 폐기하고 간접적 행사를 포함하는 완화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연방노동위원회)는 공동사용자는 단지 고용조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보유해야 하고, 그 권한을 “제한적이고 정형화(limited and routine)된 방식이
26) 특히, 연방노동위원회는 작업속도로 인한 노동 강도 강화가 파견근로자와 브라우닝-페리
스 간 갈등의 주된 요인이며, 실제로 브라우닝-페리스의 감독자들은 작업속도를 더 빠르
게 할 것을 직접 주문하는 등 실제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NLRB,
2015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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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directly and immediately) 행사해야 한다”는 기
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커먼로가 의미하는 지휘통제권은 공동사
용자를 입증하는 지표로서 이는 실질적 행사의 문제이며, 직접적 혹은 간접적
방식의 문제는 아니다”(NLBR, 2015 : 13, 25).

라. 새 결정의 근거와 의의
연방노동위원회가 지난 30여 년간 일관되게 유지돼 온 엄격한 기준을 폐기한
이유와 의의는 무엇인가? 우선, 1984년 도입된 엄격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티엘아이 사건과 래르코 사건을 재검토한 위원회는 당시 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을 근거 없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오류라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두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공동사용자 기준
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드는 필수요구 조건을 부가했으며, 이전 판결에 대한
폐기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NLRB, 2015 : 10, ( )는 인용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레이하운드 사건 결정을 계기로 비롯된 제1시기의
판단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지휘통제권이 계약상 명시돼 있는지 여부’와 ‘실제
행사됐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그레이하운드 사건과 유사한 티엘아이 사건과
래르코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는 지휘통제권의 행사 방식을 기준으로 도입하고
‘직접적’행사가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만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동시에
사용사업주의 작업지시 등에 대해서는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지시로서 직접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부가했다. 그러나 새 기준을 도입함에도 불
구하고 당시 위원회는 도입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위원회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2015)을 검토하면서 제2시기에 도입된 엄격한 기준에 대한 근거를
세밀히 살핀 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기에 이른다.
둘째, 엄격한 기준이 요구하는 지휘통제권의 직접적 행사는 커먼로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커먼로의 사용종속성 독트린(common-law agency
doctrine)은 근로자(또는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근원적 법원(法源)으로 주
종(主從)원칙(master-servant principle)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리스테이
트먼트(Restatement)27)는 “종속인은 타인의 일과 관련해 노무를 제공토록 고용
27) 리스테이트먼트는 판례의 요점을 정리한 주석서다. 주로 영국이나 미국 등 불문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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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를 말하며, 노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휘통제 혹은 지휘통제권
에 종속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Restatement Section 220(1)). 이때 지휘통제
권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나, 행사 방식까지를 규율하는 개
념은 아니다. 즉, 직접적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간접적 행사, 나아가 잠재적 행
사 (행사의 유보)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직접적 행사를 핵심
적 요건으로 하는 종래의 엄격한 기준은 커먼로의 지휘통제권 개념을 지나치
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커먼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
장이다.
셋째,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연방노사관계법의 취지와 목적 달성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간접고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
세에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비용절감은 물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남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이 제약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역시 방치될 가능성이 높
다. 이는 연방노사관계법의 근본 취지인 단체교섭 활성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
라 합리적인 노사관계 질서도 해친다. 새 결정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법
적용 기준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단체교섭 활성화 등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넷째, 새 결정의 의의는 오류 수정을 통해 법적 정의(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
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부과)를 재정립하고 법의 합목적성을 제

에서 발달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권위적인 법원으로 기능한다. 박제성 외(2015 : 344)에는 ‘판례휘찬(判例彙纂)’으로, 위키
백과에는 법재록(法再錄)으로 각각 번역돼 있으나, 통일된 번역어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
는 ‘리스테이트먼트’로 사용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위키백과의 설명 중 일부를 그대
로 인용한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혹은 법재록(法再錄)은 주법(州法)의 통일화
를 위한 운동으로서, 선례로 정착된 판례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 1923년 미국 법률협
회가 처음 발간하였다. 판례법 위주의 미국에서 법전화 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하였다. 리
스테이트먼트는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성문법이 취하고 있는 형식(모범 법전)을 갖
추고 있지만, 이것은 법도 아닐 뿐더러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이나, 미국의 대다수 법원
들은 리스테이트먼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persuasive) 것으로
인정하고 때로는 판결의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용하기도 한다. (중략) 리스테이트
먼트는 법적 효력은 가지지 않으나 부차적인 법원으로서 판례나 입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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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방노동위원회의 지휘통제권 판단기준 변화(시기별 비교)
지휘통제권
판단요소

제1시기 : 1965～83
제2 시기 : 1984 ～2014
제3시기 : 2015 이후
(그레이하운드 사건, 1965) (티엘아이/래르코 사건, 1984) (브라우닝-페리스 사건, 2015)

계약상 사용사업주의 지휘
통제권이 명시적으로 보장
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 기
명시적
준임. 계약상 사용사업주의
보유
지배․개입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
정할 수 있음

계약상 명시 여부와 상관없
이 실질적인 행사 여부를 중
심으로 판단함. 계약에 의
한 지휘통제권 명시 여부는
형식적 요소인 만큼 공동사
용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서는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행사가 입증돼야 함(보유만
으로는 불충분함).

계약상 명시 여부와 상관없
이 실질적인 행사 여부에 대
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함.
다만, 계약상 권리로 명시
돼 있을 경우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휘통제권을 잠재
적으로 보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자 지위
를 인정할 수 있음.

계약상 지휘통제권이 명시
돼 있지 않을 경우, 잠재적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
음. 따라서 공동사용자 지
위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
로 불충분함.

잠재적 보유 여부는 판단
요소에서 배제됨. 사업주 간
사업관계에서의 힘의 불균
형 문제는 연방노사관계법
(연방노동위원회)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

복수의 사용자 간 사업관계
에서의 힘의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지배관계가 존재할
경우, 지휘통제권을 잠재적
으로 보유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사업관계상 힘의 불
균형 문제와 함께 실제 행사
여부를 고려함.)

부차적․보완적 기준에 불
과하며, 계약상 명시돼 있
직접적
다면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하
는 경향을 보임.

사용사업주가 지휘통제권을
직접적․즉각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
하여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
정할 수 있음.

사용사업주가 지휘통제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경우 공
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함. 다
만, 행사 여부는 직접적 행
사에 한정되지 않음.

보유
여부

잠재적
보유
(실질적
지배력)

일상적/
행사 정형화 부차적․보완적 기준임.
여부 된 지시

일상적․정형화된 지시도 고
용조건과 관련된 핵심 사안
공동사용자 지위를 입증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기에 불충분함.
로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음.

간접적
부차적․보완적 기준임.
행사

파견사업주 등을 매개로 채
용, 해고, 성과평가 등에 관
공동사용자 지위를 입증하 여할 경우, 간접적 행사라
기에 불충분함.
하더라도 실질적 영향을 미
치므로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

주 : ( )은 시기를 결정짓는 계기가 된 연방노동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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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새 결정은 복수의 사용주 간 거래관계에 내재하는
힘의 불균형이 노사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간접
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접고용관계에서의 두 사업
주 사이에 힘의 비대칭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사업주는 고용사업주에 대
해 경제적 우위를 점한다.28) 이러한 거래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은 노사관계에
도 영향을 미친다.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사업주는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파견계약 등 근로자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니와, 이의 행사는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티엘아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사용사업주는 고용사업주와 해당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에도 직․간접적으
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거래관계에서의 힘의 비대칭이 노사관계에
서의 힘의 불균형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예다.29)
연방노동위원회 사무총장 역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며 엄격한 기준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사무총장은 ① 엄격한 기준이 연방노사관계법이 추구하
는 목적인 단체교섭의 실질적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으며, ② 동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판단기준은 법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③ 또한 비정규근로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함을 덧붙였다(NLRB, 2015 : 7～8).

마. 소수의견의 비판 및 검토
연방노동위원회의 새 결정에 대해 소수의견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
째, ‘넓은 기준’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잠재
적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고 비판했다. “단체교섭 테이블은 모든 잠
재적 사용자가 앉기에는 턱 없이 비좁다(NLRB, 2015 : 21)”라며 확장을 경계했
28) 물론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힘의 불균형 문제는 시
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경험적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사용사업주가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29) 다만 이는 간접적 효과로서 위원회가 새 결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취지는 아니
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의 “마. 소수의견에 대한 비판 및 검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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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새 기준은 커먼로의 지휘통제권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벗어나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오류임을 강조했다(NLRB, 2015 :
21).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먼로상 지휘통제권의 개념은 행사 방식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 공동사용자 원리의 운용 역시 커먼로와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여기에 대해서는 후술)라는 점에서 소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소수의견은 간접고용의 확산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적용기준을
변경해야 할 만큼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간접고용은 연방노사관계
법이 제정되던 시점(1935년)에서도 이미 확산돼 있었던 고용형태라는 점이 그
이유다. 법 제정 당시에도 입법자들은 간접고용의 현실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1947년 법 개정에서 2차 보이콧 금지 등을 새로이 규정한 이유 역시, 직접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사용자를 비합리적인 쟁의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라는 설명
을 덧붙였다. 판단컨대, 법 제정 당시 간접고용관계에 기초한 사업의 규모가 어
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2000년
이후 그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단체교섭권
제약,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회피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이다. 또한 소수의견이 근거로 들고 있는 2차 보이콧 금지를 규정한 1947년 개
정법은 간접고용관계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이는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된 사용자에 대해 그와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
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피케팅 등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것일
뿐이다. 이때 복수의 사용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간접고용관계는 한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대해 복수의
사용자가 관계하는 삼자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1947년 법이 규정하는 대상과
다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근거를 고려할 때 소수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소수의견은 위원회는 법과 판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새로운 기준을 제정해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비
판했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원
회의 권한 범위 밖에 있으며, 의회가 결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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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판단해야 하거니와,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엄격한 기준’이 새로이 도입된 1984년 두 결정의 경우, 연
방노동위원회는 충분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종전의 기준을 폐기하
고 엄격한 기준을 새로이 도입했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면 이는 이미 1984년
두 사건의 결정에서 적용됐어야 했다. 새 결정은 명백한 근거 없이 도입된 엄격
한 판단기준을 커먼로와 연방대법원의 판례 등에 기초해 오류를 회복했다는 점
에서 소수의견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연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독립적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1984년 판단기준 적용에서 발생한 오류를 성찰
하고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방대법원은 1975년
웨인가튼(Weingarten Inc.)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결에서, 산업의 발전 등 ‘변
화하는 환경을 고려’해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할 권한이 연방
노동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했다(Fanning, 1982 : 3). 결국 오류에 대한 수정, 연
방대법원이 인정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새 결정
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기보다는 법과 판례에 근거해 자신의 권한을 합리적으
로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0)
넷째, 소수의견은 오랫동안 유지된 판단기준을 폐기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예
측 가능성을 훼손하며 법상 사용자를 판단하는 데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새로운 기준의 도입은 앞으로 프렌차이즈 등을
포함해 간접고용관계에 따른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브라우닝-페리스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은 단지 경제적 현실이나
법의 취지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간접적 지배통제권의 행사에만 한정된 것
또한 아니다. 실제로 작업과정의 세밀한 지휘와 통제 등 직접적인 지휘통제권
의 행사 사실 또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혼
란이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은 지나친 예단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소수의견은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독립된 복수의 사업자(실체)는
30) 위원회(2015 : 16)는 노동관계법의 영역에서는 경제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새롭게 드러나는 만큼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진화된 프로세스의 탐색이 필요함을 강
조했다(In this area of labor law, as in others, the “‘nature of the problem, as
revealed by unfolding variant situations,’requires ‘an evolutionary process for its
rational response, not a quick, definite formular as a comprehensive answer’”
(Eastex, Inc. v. NLRB, 437 U.S. 556, 574～575(1978); NLRB(2015 : 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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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 기업 사이에 불가
피하게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을 단체교섭권의 회복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접
근은 오류라고 비판했다. 상호의존성을 갖는 기업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통해 단체교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산업평
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NLRB, 2015 : 23). 또한 독
립된 사용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와 이로 인한 힘의 불균형에 대해 연방노동
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는 점 역시 소수의견은 지적하고 있
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사업관계에서의 복수의 사용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존재하
는 기업 간 경제력 혹은 지배력의 차이는 소수의견의 지적처럼 연방노동위원회
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다만, 소수의견의 비판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
새 결정의 주요 취지는 핵심적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정당하게
부과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힘의 (불)균
형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Ⅳ. 한국의 간접고용과 공동사용자 원리 비교 :
사용자 책임 확장론을 중심으로

1. 사용자 책임 확장론 :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와 위장도급 법리
간접고용의 확산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파견과 용역근로자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사내하도급 관행도 확산되고 있다. 사내하도급은 원사
업자(원청)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하청)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
는 하도급 거래 중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일
반적 하도급과 달리 구체적 작업이 수급자(하청)의 작업장이 아닌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업장의 공간적 공유로 인해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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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원사업자의 실질적 지배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위장도급이 확산되
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하다. 위장도급이란 도급의 외양을 취하면서도 실제는
원사업자가 하청근로자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는 불법적 고용관행이
다. 위장도급을 통해 원사업자는 비용절감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은 물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도 면할 수 있다. 이는 위장도급이 빠른 속도
로 확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김기선, 2014).
‘사용자 책임 확장론’은 간접고용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법리적) 대
응이다. 이 논의는 간접고용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행사
함에도 불구하고 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서지 않는 원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법리를 사유한다는 점에서 공동사용자 원리와 취지를
공유하고 있다. 간접고용의 대표적 유형인 파견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달리 별
도의 입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용자 원리와 직접 견주어 논의하기
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별도
로 규율하는 입법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사용자 원리의 함의가 적용될 여지가
넓다. 여기서는 주로 사내하도급에 초점을 두어 논의한다.
한국의 ‘사용자 책임 확장론’은 이중원리(dual doctrine)에 근거해 있다. 하나
는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이고, 다른 하나는 위장도급(불법파견) 법리다. 한국
법원은 불법 사내하도급(위장도급)을 규율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사내하도급 근
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핀 후, 묵시적 근로계약이 존
재하지 않을 경우 도급-파견의 구분에 기초해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불법파견으로 우회적으로 규율한다(한광수, 2014).31)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는 근로계약의 외양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그 실질을 따
31) 묵시적 근로계약의 부재가 왜 곧바로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전환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광수, 2014; 양승광, 2015 : 205). 실제로 위장도급 법리는 그동안 위장
도급관계에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보호하는 데 일정 정도 기
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용 근거가 불명확하다. 도급과 파견은 삼자 고용관계라는
형식만을 공유할 뿐 내용상 구별되는 계약이다. 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작업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인정하되 허용업종, 기간 등속이 제한되는 예외적 계약이다. 형식의 유사성만을
고려해 도급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파견 원리를 개입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실제
로 법원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부재할 경우 근로자 파견관계로 전환되는 데 대해 법
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의 입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법적 간접고용을
규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으나, 최소한 법리적 근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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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근로관계를 판단하는 접근이다. 주로 원고용주의 경영상 독립성, 피고용인
의 사용종속성, 임금지급 등 노무관리의 실제 등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존재 여
부를 판단하거니와 한국 대법원은 2010년 현대자동차 사건을 판결하며 묵시
적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했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
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
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
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
4367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묵시적 근로계약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형
식적이고 명목적인 존재에 해당할 정도로 무의미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5. 2.
26. 선고된 KTX 여승무원 판결32)은 이를 잘 나타내거니와, 대법원은 하도급사
업주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 인사관리 등을 행했다는 이유(원사업자와 하도급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이)로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을 인정한 원심
을 파기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한다).
묵시적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여부
와 함께 도급을 특징짓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한
다. 2010년 현대자동차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① 혼재배치, ② 원청업체 소유
의 시설과 부품을 사용한 점, ③ 원청업체가 작업배치, 작업량, 작업순서 등을
결정하고,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단순․반복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
④ 하청업체 고유 기술 및 자본이 투입되지 않은 점, ⑤ 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
이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
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불법파견)한다고 판시했다.33)
3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이하 KTX 여승무원 판결 1.
33) 이는 원․하청 간 도급관계를 근로자 파견관계로 간주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정, 2015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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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들어 적법도급의 범위가 넓어지고 파견관계 성립요건도 까다로
워지면서 위장도급 법리의 적용 가능성마저 위축되고 있다. 2015. 2. 26. 선고
된 또 다른 KTX 여승무원 판결34)은 이를 잘 드러낸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하도급사업자(철도유통 등)의 업무가 원사업자(한국철도공사)의 업무와 구분돼
있고, 원사업자가 하도급근로자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등에 대한 결정 역시 하도급사업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 파견관계를 부인했다.35) 이 판결로 인해 서비스와 같은 노무
역시 분리 가능한 업무로 적법한 도급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
법원은 업무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개념적 지표를 통해 안전 업무와 승객서비스
업무를 분리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등 이른바 노무도급도
가능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원심36)과는 달리 그 업무가 왜 분리 가능한가에 대
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37) 뿐만 아니라 파견관계 성립요건도 더 까
34) 대법원 2015.2.16. 선고2012다96922 판결, 이하 KTX 여승무원 판결 2.
35)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파견관계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
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
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
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
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
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
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
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16. 선고2012다96922 판결).
36) 이 사건의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실제 승객서비스 업무의 성질상 열차팀장과 KTX 여승
무원은 열차팀장의 지시, 감독권 유무와 관계없이 상호 공동업무 수행자의 지위에서 벗
어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따라서 승객서비스 업무 중 KTX 여승무원의 업무
를 열차팀장의 업무와 분리하여 이를 도급의 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은 도급인의 업무 영
역과 수급인의 업무 영역이 상호 혼재되어 도급계약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11.8.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37) 법률적 판단과 별도로, 현대 기업의 작업은 고도의 분업과 분업된 업무(혹은 과업)들 간
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의 분리 가능성’은 지나
치게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분업은 현상적으로는 업무의 체계적 분리를
의미하나 현대 기업은 분리된 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구조를 사전에 마련하고 분업
을 기획한다. 분업의 목적은 분리된 업무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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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워졌다. 원사업자의 지휘명령이 구속적일 만큼 지배적이어야 하고, 하도급
사업자의 존재는 무의미할 만큼 형식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38) 이는 적법도급
의 물리적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파견관계 성립의 판단기준 엄격화로 도
급의 적법성 기회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 내적 인과로 위장도급 법리의 적용
가능성이 축소됨에 따라 원사업주에게 그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상응
하는 만큼의 사용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

2. 공동사용자 원리와의 비교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규율체계로서의 미국의 공동사용자 원리와 한국의 이
중원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거니와, 하나는 판단기준의 엄격성이
고, 다른 하나는 효과성 측면이다. 전자는 실질적 영향력을 보유(혹은 행사)하
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원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며,
후자는 원리의 개입효과로서 노동관계법의 근본 취지 혹은 법적 정의(즉 권한
에 상응하는 책임의 부과)39)가 얼마나 회복(혹은 실현)되는가의 문제다. 미국에
견줘보면, 한국의 이중원리는 판단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이로 인해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다.
기준의 엄격성 측면에서 보면, 우선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에 대해 한국 대법
원은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사내하도급
업주(원고용주, 하청)의 독립성이거니와, 이는 그가 원사업주의 노무관리 대행
기 때문이다. 분업은 업무의 분리라는 현상적 의미보다, 분리된 업무의 유기적․협력적
통합을 의미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업무의 분리 가능성’은 실제로 현대
작업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공허한 용어다.
38) 강성태(2015 : 84～85)는 이 판결로 실질적 파견관계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
고 하면서, 가장 큰 특징은 근로계약의 성립과 파견관계의 존재를 ‘한꺼번에 섞어서 판
단’한 점이라 설명했다. 양자는 사용종속성을 본질로 하는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
지만 이를 판단하는 방식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39) 박제성(2013 : 49)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재벌 등)의 노사관계 문제점을 ‘근로자만 있고 사
용자는 없는 노사관계’로 진단하면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
고 있다. 사내하도급에서의 노사관계 역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없고’ 허약
한 사내하도급 업주와 양쪽 사용자로부터 소외되는 근로자만 ‘있는’ 노사관계다. 권한에 상
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는 일이 법의 정의를 회복하는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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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불과할 만큼의 명목성을 어느 정도나 탈피하고 있는가를 의미할 만큼
지나치게 엄격해40) 비현실적이다.41)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의 노무관리 대행기
관에 이를 만큼 명목적 존재가 아니거나, 원청기업이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간접적․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하므로 사내하
청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많다(윤애림, 2014 : 235). 앞서 살펴본 현대자
동차 사건(2010)에서 대법원은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사무실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등 관리업무를 독립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하청업체의 관리자가 현장
근로자를 감독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부인했다.
원청업체가 지휘명령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가
인사노무관리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명목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정, 2015 : 241).
최근 선고된 KTX 여승무원 판결 1은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가 더 이상 기능
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됐음을 보여준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묵시적 근로
계약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 엄격한 그러나 오류임이 분명한 입장
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하도급사업자인 철도유통 등이 인사운용 지침을 마련해
채용, 승진, 훈련 등 인사관리를 수행하였고 승무시간 등을 관리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하도급사업자가
자신의 근로자(하도급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
면, 원사업자와 하도급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부인됨을 의미한다(양승광,
2015 : 213). 주목해야 할 점은 원사업자와 간접고용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상관없는 원고용주(하도급사업주)의 독립성을 따져 묻는다
는 데 있다. 강성태(2015)와 박제성(2015)이 적절히 지적하듯, 원사업자의 사용
40) 박제성(2015 : 29)은 형식성․명목성의 정도를 “쉽게 말하면 (하청이) ‘허깨비’여야 한다
는 것이다.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겠지만, 하청의 허깨비성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갈비뼈 하나만 있어도 허깨비는 아니기 때문이다. ( )는 인용자가 덧붙임”라고 설명함
으로써 형식성과 명목성의 정도가 얼마나 지나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41) 이로 인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매우 드문 것은 당연한 결과다.
2002.11.26. 경기화학 사건 대법원 판결(2002도649), 2003.9.23. SK인사이트코리아 사건 대
법원 판결(2003두3420), 2008.7.10. 현대미포조선 사건 대법원 판결(2005다75088)이 묵
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대표적 판례이며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함의 : ‘브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2015)을 중심으로(신은종) 

117

자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용주와 그가 고용한 근로자 간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오류다. 하도급사업자의 독립성 여부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근
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원칙적으로 무관한 문제42)이
기 때문이다(박제성, 2015 : 29). 결국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도급사업자의 실체성(하도급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이 부분적으로라도 인정된다면 원청-하도급근로자 간 근로계
약관계는 인정될 길이 없어진 셈이다.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가 현실적으
로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43)
우리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브라우닝-페리스(2015) 결정으로 새로운 전기
를 마련한 미국과 비교해 보면,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제Ⅲ장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새로운 기준은 고용사업주가 채용,
승진, 징계 등 노무관리를 직접 수행했다 하더라도 작업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입증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단체교섭 의무,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 등 법이 정하는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
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비하면 한국의 대법원은 사용사업주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KTX
여승무원 판결 1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 강성태
(2015 : 83)는 대법원이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극히 예외
적이거나 사소하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
① 한국철도공사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동일한 공간에서
수행되고 서로 협조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②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KTX 여승무원도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화재 진압 및 승객 대피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돼 있다는 점, ③ 한국철도공사 직원 중 일부가 여승무원 채용 시 면
42) 강성태(2015 : 82) 역시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위 판결(KTX 여승무원 판결 1)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주어가 하청인 ‘철도유통 등’으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원청이
등장하는 것은 업무의 분리 설계 등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질문은 원청과
하청근로자 사이의 관계였지만, 대답은 하청과 하청근로자 사이의 관계였다.”
43) 이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 물적 지배구조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를 인정한 현대미포조선 판결(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을 고
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현대미포조선 판결 이후 대법원이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더욱 엄격해져 왔다(박제성 외, 2009 : 24; 양승광, 2015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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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관으로 참여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시킨 점, ④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는 점 등은 원청에게 지휘감독권이 존재하고 있고
사실상 행사됐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예외적 혹
은 관례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강성태, 2015). 이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2015)
이전에 미국 연방노동위원회가 취한 엄격한 태도(제2시기)와 매우 유사하다.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드물다 해도 위장도급 법리를 통해
사용자의 지위(책임)를 확장할 여지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역시 도급의 복잡하
고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특히 최근에는 파견관계 인정기
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된다. 핵심 기준 중 하나인 지휘명령권의 측면에 한정해 보면, 한국 대법원
의 입장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2015년 대법원은 현대
자동차의 사내하도급 사건을 판단44)하면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를 핵심 기
준으로 제시했다. 이때 ‘상당한 지휘명령’은 과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45)보
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포함해 실질적 지휘 또는 명령으
로 볼 수 있는 영향력 행사를 포함하고 있다(윤애림, 2014 : 236; 이정, 2015 :
247).46) 또한 판례는 간접적 행사(예를 들면 하청업체의 관리인이 지휘명령권
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도급 법리는 도급-파견의 개념적 구분
에 기초하고 있거니와,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뿐만 아니라 작업방식, 생산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사내하도급 업체의 고유 기술 및 자본 투입 여부 등
다양한 도급(혹은 파견)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47)하기 때문에 폭넓은 인정
44) 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45) 그동안 대법원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
는지 여부”(대법원, 1994.12.9. 94다22859)에 따라 근로자를 판단했다.
46)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례(2014.9.18.)는 ‘실질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의 인정 범위를 종전에 대법원이 제시한 것보다 넓게 해석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계
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법 2014.9.18. 선고 2010가합112481, 2010가합
112528[병합] 판결).
47) 대법원(2015)은 지휘명령권 이외에도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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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 선고된 KTX 여승무원 판결 2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법원은 파견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보다 엄격한 태도48)를 취하고
있거니와, 이로 인해 위장도급 법리의 적용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이중원리는 미국의 공동사용자 원리와 비교된
다. 묵시적 근로관계가 대체로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간접고용에 대
한 규율은 위장도급 법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장도급 법리에 의한
접근은 불법파견에 따른 제재 효과만을 예정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주된
효과로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만 고용의제 혹은 직접고용
의무, 이에 부수하는 임금지급 의무 등의 인정 등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며, 단
체교섭 활성화 등 미국의 공동사용자 원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온전히 기대할
수는 없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사용사업주(원청)가 아
닌 고용사업주이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적으로 제한된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
는 이중원리는 간접고용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에는 불
충분하며, 특히 단체교섭의 재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자
치 영역을 확장하는 데도 미흡하다.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
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지휘통제권이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판단된다.
48) 남해화학 판결(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파견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KTX 여승무원 판결 2와 동일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대
법원은 원사업자(남해화학)가 하도급근로자의 작업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고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점, 도급업무가 원사업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는 점 등을 들어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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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과 토론 : 공동사용자 원리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2015년 연방노동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이 한국의 간접고용관계 규
율체계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고용관계의 폐
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개입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간접고용관계의 확산은 노동력 거래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킴은 물론 노동기본
권을 제약함으로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는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자체의 분단(social divide)을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내포한다. 그만큼 간접고용의 폐해를 제어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에 견주어 볼 때, 한국의 규율체계는 간접고용관계하의
사용사업주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는 점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의 판단기준이 비현실적일 만
큼 엄격하다.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해서는 먼저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의 판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사내하도급 업주의 독자성(혹은
독립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작업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실질적
지휘명령이 입증된다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노
동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고 노동의 과실을 온전히 향유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형식적 요건’에 근거해 실체(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지
위)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노동위원회의 새로운
결정은 이 점에서 의미 있는 참조점이 된다. 직․간접적 지휘명령은 물론 잠재
적 지휘명령－즉,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행사하지 않은 상
황－도 공동사용자 지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요소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
성49)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49) ‘잠재적 지휘명령권’을 근거로 공동사용자 지위를 판단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브
라우닝-페리스 사건을 계기로 고용관계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나 지배력을 사
유하기 시작한 만큼 가까운 미래에 잠재적 지휘명령권에 근거한 결정이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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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은 근대 근로계약 법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
기를 내포한다. 다시 말하면 제한된 사용종속성에 근거한 근로계약 법리를 수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기획이 가능함을 시사한다.50) 근대 근로계약 법리가 전제
하는 전형적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에 근거한 종속노동(혹은 사용종
속성)에 기초해 있다. 노무제공과 수취는 당사자 간 일대일 계약－즉 “하나의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계약”(윤애림, 2014 : 232)－에
의해 그 권리․의무가 결정된다. 해당 근로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지
휘통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사용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해 약정된 임금의 지불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삼자 고용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간접고용이 출현
하면서 근대 근로계약 법리는 균열되기 시작한다. 사용사업주와 직접적 근로계
약 당사자가 아닌 간접고용근로자가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통제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 제기를 확장하면 근로자․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 ‘근대적’ 기준인 사용종속성 혹은 지휘통제권을 근본적으로 회
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현대기업의 노동(혹은 작업)조직 방식은 과거의
수직적 통합 모델에서 기업 간 네트워크 모델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
합돼 있던 사용자 기능도 서로 다른 기업의 사용자로 분산되고 있다(Harrison,
2007; 윤애림, 2014 : 234에서 재인용). 이로 인해 “하나의 통합된 사용자를 노
동법의 수규자로 설정했던 (근대) 법리들은 현실적으로 위기에 처한다. 근로계
약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력을 이용해 이윤을 얻지만 기존의 근로계약 법리로는
실제 사용자에게 노동법상 책임을 부여하기가 (원칙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
다. (중략) 기업이 ‘탈(脫)근로계약화’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면,
노동법의 적용이 반드시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에 고착될 이유가 없다.”(윤
애림, 2014 : 234～235 ( )는 인용자).
물론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를 근대 근로계약 법리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 시도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 새 결정은 비전형적 간접고용관계
를 근대적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용종속성(혹은 실질적 지휘
50) 이에 대한 논의로 박제성 외(2015)의 연구, 박제성(2007)의 연구, 그리고 윤애림(2014)
의 연구가 빼어나다. 여기서의 논의는 이들 연구의 주장과 논의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
며, 앞으로도 더 진전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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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에 기초한 법리의 외연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51) 그러
나 윤애림(2014)이 적절히 지적하는 것처럼, 이를 확장하면 근로자․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 ‘지휘통제권’이라는 근대적 사용종속성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 모색이 가능해진다.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거니와, 윤애림
(2014 : 236)은 사용종속성 판단의 핵심 지표인 ‘노무제공에 대한 지휘감독 여
부’에서 벗어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근로제공’ 지표로 대체돼야 함을 주장한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대 기업의 노동력 활용 방식이 탈(脫)근로계약화
하고 있으며, 기업은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보다는 결과의 향유에 궁극적인 관
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의 결과물을 취하는 자가 궁극적인 사용자
이어야 한다는 점이 윤애림의 제안이다. 같은 맥락에서 조임영(2013)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노동’을, 강성태(2008)는 한 근로자의 노동이나 핵심 고용조
건에 대해 복수의 사용자가 권한과 의무를 분배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 책
임 부과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제성(2007) 역시 ‘사업’을 동태적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사내하도급에 있어 원사업주의 사업과 원고용주의 사업
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를 지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
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52) 위 주장의 공통된 요소는 간접고용 등 비전형
적 고용관계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근대 근로계약 법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
적 사용자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안(법리)을 탐색하
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박제성(2013 : 59, 2015)은 ‘지배’ 관념을 직접 질문에 부치며 보
다 깊은 사유를 진전시키고 있거니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
법)의 ‘사업주’(노조법 제2조) 개념을 ‘사업을 지배하는 자’로 재해석하면서 신
공화주의(neo-republicanism)의 지배 개념을 노동관계에 도입한다. 신공화주의
는 공화적 자유의 핵심을 비지배자유(freedom-as-nondomination)로 새롭게 구
성하고 있다.53) 비지배자유란 사적 예속이나 지배가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한 공
51) 이 측면에서만 보면 간접고용 폐해의 완화는 근대 근로계약 법리의 확장으로 인한 효과
로 그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
52) 박제성(2007 : 271)은 가능태로서의 사업 개념을 통해 개별 사업장이나 기업이 아닌 기업
집단 차원에서도 교섭이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프랑스의
사례 등을 들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53) 신공화주의의 개략적 내용과 노사관계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은종(201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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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부재 상태를 의미한다(Pettit, 1999). 이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freedom-asnonintervention)를 자유의 핵심으로, 사유하는 자유주의적 견해와 구별된다.
Skinner(1998)는 방해와 지배를 구별하며, 비록 현실적인 간섭이 없는 상황이
라 해도 지배자의 자의적 지배가 가능하다면 이는 부자유라고 보았다.54) 즉, 지
배의 현실적 행사가 유보돼 있다 해도 그 가능성(자의적 지배 가능성)이 있다면
지배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공화적 자유는 불간섭 자유나 소극적 자유
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
신공화주의 관점에서 간접고용 문제를 살피면,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는 넓어진다. 지배는 자의적 개입 혹은 지배 가능성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역시, 유보된 지휘통제권의 존재도
공동사용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화적
자유 개념을 노동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박제성 외(2015)도 이 결정의 중요한 의의를 ‘지배’에 대한 새로
운 인식의 지평을 여는 데 있다고 논평했다.
셋째, 연방노동위원회의 역할 역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내포한다. 위원회는
커먼로와 관련법에 근거하되 산업구조 등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법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간접고용의 확산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했으며, 그 결과 간접고용에 내재한 불합
리성을 완화하고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했다. 2015년 9월, 한국의 중앙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 차별에 대해 징벌적
배상명령을 처음 판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징벌적 금전배

할 수 있으나 시론적 탐색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있다. 공화주의적 노사관계에 대한 진
전된 연구가 보완되길 기대한다.
54) Skinner는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1998)에서 공화적 자유의 핵심인 비지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자유는 한 사람이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것을 방해받을 때뿐만 아니
라 지배받을 때도 발생하는 것이다. 지배는 종속 혹은 예종의 상태로, 어떤 사람이 ∅하
는 것의 범위(latitute-to-∅)가 타인의 관용이나 자비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다. 어떤 사
람(p)이 ∅하는 데에 그러한 의존 상태에 있다면, ∅를 하는 P의 능력은 충분히 ∅를 자
유롭게(free-to-∅)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만약 P가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것이
그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변덕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P가 ∅를 자
유롭게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이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에서 스키너가 주장하는
것이다”(Kramer, 2008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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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명령 제도는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 비정규근로자에
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징벌적 성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판정을 통해 “임금 등의 차별에 대해 파견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물어오던 관행을 뒤집고 사용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부담”(파이낸셜
뉴스, 2015)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의 합리성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국 노동위원회가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의 불합
리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
넷째, 최근 소위 ‘노동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파견 제
도의 확장이 첨예한 갈등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
을 위해 현행 파견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55세 이상 고
령자의 파견허용 확대(제조업 직접생산공정과 절대금지 업무는 제외),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허용 대상 포함,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위 뿌리산업에의 파견 업
무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매일노동뉴스, 2015). 일자리 위기라는 현실을 고
려할 때 정부․여당의 입법 시도는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일자리 증가 효과는 경험적 문제일 뿐이며 파견법 개정이 예정하는
결과는 아니라는 점(적어도 일자리 증가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예측)이 결여
돼 있다는 점), 불평등을 넘어 사회의 분단으로 이어질 만큼 파견근로자, 사내
하도급근로자 등 간접고용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파견법의 근본
취지가 파견근로자 보호 및 남용방지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균형 있는
통찰은 결여돼 있다.55)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최근 변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지위를 확장함으로써 고용관계의 부정의(不正義)를 해소
55) 현재까지 진행된 노동개혁을 살펴보면,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완고한 반면, 노동계는 이를 저지할 만한 효과적 전략이나 동원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불가피하게 파견허용 범위를 확장해야 하는 상황
이 초래된다면(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독주나 노동계의 대응능력 미비 등으로 인해), 적
어도 사용사업주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이라도 입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코자 하는 주된 원인이 임금 절
감과 함께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함에 있다고 본다면, 단체교섭 의무
를 부과하는 방안은 무분별한 파견의 확대를 부분적으로나마 제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노
동계층 내에 갈등적 단절이 정규․비정규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체교섭 의무 부과 방안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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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덧붙여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이 시사하는 실천적 함의를 논함에 있어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식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과제
다.56) 공동사용자 원리가 규율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한정하면, 사용사업주에
대해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박제성
(2007)과 박제성․박지순․박은정(2007)은 가능태로서의 동태적 사업론에 입
각해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거나,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공동으로 수행토
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간접고용근로자가 사용사
업주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동일한 교섭단위를 구성하는 캐나다의 사례(제Ⅱ장)
를 참조할 수 있다.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의 함의를 확대해 개별적 근로관계까
지 넓혀 논의하면 연대책임의 방식이나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
화 등을 폭 넓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박제성 외, 2015). 이에 대해
앞으로 별도의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 만큼 진전된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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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Changes in the Joint Employer Doctrine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
: Focusing on NLRB’s Decision of ‘Browning-Ferris Industries
California Inc.’(2015)

Shin Eunjong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 have increased for the recent two decades
in the advanced economies, which brought about serious social problems
including discrimination, less competitiv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inherently restricted labor rights of collective bargaining. Critical is the
fact that the user companies have a strong incentive to escape from the legal
accountability imposed by the labor-related laws which leads to the unjust
relations between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It is why most capitalist
societies have developed varied regulation systems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the triangular employment. The joint employer doctrine is a unique approach
that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ve taken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this employment relationship. Under the doctrine, the joint employers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NLRA if they share or
co-determine those matters governing the essential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Recently, the NLRB determined that Browing-Feriss Industries,
a California waste management company is qualified to be a joint employer
as it exercised enough control over workers provided by a staffing firm. This
new decision effectively expands the tests for who counts as a joint employer
for a group of workers recruited by temporary work agencies, which ignites
a fierce debate. The NLRB reject the previous limiting requirement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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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has imposed for the last three decades, and will expand the scope of
the joint employer status in the future.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 in
the requirements of the joint employer status through the major decisions of
NLRB including Greyhound, TLI, Laerco, and the Browining-Ferris by which
it provides potential implications to the Korean regulation of the triangular
employment for the future of the just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It contributes
to theoretical development in searching not only for an alternative way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 but also a
legal/theoretical foundation to revise the modern labor contract doctrine in
a manner relevant to the changes in the recent labor markets.
Keywords : Browning-Ferris case, joint employer doctrine,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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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 : 업무개선 제안활동 활성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손지
아․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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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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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제2호(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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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하경효․박종희․

성과에 미치는 효과(박재민․김영규․전재식)

강선희)

▪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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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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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와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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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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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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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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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정책방향 검토 : 집단적 노무제공 거

▪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류문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백경민․

호)

박기태)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 고성과 인적

향 : 형제 · 자매 · 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자원관리의 조절효과(이수현․석진홍․박

한 분석(양정승)

우성)

▪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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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김경희)
Disability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상호구성 :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Cho)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이정

▪ Legislative

Challeng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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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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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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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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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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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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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홍․박우성)

▪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 보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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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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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박은정)

에 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김동원)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김기선)

◐ 제14권 제1호(2014년 3월)
▪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
존성(최효미)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
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
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이영면․
정선아)
▪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 제14권 제3호(2014년 9월)
▪ 고용의 질: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에 대
한 탐색(1983～2012)(유홍준․김기헌․오병돈)
▪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임금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서정희․백승호)
▪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석진홍․박우성)
▪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의 동향과 과제(양동
훈)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대한 연구 : 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

▪자동화와 근로시간 관행(노용진)

를 중심으로(옥지호)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 정액제에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조건의 국제비교와 시
사점(유길상)
▪ 안전분위기 구성요소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문기섭․장영철)
▪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
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
제를 중심으로(장우찬)

서 정률제 급여제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윤자영․홍민기)
▪근로자참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주형․이영면․
이윤상)

◐ 제15권 제1호(2015년 3월)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비정규 고용형태
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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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문지선)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의 희망임금 충족과
고용(박천수)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직종 파악을 위
한 탐색적 연구(김동현)
▪멕시코 노동법의 제도적 특징과 작업장
노사관계 연구(김주희)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심재진)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
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강승복)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
(조성호․변수정)
▪파업발생 결정요인 패널분석(김정우․송민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에 미친 영향 분석(이용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
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 그 결정
요인(김혜진)
▪잡 크래프팅의 선행요인과 일 관련 결과
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현장관리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내재
적 보상(김동배․김기태)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박은
정)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사명철)
▪수학에 대한 태도 및 수학실력이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녀 임금격차를
중심으로(임찬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보험을 중심으로(이병희)
▪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전인․오선

위탁 규모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김
혜원)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김혜진)
▪이주노동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관
한 실증분석(남성일․전재식․김진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