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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통적으로 대학 교육은 인적자본의 축적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을 통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진
다고 알려져 왔다. 또한 이는 인적자본 이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Schultz(1961)는 교육을 ‘장기적 수익을 목표로 이루어
지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중 하나’로 간주하여 미국의 국가 소득이 생산요소
투입 정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교육 투자의 경제적 수
익(return to education)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노동 투입의 큰
증가 없이도 노동자의 체화된 지식 및 기술이 실질적인 노동력의 향상에 상응
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육 투자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금전적 보상은 고학력 노동시장에
서의 수요와 공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Groot and Van den
Brink(2000), Ammermueller et al.(2009) 등의 실증연구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함을 보였으며, 이는 노동의 초과 공급 상태에서
는 교육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2000년 이후 대학
의 양적 팽창이 지속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대졸 노동자의 희소가치가 사라졌
으며, 34세 이하 청년층의 학력수준별 평균임금 분석 결과 4년제 대졸자의
20%와 2년제 대졸자의 절반 이상은 고졸자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호 외, 2014). 대졸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이 청년층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이병희 외(2005)는 같은 대졸 노동자 중에서도
연령대별 대체탄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청년
층 내에서 학력별 노동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학력 청년
층 상당수의 하향취업 또는 실망실업 상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청년
실업 완화 및 실력 위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특성화고의 설립, 고졸 채용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학 진학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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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지속
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학 졸업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보상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력 수준 또는 학교 급별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보상 정도에 관한 실증연
구는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으나, 청년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
는 1980년 졸업정원제 시행 전후 세대의 전문대학 이상 학교 급별 임금 프리미
엄을 분석한 이병희(2002), 성별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의 한계수익률을 추정한
백일우․임정준(2008), 대졸자 간 출신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를 분석한
고은미(2011) 등으로 다소 한정되어 있다.1) 게다가 이들 연구의 분석 모형은
최소자승법 위주로 개인의 능력 및 성취동기 등 관측되지 않은 요인이 학력 및
임금 수준과 동시에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에 대한 고민
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2)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육이 청년층 임금
에 미치는 효과, 즉 대졸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교육고
용패널의 제1차(2004)～제10차(2013)년도까지 총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하우스만과 테일러 모형(Hausman and Taylor, 1981) 기반의 임금함수를 추정
해 내생성으로 인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의 편의를 줄이고자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학 진학률 증가에 따른 고학력 노동시장의 수요 불균형
문제의 완화 및 직무와 교육의 연계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선취업 후진학 제도
를 도입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실태조사(김기홍 외, 2014)에 따르면, 직
무와 전공의 일치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학업과 업무의 병행에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의 체감 교육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취업 후진학 청
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의 대학 교육과정 이수가 직무 능력의 향상 등 인적자
본의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정착 과정
1) 김강호(2009)는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학
력 및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분석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고졸 학력 대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의 임금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
계를 갖는다.
2) 백일우․임정준(2008)은 여성 청년층에 초점을 두어 고등교육의 임금효과를 추정하였으며
해크만 2단계 추정법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화되지만 내생성에 대한 고려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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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현시점에 노동시장 측면의 성과를 진단하고 정책적 보완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에 관
한 선행연구에서의 계량경제학적 문제 및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
모형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마
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확장 방향
에 대하여 논의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 모형의 설정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Mincer(1974)의 임금방정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 임금방정식의 기본 모형에서는 로그임금의 변동을 학력
및 경력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며, 학력의 단위 증가에 따른 임금변화율
을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으로 본다. 교육이 어떠한 경로로 노동시장에서의 보
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먼저 Shultz(1961)와
Becker(1964)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교육을 통해 체화된 기술 또는 지식이 생
산성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높인다는 논리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인
적자본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교육의 임금효과를 해석함에 있어 노
동자의 능력 정도를 현시하는 신호(signal)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기도 하며,
대표적인 예로 Spence(1973)를 들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성과와 관련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을 통해 상승한 기
대임금의 현재가치가 교육비용 및 노동시장 진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초과
하는 한 취업 대신 상급 학교로의 진학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
나 지적 능력이 뛰어날수록 상위 단계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교육의 투자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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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Card, 2001). 이는 주로 독립변수와 오차항 간 독립 가정의 위배로 인한
내생성 문제로 설명된다. 즉 개인의 능력, 성취동기 등은 학력과 상관관계를 가
질 뿐 아니라 고임금 일자리를 가질 확률을 높이지만 이들은 정형화된 형태를
갖지 않으므로 오차항의 일부로 편입된다. 이때 통제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 요
인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학력의 편회귀계수에 포함되므로 학력의 임금효과
가 과대추정될 수 있다.3)
따라서 학력에 관한 선택편의 및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관심 대상인 학력과 높은 상관관계
를 갖는 동시에 종속변수인 임금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 이상의 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도구변수에 대한 학력변수의 회귀식과 도구변수로 학력
변수를 대체한 임금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방식이다. 즉 학력변수를 도구변수
의 선형함수로 대체함으로써 외생화하는 것이 핵심 원리이다. 학력의 도구변수
로는 학교와의 지리적 인접성(Kane and Rouse, 1993; Card, 1993) 및 근거리에
위치한 대학의 학비(Kane and Rouse, 1993),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의 교육 수준
(Trostel et al., 2002; Heckman and Li, 2004; 백일우․임정준, 2008), 의무 교육
연한(Angrist and Krueger, 1991; Harmon and Walker, 1995) 등이 적용되어 왔
다. 특히 의무교육연한을 도구변수로 적용한 두 사례4)는 준실험(quasi
experiment)에 의한 통제에 해당하는데, 준실험은 두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므로 내생성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임의의 표본 추출(random
sampling)이라는 점에서 선택편의의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장점을 갖는다.5)
3) 임금방정식의 기본 모형은 ln임금     학력   경력   경력   으로 표기되며
이때 학력의 편회귀계수 a1을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또는 교육의 투자수익률로 볼 수
있다. 능력 및 성취동기 등의 개인 특성은 학력 및 임금 둘 다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최소자승법의 기본 가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ln임금     학력   경력 
 경력  능력   과 같이 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능력 등의 개인특성은

관측이 어려워 오차항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교육의 투자수익률
     학력 능력 이 된다. 능력은 임금 및 학력과 각각 양(+)의 상관
추정치는  
관계를 가지므로 a1의 추정치는 a1의 올바른 모수보다 큰 값으로 나타난다.
4) 이들 연구에서는 교육제도의 변화 또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의무교육
인하여 기간을 적용받은 두 집단 간 임금 차이를 분석해 이를 학력에 따른 임금효과로
간주하였다.
5) 자연과학 분야 실험에서 처리 요인(treatment variable) 외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조건으
로 통제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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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론적 강건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도구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도구변수 추정법의 한계로 작용한다. Carneiro and Heckman
(2002)은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도구변수의 대다수가 개인의 미관측된 능력과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족, 특히 부모의 교
육수준은 자료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그러한 이유로 교육의 임금효과
와 관련한 국내 연구의 대다수가 이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은 부모의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 투자 정도에
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의 임금은 부모의 임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는 것이 Solon(1992) 등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실증연구에서 수차례 입증되었
다6). 따라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임금 수준과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도구변수로 사용 시 내생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구
변수를 사용한 교육의 임금효과는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Card, 2001)7). 특히 의무교육연한 기준에 따른 집단 구분 또는 대학과의
인접성 등 교육의 기회비용 차원에서 학력과 상관관계를 갖는 도구변수를 적용
할 경우 교육비용 지불에 대한 부담 정도에 따라 도구변수와 학력 간 상관관계
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연한이 14세까지에서 15
세까지로 늘어나는 경우, 의무교육과정만 이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도
구변수의 값(제도 개편 이전=0, 제도 개편 이후=1)이 학력과 큰 상관관계를 보
이는 반면 제도 개편과 무관하게 15세가 넘어서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집단에
서는 도구변수의 학력 변별능력이 떨어질 것이다8). 따라서 교육의 기회비용과
없다. 대안으로 임의의 표본선택(random assignment) 방식이 쓰이는데, 이는 동전 던지기
나 난수표의 사례에서처럼 임의의 표본선택 시 확률적으로 평균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집
단을 추출할 수 있다는 Fisher(1925)의 논리에 근거한다.
6) 국내를 대상으로 한 세대 간 소득이동성 추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소득탄력성 계수
가 0.3에서 0.4 정도로 나타났다(김민성 외, 2009; 양정승, 2012; 현은주, 2013).
7)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Card(2001)에 따르면, 도구
변수 추정법을 적용한 경우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했을 때보다 추정치가 20% 이상 높은 값
으로 나타난다. 그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견해는 교육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의 임금효과는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8) Card(1993)는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 감소에 따른 진학 가능성이 경제적 수준 등이 낮은
경우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장기 거주 지역 내 대학 유무 및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의 상호 작용항을 도구변수로 적용한 모형을 추가 분석하였고, 그 결과 거주
지역 내 대학 유무 자체를 도구변수로 적용한 기본 모형에 비해 추정계수의 값이 4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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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도구변수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 등 도구변수의 학력
변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구변수의 적
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관심 대상 집단이 도구변수를 통해 구별되는
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제도와 관련한 준실험적 설계를
통한 교육연수의 증가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대학, 대학원 등의 상위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추정결과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의 해결을 위해 도구변수 추정법 대신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Hausman and Taylor Model)을 적용한다. 이는 패널
자료를 활용해 미관측된 개체 특성과 잠재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
간 가변 및 시간 불변 설명변수에 대해 도구변수를 적용하는 추정 방식이다.
패널 자료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라 동일한 개체가 수차례 관측되므로, 모형 내
시간 가변 외생변수를 활용해 도구변수를 적용한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임금함수는 수식 (1)에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설명변수를 시간에 따른 변동성 여부와 개체별 미관측된 특성과의 상관관계 존
재, 즉 내생성 여부에 따라 시간 가변 외생변수( ), 시간 가변 내생변수 ( ),
시간 불변 외생변수(   ), 시간 불변 내생변수(   )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와  는 각각 관측되지 않은 개체의 특성 효과 및 확률적 교란항을 나
타낸다.


 





   









   







   

 



  

(1)

   
집단 내 변환(within transformation) 과정을 거쳐 임금함수를 식 (2)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시간 가변 외생변수의 개체별 시점별 값에서 개체별 평균값을

 을 시간 가변 외생변수  의 도구변수로, 시간 가변 내생변수의
뺀   


 을 시간 가변 내생변수 
개체별 시점별 값에서 개체별 평균값을 뺀   
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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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시간불변 외생변수   는 별도의 도구변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간 불변 내생변수   의 경우 시간 가변 외생변수의 평균값

 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이들 도구변수를 모두 적용해 2단계 최소자승법으


로 임금함수를 추정함으로써 불편추정량(  ,  ,  ,  )을 구할 수 있다.


  
 





    














 





    


        
 

 


  








  

(2)

  
∋ 

도구변수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 가변 외생변수의 수 가 시간 불
변 내생변수의 수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이들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해
야 한다. 실제 추정에 있어서는 시간 가변 변수 중 외생변수(  )와 내생변수
(  )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Garcia-Mainar and Montuenga-Gomez(2005)가
제시한 방법은 동일한 설명변수로 구성된 모형을 패널고정효과 방식 및 하우스
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방식으로 각각 추정해 하우스만 검정으로 결과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는 것이다9).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의 장점 중 하나는 모형에 불포함된 도구변
수(excluded instrument variables)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모형 외
부적인) 도구변수의 선정이 관건이 되는 횡단면 자료 기반의 도구변수 추정법
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시간 불변 변수의 계수를 온전히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널고정효과 모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Hausman and Tayor(1981)는 임금함수를 최소자승법, 패널고정효과 모형, 도
구변수 추정법, 그리고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으로 각각 추정해 그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통념과는 달리 내생성의 통제를 시도한 경우(패널 고정효

9) 집단 내 변환 과정을 통해 내생성을 제거한 패널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치와 하우스만 테일
러의 도구변수 모형 추정치 간 체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경우,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에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의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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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형은 제외)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했을 때 보다 학력의 임금효과가 큰 값으
로 나타났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투
자의 소득효과를 비교분석한 Garcia-Mainar and Montuenga-Gomez(2005)와 한국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학력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이시균(2006) 역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시균(2006)은 Card(1999)에서 제시한
잠재적 원인인 측정오차, 응답편의, 학력효과의 이질성 등의 영향을 검토하였
으며, 패널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측정오차 문제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
로우나 저학력자의 학력수준 왜곡 등의 응답편의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2.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이하 교육고용
패널)의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코호트의 제1차(2004)～제10차
(2013)년도까지의 자료와 제7차년도(2010)에 추가된 보정패널의 2013년까지 4
개 연도에 걸친 자료를 각각 결합해 활용하였다.10) 교육고용패널조사는 2004
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및 실업계 고등학
교 3학년생 중 각 2,000명씩을 대표성 있게 추출해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본 자료는 졸업 이후 진학, 노동시장 참여 등 진로 선택, 교육
및 근로 실태 등의 정보를 다년간에 걸쳐 제공하므로 청소년의 교육 경험과 노
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연계해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교육고용패널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정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을 측정함에 있어 안정
적인 소득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 대상에서
10) 현재(2015년 1월)까지 구축․제공되고 있는 자료의 범위인 10차년도(2013년 기준)에 고
등학생 및 중학생 코호트의 연령은 각각 만 27세와 만 24세로, 남성의 경우 군 복무와
관련해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음을 고려하면 대졸 남성 취업자가 분석 대
상에서 과소표집될 우려가 있다. 표본 내 대졸 취업자의 성별이 편향되는 것을 막기 위
해 분석 대상에서 중학생 코호트를 제외하고 전문대졸(2007년 2월 기준) 남성 337명과
4년제 대학 남성 졸업자(2009년 2월) 남성 420명으로 구성된 보정패널을 추가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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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또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아르바이트 등 학업
이 주가 되고 근로가 부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소득, 학력 등의 주요변수에 관한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두 번 이상 관측된 개인(총 1,925
명)으로 표본을 한정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패널모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분석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관측치는 제3차～제10차년도까
지 총 8개 연도에 걸쳐 나타나는데 관측 빈도가 저마다 다른 불균형패널의 형
식을 취한다. 관측 빈도별 표본 수는 <표 1>과 같다.
분석 대상 표본은 임금근로자로서 관측된 두 개 시점 이상의 관측기간 동안
학력이 변동했는지에 따라 [그림 1]에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전체 표본의
79.4%(1,528명)는 관측 기간 동안 학력이 변동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20.6%(397명)는 선취업 후진학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금근로자로 관측된 복
수의 시점에서 학력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변동한 397명 중 고졸
에서 전문대졸로, 고졸에서 대졸로, 전문대졸에서 대졸로 변동한 패널은 각각
190명(47.9%), 164명(41.3%), 43명(10.8%)이었다.
<표 1> 분석 표본의 관측 빈도별 분포
관측 빈도
관측치 수
비중(%)

2회
1,120
17.0

3회
1,737
26.4

4회
1,612
24.5

5회
1,170
17.8

6회
588
8.9

7회
308
4.7

8회
56
0.8

[그림 1] 관측기간 동안 학력 변동 여부에 따른 분석 대상 표본의 구분

전체
6,59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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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로는 개인의 월 소득
자료(만 원)에 로그를 취하여 적용하였고, 독립변수는 학력, 성별, 해당 직장에
서의 경력(근속연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시간제 여부, 정규직 여부 및 직장
규모로 설정하였다. 10개 연도에 걸친 소득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10년)를 활용해 소득 금액을 보정하였다. 주요 변수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11). 전문대학 및 4년
제 대학교 중퇴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으로, 대학원 중퇴의 경우 대학교 졸업으
로 처리하였다. 근속연수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현 직장에서의 근무 시작 월
에 관한 응답 자료를 통해 계산하였다. 근무시간에 따른 구분은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로 하였고 근무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직
장 규모는 응답 자료를 기준으로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직장 소재지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및 경상권의 다섯 개 권역과 제주 및 해외를
포괄하는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업종은 산업분류 코드상의 대분류를 기준
으로 하되 관측치 수를 고려하여 일부 산업군을 통합․조정하였다. 그 외에도
직업별 임금 편차를 통제하기 위해 직종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문
항에 대한 결측치가 많아 변수로 적용하지 않았다12). 변수의 구성 및 처리 방
식에 관해서는 <표 2>에 설명하였다.

11) 9차년도부터 대학원 졸업자(석사 학위 소지자)의 임금근로가 관측되지만 해당 표본은 전
체의 0.7%(46개)로 매우 적으며 이들 집단의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평
균 0.96년)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
에서 임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려워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12) 직종변수를 고려할 경우 표본 수가 6,613개에서 4,098개로 38%가량 소실되며 이에 따
른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변수로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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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구성 및 처리 방식
변수
종속변수 ln(소득)

처리방식
월평균임금, 초과근로수당 및 특별급여의 합을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해 로그를 취함

학력

고등학교 졸업(참조 집단),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
학교 졸업

성별

남성=1, 여성=0

근속연수

현 직장 근속연수(연속형 변수)

주당 근무시간

주 평균 근무시간(연속형 변수)

근무시간 유형

시간제=1, 전일제=0

근무형태

정규직=1, 비정규직=0

독립변수 직장 규모

10명 미만(참조 집단), 10명 이상 49명 미만, 50명
이상 99명 미만, 100명 이상 299명 미만, 300명 이상

직장 소재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 및 해
외(참조 집단)

업종

제조업(참조 집단),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운수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
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업종

Ⅲ. 분석 결과 및 해석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일반계고 3학년생, 전문계고 3학년생, 보정패널 중 전
문대학 졸업자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월평균소득은 제10차년도(2013년도) 기준으로 210.8만 원으로,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13)의 25세 이상 29세 미만 청년층의 전체 직종 평
균 월 급여 총액인 201.88만 원(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함)과 비슷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
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특히 7차년도 이후 보정패널자료가 추가됨에 따라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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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고학력자 비중과 월평균소득도 점
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 4차연도에 제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는 것에 비하여 최근 조사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업종의 분포가 다양해졌으며 특
히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금융 및 보험․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분포는 시점별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나 수도권에 취업하는 경우는 대체로 4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해 왔다.
<표 3>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월평균소득(백만 원)

성별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 차

전체

54.0

51.0

50.5

47.9

49.6

49.2

48.4

48.5

49.1

근속연수

1.5

1.4

1.5

1.4

1.8

2.1

2.6

3.9

2.4

빈도(%)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 차

전체

100.0

74.7

57.1

52.4

29.5

28.2

24.8

20.1

35.2

전문대졸

0.0

25.3

42.9

34.1

39.6

40.0

39.2

37.4

37.3

대학교졸

0.0

0.0

0.0

13.5

30.9

31.8

36.1

42.5

27.5

남성

16.8

13.1

24.1

34.5

58.3

52.6

52.2

61.0

48.4

여성

83.2

고졸
학력

3차

145.0 139.0 155.7 134.8 167.0 177.0 192.7 210.8 176.4

주당 근무시간

변수
1)

평균

86.9

75.9

65.5

41.7

47.4

47.8

39.0

51.6

근무시간 시간제
유형
전일제

6.8

12.5

6.3

17.1

11.9

10.0

7.2

5.6

9.5

93.2

87.5

93.8

82.9

88.1

90.0

92.8

94.4

90.5

정규직

근무
형태

직장
규모

직장
소재지

94.4

87.8

86.9

66.2

73.7

78.3

83.4

61.6

74.9

비정규직

5.6

12.2

13.1

33.8

26.3

21.7

16.6

38.4

25.1

10 명 미만

34.8

47.9

55.6

55.1

45.1

46.9

42.5

19.9

41.5

10 ～49 명

29.2

29.0

25.0

28.6

33.8

29.7

34.0

20.6

28.8

50 ～99 명

36.0

23.2

19.4

16.3

20.8

23.4

23.5

10.9

19.5

100 ～299 명

0.0

0.0

0.0

0.0

0.0

0.0

0.0

13.3

2.8

300 명 이상

0.0

0.0

0.0

0.0

0.0

0.0

0.0

35.3

7.3

수도권

50.3

44.2

45.9

42.7

42.1

46.4

46.4

47.3

45.1

경상권

23.0

28.4

27.4

29.1

24.1

26.4

28.3

27.0

27.0

충청권

20.5

15.5

14.9

13.2

11.1

12.0

11.6

11.4

12.4

전라권

6.2

10.1

10.3

12.1

9.6

12.4

11.3

11.7

11.2

강원권

0.0

1.5

1.3

2.8

1.6

1.8

1.9

2.2

1.9

기타

0.0

0.3

0.2

0.0

0.2

0.1

0.0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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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변수

업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운수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기타 업종
관측치 수

빈도(%)

3차
60.9
0.0
1.9
18.0
3.1
1.2
0.6

4차
39.0
0.0
1.8
19.5
2.4
0.9
5.8

5차
30.4
0.6
3.4
18.1
2.6
1.9
8.2

6차
21.8
0.9
2.7
23.3
2.2
2.2
9.2

7차
26.3
0.5
3.5
17.5
2.2
3.5
14.0

8차
28.8
0.8
4.3
14.8
2.5
3.3
13.9

9 차 10 차 전체
31.1 33.6 30.3
0.5
0.5
0.6
3.8
3.9
3.6
14.7 13.1 16.5
2.9
3.2
2.6
3.8
4.1
3.2
13.2 13.6 11.9

2.5

4.3

3.2

4.2

4.7

4.7

4.0

3.6

4.1

0.6
6.2

3.4
9.8

4.7
17.9

6.9
16.0

5.3
10.9

5.4
13.2

4.9
12.4

4.5
10.5

5.0
12.5

1.9

4.6

3.7

6.1

5.3

3.4

3.3

3.6

4.1

0.0
5.6
161

0.9
10.7
328

0.9
4.7
464

0.3
0.2
0.5
0.2
0.1
0.3
4.6
5.8
4.3
4.7
4.7
5.1
742 1,169 1,105 1,228 1,394 6,591

주 : 1) 중퇴 학력의 경우 이전 단계의 졸업학력을 적용하였음.

2. 임금함수 추정결과
최소자승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13) 그리고 하우스만 테일러 모형을 적용해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표 4). 최소자승법을 적용한 모형(첫 번째 열)에서는 전
문대학 졸업과 4년제 대학교 졸업의 경우 근속연수,14) 근무시간 및 형태, 직장
규모, 직장 소재 지역, 업종 및 연도 더미를 통제했을 때 고졸 대비 각각 5.3%,
14.8% 높은 임금 수준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른
13) 패널고정효과 모형은 집단 내 변환 과정에서 시간 불변 변수가 제거되어 관심변수가 시
간에 따라 불변인 경우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없지만 본 분석 자료에서
는 총표본 중 20.6%가 선취업 후진학으로 인한 학력 변동 집단에 해당되어 이들에 대
한 학력의 임금효과가 관측된다.
14) Mincer(1974)의 임금방정식에서는 근무 경력을 주요 통제변수로 적용하나 자료 확보상
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시 연령에서 취학연령 및 연수교육기간을 뺀 값을 경력의 대리
변수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속연수를 경력의 대리변수로 활용하
였다.
15) 청년기 임금의 대졸 프리미엄에 관한 2000년도 이후의 국내 연구사례(부표 1 참조)에서
는 최소자승법 적용 시 고졸 대비 4년제 대학교 졸업의 임금 프리미엄이 7.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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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효과는 약 3.6%이고, 주당 근무시간이 한 시간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0.6% 수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15.9% 정도 낮은 임금을 받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
규직 근로자보다 임금 수준이 14.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직장
의 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아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직장은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직장에 비해 임금이 23.9% 높게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에서는(두 번째 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졸업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이 각각 3.5%, 10.4%로 최소자승법을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미관측된 개체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개인 특성
과 학력 간 상관관계로 인한 내생성이 해소되어 학력의 임금효과에 관한 상향
편의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력 변동 집단에 한하여 임금효과를 관
측함에 따라 해당 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한 (하향) 선택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
도 배재할 수 없다16).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 기각에는 두 가지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세 번째 열)에서는 근무시간, 직장 소재 지
역 및 연도 더미를 시간 가변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개체별 평균치를 시간 불변
내생변수의 도구변수로 적용하였다.17) 그 결과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은 고졸
학력 대비 전문대 졸업의 경우 3.5%, 4년제 대학교 졸업의 경우 12.1%로 최소
자승법을 적용한 추정치에 비해 각각 34%, 18.2% 감소하였다. 근속연수와 전
해크만 2단계 추정법 적용 시 7.13~11.65%의 분포를 보인다. 연구사례별로 통제변수의
범위가 다르며 본 연구에서는 시간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하였음을 고려하면 최소자승
법 적용 모형의 추정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 선취업 후진학 청년 임금근로자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임금근
로자로서의 노동시장 참여를 거치지 않고 대학(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진학해
이후 상위 학력으로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한 표본과 다른 속성을 가질 수 있다.
17) 임금함수 추정결과 근무시간 변수의 추정치는 방법론에 무관하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표 4 참조)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를 갖지 않는 외생변수를 시사한다. 직장 소재지 및
연도 더미변수의 경우 그 의미상 미관측된 개체의 특성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외생변수로 지정한 뒤 Garcia-Mainar and Montuenga-Gomez
(2005)의 방식을 따라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과 패널고정효과 방식으로 각각 모형을 추정
해 하우스만 검정한 결과 통계량(  )의 값은 17.6으로 패널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치와 하
우스만 테일러 모형의 추정치 간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기각에
실패하였다(p-value: 0.994). 이는 시간 가변 외생변수의 선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16

 노동정책연구․2016년 제16권 제3호

일제 및 정규직 근무의 임금효과는 각각 1.6%, 10.9%, 8.2%이다. 이들 변수의
추정치 모두 최소자승법 적용 시에 비해 감소하여 개인의 미관측된 특성이 학
력 뿐 아니라 근속연수, 전일제 및 정규직 근로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직장 규모에 따른 임금효과도 최소자승법 및 패널임의효과 모형의
추정치에 비하여 대체로 감소했다. 즉 학력이 높은 경우, 근속연수가 긴 경우,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그리고 근무하는 직장의 규모가 큰 경우 해당 개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이들의 임금 프리
미엄은 근로의 특성, 자격 등 가시적 조건 자체에 의해서 상당 부분 설명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의 성향 및 능력 자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개인(예를 들어, 성취동기가 강하거나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경
우)일수록 고학력, 긴 근속연수, 전일제 및 정규직 근로 등의 요건에 해당할 확
률이 높으므로 이들의 임금 프리미엄은 일부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에 기
인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근무시간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내생성의 통제 여
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근무시간의 분포는 개인의 능력 등 고유한 특성
과는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내생성의 제거를 시도했을 때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관련 선행연구 중에는 내생성을 통제함에 따라 보다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관측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며 측정오차, 응답편의, 출판편
의(publication bias) 및 학력 정도에 따른 교육의 한계수익률의 이질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Card, 2001; 이시균,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오류가 존재한다면 내생성의 해결 이후에도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여전히
상향편의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해당 오류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패널자료에서는 학력 변수를 교육연수가 아닌 최종 졸업학력
(고등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등)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 응답자의 주관
에 따른 응답편의(학력 수준의 부풀림 등)를 제외한다면 측정오차 및 응답편의
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러 시점에 걸친 응답을
관측해 학력 변수의 응답이 비일관적인 경우(예를 들어, 전년도에 4년제 대학
교 졸업으로 응답했다가 차년도에 전문대 졸업으로 응답한 경우)는 코딩 오류
또는 응답자의 인위적 응답편의로 간주해 표본에서 제거한 바 있다. 학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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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질성 문제는 준실험 기반의 도구변수 추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나, 모형 내의 시간 가변 외생변수의 평균치를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에서는 학력의 이질성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볼 때 하우스만 테일러 모형으로 추정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상향편의를 가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내생성의 통제시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가 감소한다는 것은 근무 환경
에서 대졸자와 고졸자 간 관측된 임금 격차 중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노동
시장에서의 보상 및 신호효과 외에 학력 집단 간 능력 및 성취동기 등의 내재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진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청년 임금근로자의 순수 임금상승효과는 고졸과 대졸 학력 간 평균 임금 격차
의 8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졸 청년이 고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높은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이는 대학 졸업 그 자체만
<표 4> 임금함수의 추정결과
최소자승법
상수항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성별(남성=1)
근속연수
주당 근무시간
시간제 근로
정규직
직장 규모 10～49명
직장 규모 50～99명
직장 규모 100～299명
직장 규모 300명 이상
직장 소재지 통제 여부1)
업종 통제 여부2)
연도 더미 통제 여부3)
조정된 R결정계수
Wald 통계량(  )
관측치 수

4.226***(0.040)
0.053***(0.009)
0.148***(0.011)
0.103***(0.009)
0.036***(0.002)
0.006***(0.000)
-0.159***(0.014)
0.141***(0.010)
0.122***(0.009)
0.187***(0.011)
0.106***(0.025)
0.239***(0.019)
o
o
o
0.533
6,591

패널고정효과
모형
4.348***(0.045)
0.035 (0.018)
0.104***(0.021)
0.014***(0.003)
0.006***(0.000)
-0.108***(0.015)
0.082***(0.010)
0.098***(0.011)
0.119***(0.014)
0.110***(0.027)
0.158***(0.022)
o
o
o
0.598
6,591

하우스만 테일러
도구변수 모형
4.295***(0.043)
0.035* (0.017)
0.121***(0.018)
0.097***(0.013)
0.016***(0.003)
0.006***(0.000)
-0.109***(0.015)
0.082***(0.010)
0.098***(0.011)
0.119***(0.014)
0.110***(0.027)
0.158***(0.022)
o
o
o

12194.75
6,591

주 : *** 1%, ** 5%, *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1), 2), 3) 직장 소재 지역, 업종 및 연도 더미별 추정계수는 지면 관계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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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 능력 및 성취동기 등이 보상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졸 청년 인력의 초과 공급이 지속되는
한 학력 자체에 따른 임금 변별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일
학력 집단 내에서의 차별화 요인이 요구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학력 집단 간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 불일치의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고졸 노동
시장의 질적 개선과 특화를 통한 개인별 적성에 따른 진학 및 취업의 선택이
노동시장에서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3. 선취업 후진학 집단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학업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한 청년 임금근로자와 선취업 후진학에
해당하는 청년 임금근로자 간 학력의 임금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학력 불변 집단과 학력 변동 집단으로 구분해 하우스만 테일
러의 도구변수 모형으로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표 5). 전문대학 졸업의 고졸
대비 임금 프리미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4년제 대학교 졸업의 임
금 프리미엄은 학력 불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취업 후진학
의 경우 대학 교육의 이수가 인적자본의 축적에 기여하는 정도, 또는 시장에서
의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그 원인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
후 학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이들이 시장에서 낮은 임금 프리미엄을 받는 대학(노동자의 능력을 암시하는
신호효과가 약한 대학)으로 주로 진학했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산업
체위탁교육, 재직자특별전형, 사내대학 등의 형태로 대학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로와 학업의 병행에 따른 학습 시간의 부족뿐 아니라 학생 간 기초학력 수준
및 연령 등의 편차가 큼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받기 어렵고 일반전형
을 통해 졸업한 학생들에 비하여 역량이 낮다는 편견으로 인해 학위 취득에 따
른 보상에 있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김기홍 외, 2014). 선취업 후진학 제도
의 안착을 위해서는 직무와 학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커리큘럼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지원 및 교육 과정의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해당 교육과정의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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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력 변동 여부에 따른 집단별 임금함수의 추정결과

상수항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성별(남성=1)
근속연수
근무시간
시간제근로
정규직
직장 규모 10～49명
직장 규모 50～99명
직장 규모 100～299명
직장 규모 300명 이상
1)
직장 소재지 통제 여부
2)
업종 통제 여부
연도 더미 통제 여부3)
조정된 R결정계수
Wald 통계량(  )
관측치 수

하우스만 테일러 모형 :
학력 불변 집단
4.365***(0.047)
0.027 (0.032)
0.117***(0.025)
0.116***(0.015)
0.017***(0.003)
0.004***(0.000)
-0.069***(0.016)
0.073***(0.010)
0.075***(0.012)
0.103***(0.015)
0.086** (0.029)
0.137***(0.023)
o
o
o
0.447
10116.27
5,107

하우스만 테일러 모형 :
학력 변동 집단
4.236***(0.128)
0.018 (0.028)
0.082* (0.035)
0.050 (0.029)
0.018* (0.008)
0.009***(0.001)
-0.166***(0.035)
0.108***(0.024)
0.146***(0.027)
0.152***(0.034)
0.147* (0.065)
0.191***(0.053)
o
o
o
0.260
2845.79
1,484

주 :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1), 2), 3) 직장 소재 지역, 업종 및 연도 더미별 추정계수는 지면 관계로 생략함.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자료(제1차∼제10차년도)를 활용하
여 대학 졸업자의 사회 초년기 임금 프리미엄을 분석하였다. 최소자승법을 사
용해 임금함수를 추정한 경우 대졸과 고졸 학력의 임금 격차가 14.8%로 나타
났으며 일자리 유형, 근무시간 등의 요인 및 시간 고정효과 등을 추가로 통제하
였음을 고려하면 선행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생성을 해
결하기 위해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을 적용한 결과 대졸의 임금 프
리미엄은 12.1% 수준으로 감소한다. 대학교육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축적에 따
른 보상 및 신호효과는 대졸-고졸 간 임금격차의 81.8%를 설명하여 통상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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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보다는 대학 교육의 임금효과가 18.2%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측 기간 동안 학력이 변동한 청년 임금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취업 후진
학의 경우 대학 교육의 이수가 인적자본의 축적에 기여하는 정도, 또는 시장에
서의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에 있어서는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왔으며, 대안으로 도구변수 추정
법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는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합리성에도 불구하
고 실제 적용에 있어 이상적인 도구변수의 선정 및 추정결과의 일반화된 적용
이 어렵다는 제약을 갖는다. 본 연구는 내생성의 해결을 위해 하우스만 테일러
의 도구변수 모형을 적용해 임금방정식을 추정하고, 내생성 여부에 따른 대졸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를 비교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난 학력 집단 간 임금 수준
격차 중 대학 교육을 통해 발생하는 순수 임금상승효과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
지하는지 보여준다.
하우스만 테일러 도구변수 방식은 관측치의 손실 없이 시간 불변 내생변수의
불편추정량을 구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갖지만, 시간에 따라 불변인 미관측
개체효과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미관측 개체
효과가 존재할 경우(예를 들어, 교육 이수 또는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 이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도구변수 선정 과정에서 모형 내 시간 가변 변수
중 어느 것을 외생변수로 선정하는지에 따라 추정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패널고정효과 방식을 적용한 추정치와의 통계적 비교
를 통해 외생변수 선정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도구변수의 대안이 여럿인 경우 변수 및 자료의 속성,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도구변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취업 후진학에 해당하는 청년 임금근로자와 학업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한 청년 임금근로자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을 비교했는데
2009년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교육 과정이 신설된 사례가 많
아 노동시장에서의 보상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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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들 집단의 임금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진학 이전과
졸업 이후의 종사 업종 변동 여부, 업종과 전공 간 유사도 등을 추가로 통제함
으로써 직무와 학업 연계 정도가 대졸 임금 프리미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의 임금효과의 관측 대상이 임금근로자 집단으로 한정되는데 우리
나라 청년층의 미취업률이 40% 이상 차지함을 고려한다면 모집단의 상당 부분
이 절단되었음(truncated)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청년층 노
동시장에 초과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취업자 집단과 미취업 집단 간 능력
등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층의 대학 졸업에 따
른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 여부에 따른 표본
선택편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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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청년기 임금의 대졸 프리미엄에 관한 2000년대 이후의 국내 연구 결과
이병희(2002)

백일우․임정준(2008)

대졸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1)

28.1%

9.65 ～ 8.93 ～ 7.13 ～ 7.13 ～
11.65% 11.65% 10.98% 10.85%

20.5∼
25.1%

14.6∼
27.0%

18.0∼
41.7%

25.2∼
54.1%

관측시점

2000

2006

1999

2002

2005

2008

관측치 수

1,416

2,741

342

322

320

316

자료

34 세 미만

18 세 이상 37 세 미만

26 세 이상 29 세 미만

자료

한국노동패널

청년패널

한국노동패널

모형

최소자승법

최소
자승법

통제변수

대학 유형,
학교 재학
여부, 경력,
성별,
근속연수

학교급별 더미,
경력, 혼인 여부,
고졸 이하 더미, 전문대졸 더미, 10 위권
학교 급별 더미, 서울 거주 여부,
이내 대학 졸업, 10 위권 이하 대학
경력
정규직 여부,
졸업, 성별
전문직 여부,
대기업 근무 여부

해크만
2 단계
모형

최소
자승법

고은미(2011)

해크만
2 단계
모형

최소자승법

주 : 1) 백일우, 임정준(2008)의 연도별 대졸 임금 프리미엄의 추정치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여성과 남성 집단의 추정치이며(여성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보다 큰 것으로 추정
됨), 고은미(2011)의 연도별 대졸 임금 프리미엄의 추정치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
위권 이내 대학 졸업과 10위권 이하 대학 졸업의 로그임금에 대한 편회귀계수임.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진ㆍ김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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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llege Wage Premium among the Korean Youth
Yi Yoojin․Kim Euijune
This study analyzes the college wage premium among the Korean youth.
The wage premium is estimated using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data from 2004 to 2013. The result of OLS estimation shows the wage
premium for 4-year university graduates is 14.8%, consistent to th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wage premium decreases to 12.1% by
applying the efficient generalized instrument variables proposed by Hausman
and Taylor to relax endogeneity issue.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and signal effect account for only 81.8% of the difference between college
graduates and high school graduates, and the return to college education is
18.2% lower than the generally known level. In addition, the return to college
education is lower among youth with work experiences before entering college,
implying they might be penalized in terms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signal effect of college education.
Keywords : wage premium for college-graduates, efficient generalized instrument
variables, end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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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근로
자대표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5년
과 2013년 조사에 대해 둘 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조합원
과 비조합원 집단 모두에서 인식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
조합 조직률 정체상태, 소규모 사업장 대표성 한계 등이 향후에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13년 패널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미
가입 근로자들의 근로자대표제도 인식요인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직무만족
도가 높을수록 노동조합뿐 아니라 노사협의회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아졌
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 즉 노조수단성이 높을
수록 노사협의회 필요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
장의 경우 노동조합 필요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관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대체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 근로자대표제도,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조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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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대표제도는 근로자 이익대변 기능뿐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장기적 협력을 가능하
게 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산업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등 여러 가
지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Freeman & Rogers, 1999). 이에 따라 세
계 여러 나라에서는 단체교섭이나 쟁의권 등 노동조합에 대해 특별한 제도적
보호를 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근로자대표제도로서 일
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제도 도입이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근로자대표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성과중심의 경영전략 등이 서로 맞물려 근로자대
표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각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인 1989년도
에 19.8%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10.6%까지 떨어
졌다. 이후 2011년 7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10%대
에서 큰 변화가 없이 정체상태가 이어져 2013년 기준으로 10.3%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율도 공무원․교원 등의 공공부문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부문만
을 파악해볼 때는 2013년 기준으로 9.1%로 더 낮아진다(고용노동부, 2014). 하
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노동조합의 세력약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조
합 대표성에 대한 수요나 요구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노동
조합을 포함한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참여요구와 현실 사이에 괴리 현상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대안적 형태의 집단적 목소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Freeman
& Lazear, 1995).
이와 관련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안적 근로자대표제도로서 독일식 노사
협의회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고,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제도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최준하ㆍ이영면) 

29

시되고 있다(Helfen and Schuessler, 2009). 한편 미국의 경우 1994년 클린턴 행
정부 당시 197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성 하락에 대응하여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즉 던롭위원회에서 독일식 노사
협의회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혁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제도화에 이르
지 못한 채 여전히 위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신자유
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래 사용자 주도의 인적자
원관리전략, 소위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따른 근로자의 직접참여 경영전략이 강
화되고 있고, 이러한 고성과작업시스템에 의해 근로자대표조직에 의한 간접참
여가 상당 부분 대체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Kochan, Katz &
McKersie, 1986). 이러한 움직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
로 성과주의 임금체계 등 고성과작업시스템이 강화되어 온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뿐 아니라, 근로자의 목소리 기능
이 어떤 형태와 강도로 고용시스템 내에서 역할을 하느냐는 관련 법제도나 사
회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Kaufman, 2014).
이러한 요소 중 노사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해 어떤 요구와 기대를 갖고 있는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
조합이나 노사협의회와 같은 간접적 형태의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해 근로자들
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인가 살펴보는 것은 국가 고용시스템의 현황과 변화 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
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나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노조가입 의사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는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되
고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다(이영면․나인강․박재희, 2014; 이시균․김정
우, 2007 등).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어떤 요
인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잠
재적 수요층이면서도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비노조원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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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기존의 근로자대표제
도 인식 관련 국내 연구들이 주로 조합원을 중심으로, 노조수단성 인식이나 노
조몰입, 근로자참여 등에 대해 이루어졌지만(Kim & Kim, 2004; 노용진․박우
성, 2007 등) 비조합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노조가입 의사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관계
대표적 근로자대표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상호관계
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은 서로 간에 대체적일 수도 있고 보완적일 수도 있다.
20세기 초 유럽국가의 노동조합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별도의 근로자대표조직
이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사협의제를 반대하였다
(Brewster, Wood, Croucher & Brookes, 2007).1) 이후 노사의 대립적 입장과 역
학관계의 작용을 거쳐서 노사협의제는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대륙 국가들에
서 노동조합의 반대를 극복하고 점차 활성화된다. 특히 1920년에 독일 바이마
르 헌법은 노사협의제를 헌법상 기구로 제도화함으로써 제도 발전에 큰 전환점
을 이루었다. 그 결과 산별 차원의 노동조합과 사업장 차원의 노사협의제가 이
원적인 구조로서 근로자대표조직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고, 2차대전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장 차원의 공동의사결정제도가 산별 노동조합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지되고 노동조합의 전략으로까지 승인되게 된다(이영면․이동진, 2009). 그
러나 이러한 노사협의제는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유럽에서도 일반
적인 유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사업장 차원에서 강력한 노조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노사협의
제가 노동조합과 병렬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나 일본
1) 독일의 노사협의제는 영어로는 works council로 표현되며 우리나라에서 근로자평의회 등으
로 번역되나, 여기서는 노사 간에 협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노사협의제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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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기업별 노조가 자리 잡고 있었고, 미국의 경우 전국단위 노조와는 별개
로 독립적인 지역별노조가 사업장 차원에서 대표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하에
서 사용자들은 협조적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의도에서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대
표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사협의제는 노동조합과 경
쟁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Kim & Kim, 2004).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노동운동이 정체되는 반면에, 근로자들의 대표제도에 대한 요구
는 상당 수준에 이르러 노사협의제가 대안적 근로자대표제도로서 상당 기간 주
목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교섭은 노조가 해야 한다는
Electromation 판례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던롭위원회의 노사협의제 제도화 노
력이 실패한 이후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에는 오히려 기업들이 주도
하여 근로자의 업무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참여형태가 더욱 발전하게 된다. 소
위 고몰입 인적자원관리(High Involv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내
지 고성과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이라고 불리는 흐름이
그것이다(이영면․이동진, 2009; Appelbaum & Batt, 1994; Cappelli & Neumark,
2001; Pil & Macduffe, 1996).
이러한 양 제도의 이론적 관계에 대하여 노사협의제 등 비노조 근로자 대표
제도(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 NER)에 대한 비평가(Gollan, 2002;
Terry, 1999)들은 비노조 근로자 대표제도가 노동조합과 달리 법적으로 보장된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의 위협 앞에 무력화
되고 굴복하기 쉽다고 본다. 즉 비노조 근로자 대표제도는 단체교섭이나 파업
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비노조 대표제도는 자주 “이빨 없는 개(toothless dog)”, “당나귀
협의회(donkey council)” 또는 “애완용 곰(pet bear)” 등으로 비하되어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비해서 노사협의제와 같은 비노조 근로자 대표
제도는 보완적 기능을 할 수도 있다. Kaufman & Taras(2000)와 같은 학자들은
노사협의제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 정보공유, 기업특수적 직업훈련 등과 같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노동조합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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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고용안정과 같은 분배적 성격의 이슈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즉 비노조 근로자 대표제도는 교섭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 관심사를
다룸으로써 기업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협력
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ogers
& Streeck(1995)는 서구 9개국의 노사협의제 사례를 연구한 결과, 노사협의제
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양한 사업장 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또 다른 효과
적 통로로서, 노동조합과 상호보완적으로 근로자대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결
론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에 따른 근로자대표제도의 위축에 대응하
여 노사협의제가 노동조합에 대한 보완적 근로자대표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양 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살
펴보는 것은 의의가 클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근로자대표제도 사이의 인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 노조 미가입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이 서로 보완적일 것이다.

2. 근로자대표제도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근로자대표제도 중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노동조합
의 조직률이 하락한 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
노동조합 가입의도가 핵심 변수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들의 태도가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노동조합 찬반 투
표, 노동조합 활동참여 등에 있어서의 다양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들이 있다(Glick, Mirvis & Harder, 1977).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조합 결성
을 위해서는 노조 찬반선거가 요구되는 미국의 경우 근로자들의 직무 불만족이
노동조합 찬성투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Brett, 1980; Kochan, 1970). 또
한 임금수준보다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노동조합 찬성
투표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Bigoness & Tosi, 1984).
한편 노동조합 수단성 인식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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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McClend, Wheeler & Weikle(1998)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이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존중감 부족 외에, 근로자의 노동조합 수
단성 인식이 노동조합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이와 같이 노조의 수단성 인식이 노동조합 가입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들은 다수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Charlwood, 2002; Montgomery,
1989; Premack & Hunter, 1988).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참여
욕구 충족과 관련하여 사용자 주도의 근로자들의 직접참여가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노조기업의 인
적자원관리전략이나 근로자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의 주
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Kochan, Katz & McKersie, 1986).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운동의 시각에서 노조활동을 바라보는 연구
가 많기 때문에 노동운동 차원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의 구조 등에 대
한 연구는 비교적 많았으나,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태도에 대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영면․나인강․박재희, 2014).
더욱이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오계택(2007)은 8차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연구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성향과 관련하여 김유선
(2001)은 1990년대 말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은 근로자들의 가입성향인 수요 측
요인보다는, 노조 가입을 제약하는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이시균․김정우(2007)의 연구에서 8차 한국노동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의지는 오히려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는 점이다. 또한 사용자 주도의 근로자 직접참여의 영향과 관련하여 노용
진․박우성(2007)은 근로자 직접참여가 오히려 노동조합 가입의사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의 직
접참여가 직무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사용자의 인적자원
관리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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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노동조합 도구성 인식과 관련하여 이영면․나인
강․박재희(2014)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패널 12차(2009)년도부터 15차년도까
지의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 정체상태에도 불구
하고 조사기간 중 노동조합 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불안 요인이 노동조합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형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
친 결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
식이 노동조합 조직률 등 근로자대표제도 발전방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근로자들의 선호나 인식이 곧바로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등으
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제도나 고용시스템의 장기적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 근로자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영
향력이 큰 변수일 것이다.
직무만족과 같은 근로자의 태도특성이 노동조합 가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찍이 Kochan(1970)은 노동조합 가입의도가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직무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하여 노동조합 가입의도와 직무만족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
한 바 있다. 한편으로 직무만족이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나 가입의사, 투표성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직무불만족 수준이 높을 때 노동조합
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나타나고(Hammer & Smith, 1978), 노동조합에 대한 찬
반투표에 있어서도 직무만족도가 낮을 때 찬성투표가 많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Schresheim, 1978). 이후 노동조합 조합원 여부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으나(Gordon & Denisi, 1995), 대부분의 연구는 직무만
족도가 높으면 노조몰입 등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
를 보이고 있다(Bamberger, Kluger & Suchard, 1999). 다만 일부 다중회귀분석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DeCotis &
LeLourn, 1981; YoungBlood et al., 1984).
한편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노용진․박우성(2007)은 8차 노동패널 자료를 활
용하여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노조가입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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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과 노조의 수단성이 노조가입 의사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와
정(+)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이고 있다. 한편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과 같은 변
수가 노사협의회에 대한 선호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 이익대변과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예컨대 고충처리와 같은
근로조건 불만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지 아니면 노사 간 공동협력을
위한 협의․조언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 크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양 기대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그 방향
이 달라지거나 혼재하여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오계택
(2007)의 한국노동패널자료 연구에서는 노사협의회 선호에 대한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들을 기초
로 노동조합 수단성인식이나 근로자 직무만족이 근로자대표제도 선호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가설 2 : 노조 미가입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수단성 인식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에 대
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 노조 미가입 근로자들은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와 같은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6차(2013)년
도 조사자료이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활용 가능한 노동패널 자료는 17차 조사
이나 동 조사에는 근로자대표제도로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16차 조사자료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6차 노동패널은 2013년 6∼12월의 실사기간을 거쳐 조사에
성공한 6,457개 가구 13,30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이 중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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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도에 대한 연구성격상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후 5,462명의 임금근로자
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다시 노동조합 조합원은 제외하고,
근로자대표제도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답변 등을 제외한 후 임금근
로자로서 비노조원인 3,738명을 대상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비조합원만 분
석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근로자대표제도 필요성 인식에 대
한 설문은 16차 노동패널 이외에 8차(2005)년도 조사에서 한차례 더 조사가 있
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16차 노동패널에 대한 분석 이외에 8차 패
널과 16차 패널의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8차 패널의 임금근로자 1,301명의 자료도 활용되었다.
한편 실증분석 방법은 관심을 갖는 결과변수가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정성
적 성격의 범주형 변수인 점을 감안하여 다항로짓 분석과 이항로짓 분석 방법
을 활용하였고, 이를 위한 분석도구는 IBM SPSS Statistics 21 통계패키지를 사
용하였다.

2. 변수측정
가. 종속 변수
이 연구의 목적인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필요성에
대한 아래 질문항목을 활용하였다. 먼저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둘 다 필요없다
(둘 다 불필요)’는 종속변수를 준거변수로 하여 ‘노동조합만 있으면 된다(노동
조합만 필요)’, ‘노사협의회만 있으면 된다(노사협의회만 필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둘 다 필요하다(둘 다 필요)’는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을 비교하였
다. 한편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필요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다 명료히 규명
하고자 답변항목을 ‘노동조합 필요’와 ‘노동조합 불필요’로 구분하여 이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만 필요’ 및 ‘둘 다 필요’는 ‘노동조합
필요’로, ‘노사협의회만 필요’ 및 ‘둘 다 불필요’는 ‘노동조합 불필요’로 묶었다.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노사협의회만 필요’, ‘둘 다 필요’는 ‘노사협의회 필요’
로, ‘노동조합만 필요’ 및 ‘둘 다 불필요’는 ‘노사협의회 불필요’로 분류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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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보았다.
문14)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____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
느 것에 가깝습니까?
(1) 나의 직장(일자리)에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둘 다 필요없다.
(2) 나의 직장(일자리)에는 노동조합만 있으면 된다.
(3) 나의 직장(일자리)에는 노사협의회만 있으면 된다.
(4) 나의 직장(일자리)에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둘 다 필요하다.
(5) 모르겠다.

나. 독립 변수
그간의 선행연구를 통해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가입 의사
나 선호도 등의 태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직무특성, 직무관련 태도변수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계택 2007; 이영면․나인강․박재희, 2014
등).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 및 연구모형 등
을 참고하여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근로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
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성․연령․학력․결혼
상태를 포함하였고, 직무특성으로는 정규직 여부․월평균임금․기업형태․고
용안정 인식․근속연수를 선택하였으며, 태도특성으로는 직무만족․노조수단
성․사회경제적 지위향상가능성 인식을 설정하였고,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운
영사업장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추가하였다.
이들 독립변수 중 성은 남성을 1로 하는 더미 변수로, 학력은 “중졸 이하”를
준거변수로 하여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네 개 범주로 구분하였고,
결혼상태도 ‘미혼’을 준거변수로 하여 ‘기혼 배우자 유’ 및 ‘기혼 배우자 무’의
세 개 범주로 파악하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더미를 1로 하였고, 월평균임금은
로그값으로 변환하였으며, 기업형태는 사기업 더미를 1로 하여 공공부문과 구
분하였고, 고용안정 인식은 안정 여부를 묻는 질문항목에서 안정 집단을 1로
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한편 직무만족은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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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
고 있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5개 항목의 5점 척도 응답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노조수단성 인식
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도움이 된다’의 3개 항목의 5첨 척도 응답 값을 평균한 후 긍정적
태도가 높은 값을 갖도록 역코딩 값을 취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가능인
식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값의 역코딩 값을 취하였다.
<표 1>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설명

표본수

빈도(평균)

%(SD)

성(남성=1)

3,738

.59

.49

연령(세)

3,738

43.27

11.99

대졸 이상

3,736

1,263

33.8

전문대졸

3,736

665

17.8

고졸

3,736

1,245

33.3

중졸 이하(기준)

3,736

563

15.1

기혼 배우자 무

3,738

336

9.0

기혼 배우자 유

3,738

2,568

68.7

미혼(기준)

3,738

834

22.3

정규직 여부(정규직=1)

3,736

.62

.48

월평균임금(ln를 취한 값)

3,730

5.23

.62

3,738

.80

.40

고용안정(안정=1)

3,738

.79

.40

근속연수

3,726

5.9

6.7

학력
인구변수

결혼
상태

직무특성 기업형태(사기업=1)

직무만족(5점 척도)
노조수단성(5점 척도)
태도특성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가능
(5점 척도)
노사협의회 운영(운영=1)

3,738

3.46

.59

3,738

3.49

.63

3,737

3.46

.71

3,531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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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응답자 중 남
성이 약 59%, 연령은 평균 약 43세로 나타났고,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51.6%
고졸 33.3%, 중졸 이하는 15.1%로 파악되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6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응답자 중 약
62%가 본인을 정규직이라고 답변했으며, 월평균임금은 약 170만 원(ln 5.23)으
로 나타났고, 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약 80%로 나타났다. 약 79%의 근로
자가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5.9년으로 파
악되었다. 직무만족은 5점 만점에 평균 3.46점으로 나타났고, 노조수단성에 대
한 인식 또한 5점 만점에 3.49점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5점 만점에 3.46점이었다.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약 6%의 근로
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표 2> 상관분석 결과
1)
1)
1
**
2) .613
**
3) .082
**
4) -.069
**
5) .112
**
6) .115
**
7) .098
**
8) .164
9) -.014
**
10) .089
**
11) .060
**
12) .208
13) .027
14) .024
**
15) .187
16) .010
17) .236**

2)

3)

4)

5)

1
**
.089
**
-.074
**
.115
**
.138
**
.121
**
.184
.011
**
.096
**
.060
**
,253
**
.043
*
.033
**
.166
.021
.354**

1
*
.032
**
.144
**
.156
**
.118
**
.449
**
.044
**
.072
**
.168
**
.075
-.012
-.029
.030
-.009
.116**

1
**
-.496
**
-.306
**
-.258
**
-.206
**
-.090
**
-.209
**
.244
**
-.071
**
-.108
**
-.109
-.022
**
-.043
-.070**

1
**
.375
**
.334
**
.462
**
-.133
**
.264
**
.045
**
.191
**
.291
**
.243
**
.048
**
.171
.173**

6)

7)

8)

1
**
.775 1
**
**
.515 .480 1
**
,015 .059 -.019
**
**
**
.598 .543 .355
**
**
**
.192 .147 .361
**
**
**
.146 .113 .292
**
**
**
.295 .280 .302
**
**
**
.228 .202 .231
**
**
**
.056 .056 .060
**
**
**
.144 .149 .141
**
**
.155 .129 .266**

9)

10)

11)

12)

13)

1
.003
**
-.232
**
-.158
**
-2.00
**
-.154
.010
**
-.117
-.010

1
**
.111
**
.109
**
.230
**
.177
**
.058
**
.119
.105**

1
**
.107
**
.148
**
.108
.024
**
.087
.145**

1
**
.125
*
.060
*
.055
**
.122
.407**

1(.898)
**
.726
**
.061
**
.241
.132**

14)

15)

16)

1(.912)
**
.080 1(.951)
**
**
.240 .162
1
**
.090 .108** .089**

17)

1

주 : 1) *P<.05, **P<.01.
2) ① 노동조합 필요(필요=1), ② 노사협의회 필요(필요=1), ③ 성별(남성=1), ④ 연령,
⑤ 학력(1∼9), ⑥ 정규직 여부(정규직=1), ⑦ 상용직 여부(상용직=1), ⑧ 임금ln,
⑨ 사기업 여부(사기업=1), ⑩ 고용안정 여부(안정=1), ⑪) 근속연수, ⑫ 근로자 수
범주(1∼3), ⑬ 조직몰입(1∼5), ⑭ 직무만족(1∼5), ⑮ 노조수단성(1∼5), ⑯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 가능(1∼5), ⑰ 노사협의회 운영(운영=1).
3) ( ) 안은 Cronbach’s 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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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조합 필요, 노사협의회 필요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직무
특성 및 태도특성 변수들을 포함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 정규직 더미변수와 상용직 더미변수는 표준상관계수가
0.775로 높게 나타났고,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변수 간에도 0.726을 보임에 따
라 독립변수 간 상호영향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상용직 더미변수와 조직몰입
변수는 각각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복수 문항으로 측정
한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노조도구성 변수의 Cronbach’s α값은 모두 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측정의 신뢰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자 수
범주 변수의 경우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결측값이
2,425개로 너무 많아서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인식변화 : 2005~2013년
이 연구의 관심사항인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설문은 2005년
8차 부가조사에서 최초로 포함되었고,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3년
16차 부가조사에서 다시 한번 조사 문항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2005년에서 8년이 경과한 2013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더욱이 동일가구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하는 패널자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근로자 속성에
따른 편의를 통제한 채, 동일인을 대상으로 인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임금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제도 필요성에 대한 질문항목에 8차 조사와
16차 조사에서 모두 응답을 한 1,301명만을 대상으로 응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그 결
과 <표 3>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노동조합과 노사협
의회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37.5%에서 24.3%로, 약 13.2%포인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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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형태로, 노동조합만 필요하다는 응답의 경우도
16.4%에서 11.1%로 약 5.3%포인트 감소하였다. 노사협의회만 필요하다는 응답
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모두 불
필요하다는 응답은 39.0%에서 58.0%로, 19.0%포인트 증가하여 근로자대표제도
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조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두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7%에서
14.7%로 늘어나고,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은 78.6%에서 59.1%로 줄어들어 부
정적 변화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조합만 필요하다는 응답만이 17.0%에서
24.8%로 늘어났다. 비노조원의 경우에도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는 29.0%에서
18.0%로 줄어들고, 노동조합만 필요하다는 응답도 16.3%에서 8.7%로 줄어들
어 부정적 태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조합 조직
률이 10%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와 같은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8차년도와 16차년도 조사 간 8년의 시차로
인한 연령효과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동일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임금근
로자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분석에서도 필요성 인식 수준이 전반
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8차(2005)년도와 16차(2013)년도 조사 응답 비율 비교
(단위 : 명, %)

모두
불필요

8차
조사
(2005년)

16차
조사
(2013년)

노동조합만 노사협의회만
모두 필요
필요
필요

전체

507(39.0)

214(16.4)

92(7.1)

6(2.7)

38(17.0)

4(1.8)

비노조원

501(46.5)

176(16.3)

88(8.2)

312(29.0) 1,077(100.0)

임금근로자

755(58.0)

145(11.1)

85(6.5)

316(24.3) 1,301(100.0)

노조원

29(14.7)

49(24.8)

3(1.5)

비노조원

726(65.8)

96(8.7)

82(7.4)

임금근로자
노조원

488(37.5) 1,301(100.0)
176(78.6)

117(59.1)

224(100.0)

198(100.0)

199(18.0) 1,1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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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6차(2013)년도 조사에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필요성 응답 분포

성

학력
정규직
여부

산업

직종

기업
규모
기업
형태

남성
여성
대졸 이상
전문대졸
고졸
중졸 이하
정규직
비정규직
전기가스수도․운수․통신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임대․사업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오락공연․기타
제조업
고위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
서비스․판매직
기능직․기계조작․단순노무직
사무직
300 인 이상
100 인 이상～300 인 미만
100 인 미만
사기업
공기업

모두
노동조합만 노사협의회만
불필요
필요
필요
1,462(66.1) 186(8.4) 157(7.1)
1,152(75.5) 100(6.6)
73(4.8)
794(62.9) 121(9.6)
94(7.4)
455(68.4) 46(6.9)
51(7.7)
907(72.9) 94(7.6)
61(4.9)
456(81.0) 25(4.4)
24(4.3)
1,505(64.6) 200(8.6) 180(7.7)
1,108(78.9) 86(6.1)
50(3.6)
169(62.4) 28(10.3)
33(8.1)
268(73.8) 22(6.1)
19(5.2)
532(79.8) 37(5.5)
25(3.7)
366(68.3) 31(5.8)
44(8.2)
419(71.3) 55(9.4)
26(4.4)
481(58.7) 73(8.9)
77(9.4)
615(65.1) 87(9.2)
67(7.1)
532(78.9) 45(6.7)
23(3.4)
849(69.5) 99(8.1)
76(6.2)
461(64.5) 46(6.4)
61(8.5)
14(37.8)
1(2.7)
5(13.5)
21(43.8) 5(10.4)
6(12.5)
989(81.4) 56(4.6)
56(4.6)
2,100(70.0) 219(7.3) 190(6.3)
514(69.5) 67(9.1)
40(5.4)

모두 필요

전체

407(18.4)
201(13.2)
254(20.1)
113(17.0)
183(14.7)
58(10.3)
446(19.1)
161(11.5)
52(19.2)
54(14.9)
73(10.9)
95(17.7)
88(15.0)
189(23.0)
176(18.6)
74(11.0)
197(16.1)
147(20.6)
17(45.9)
16(33.3)
114(9.4)
489(16.3)
119(16.1)

2,212(100.0)
1,526(100.0)
1,263(100.0)
665(100.0)
1,245(100.0)
563(100.0)
2,331(100.0)
1,405(100.0)
271(100.0)
363(100.0)
667(100.0)
536(100.0)
588(100.0)
830(100.0)
945(100.0)
674(100.0)
1,221(100.0)
715(100.0)
37(100.0)
48(100.0)
1,215(100.0)
2,998(100.0)
740(100.0)

또한, <표 4>에는 16차 조사자료를 기초로, 인구 및 직무특성 변수별 응답에
대한 도수분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각 응답결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형태를
제외하고는 다른 특성별로 모두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에 여성에 비해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에 비해 근로자대표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운수․통신업. 금융보험․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의 긍정적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
별로는 사무직과 고위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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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긍정적 답
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자대표제도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2)
<표 5>에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근로자
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근로자대표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종속변수가 일반적인 변수가
아니라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항로짓분석 방법을 사용
하였다. 근로자대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성․연령․학력․결혼여부 등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직무특성 변수 가운데에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
회가 모두 필요하다는 답변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exp(.296)=] 1.344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대
표제도가 정규직 중심으로 가입, 운영이나 이익대변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반영
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월평균임금의 경우 임금이 높을수록 모든 근로자대표
제도 필요성 응답에서 긍정적 답변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고용
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조합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exp(.501)=] 1.650배, 노사협의회만 필요하다는 의견은 [exp(.529)=] 1.697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리해 보면, 임금이나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할수록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자 태도특성이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직
무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동조합만 필요하다는 답변이나 노사협의회만 필요하다
는 의견이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모두
필요하다는 답변도 비록 유의하지는 않으나 직무만족도가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2005년에 이루어졌고, 다시 2013년
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회환경적 변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제도 인식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목적에 비추어 2013년 조사자료만을 대상으로 횡단면분석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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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근로자들이 직무만족도가 낮을 때, 근로자 이익대변 기능을 활성화하려
는 차원에서 선호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이익대
변, 임금인상 및 고용안정에 유효한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노조의 수단성 인식의
경우 모든 답변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정(+)의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5점 척도의 노조의 수단성 인식에서 1점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만 필요하다는 응답은 [exp(.587)=] 1.799배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노조수단성이 미치는 정(+)의 영향은 노사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응답
이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유효하다고 인식할 경우 노사협의회에 대한 선호
도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인식에 대한 상호
관계는 노사협의회 운영변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만 필요하다는 응답만이 아니라 노동조
합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
에서도 모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비노조
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대체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3) 한편 사회경제적 지
위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모두 필요하
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정의
인식이 높다고 느낄수록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선호가 낮아질 것이라는 추론
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만 필요하다거나 노사협의회만 필
요하다는 답변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응답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규모변수를 통제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항로짓
분석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여부 변수와 규모변수를 함께 포함할 경우 통계모형상 한계로
인해 분석상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노동조합 필요여부 및 노사협의회 필요여부 이항로짓
분석에서는 규모변수를 포함한 경우에도 상호 보완적 관계인식이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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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근로자대표제도 필요성 다항로짓분석 결과
노동조합만 필요 노사협의회만 필요
인구학적 변수
성(남성=1)
연령(세)
학력 (준거집단은 중졸 이하)
대졸 이상
전문대졸
고졸
결혼 여부(준거집단은 미혼)
기혼 배우자 유
기혼 배우자 무
직무 특성
정규직 여부(정규직=1)
월평균임금(ln 값)
기업형태(사기업=1)
고용안정(안정=1)
근속연수(년)
태도 특성
직무만족
노조수단성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
노사협의회 운영(운영=1)
상수
관측값(결측값 제외)
-2Log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2
Pseudo-R (Cox & Snell)
Pseudo-R2(Nagelkerke)

모두 필요

.092(.161)
-.007(.009)

.150(.186)
-.006(.010)

.039(.123)
-.002(.007)

.476(.309)
.237(.329)
.425(.276)

-.273(.331)
-.089(.342)
-.258(.293)

.191(.223)
.231(.234)
.179(.195)

-.194(.193)
-.097(.323)

-.174(.217)
-.134(.384)

-.026(.150)
.125(.242)

.091(.196)
.260(.172)
-.096(.181)
.501(.239) **
.019(.011)
-.347(.122)
.587(.114)
-.085(.104)
1.299(.326)
-4.769(1.053)

***
***

.313(.236)
.406(.203) *
.134(.214)
.529(.299) *
.003(.013)

.296(.154) *
.465(.130) ***
-.008(.141)
-.048(.173)
-.005(.009)

-.270(.139) *
-.110(.093)
.287(.124) **
.918(.089)
.002(.119)
-.234(.076)
*** 2.926(.256) *** 2.691(.220)
*** -5.256(1.195) *** -6.498(.799)
3,508
5,645,686
619.427***
48
.162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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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 P<.10, ** P<.05, *** P<.01

한편 이러한 다항로짓분석 결과는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답변 결과가 4개
유형으로 나누어지다 보니, 노동조합 필요 여부나 노사협의회 필요 여부에 대
한 설명이 명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정규직 여부가 노동조합만 필
요나 노사협의회만 필요 응답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력이 없으나 모두 필요하
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46

 노동정책연구․2016년 제16권 제3호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여부 등의 결론이 모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
자대표제도 필요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필요(노동조합만 필요+모두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노사협의회만 필요+모
두 불필요)로 구분하고, 노사협의회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필요, 불필요로 구분
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표 6>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
모형 1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남성=1)
.347(.083) ***
연령(세)
-0.07(.005)
학력(준거집단은 중졸 이하)
대졸 이상
.708(.158) ***
전문대졸
.427(.176) **
고졸
.379(.148) **
결혼 여부(준거집단은 미혼)
기혼 배우자 유
.104(.110)
기혼 배우자 무
.094(.188)
직무 특성
정규직 여부(정규직=1)
월평균임금(ln값)
기업형태(사기업=1)
고용안정(안정=1)
근속연수(년)
태도특성
직무만족
노조수단성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
노사협의회 운영(운영=1)
상수
-1.592(.261) ***
관측값(결측값 제외)
3,736
-2Log우도
4,039.218
카이제곱
72.355 ***
자유도
7
2
Pseudo-R (Cox & Snell)
.019
Pseudo-R 2(Nagelkerke)
.029
주 : * P<.10, ** P<.05, *** P<.01

모형 2

모형 3

모형 4

.091(.093)
-.005(.005)

.051(.096)
-.005(.005)

.045(.103)
-.003(.006)

.299(.173) *
.088(.184)
.198(.153)

.211(.176) *
.053(.187)
.182(.155)

.311(.188) *
.245(.198)
.286(.165) *

-.104(.114)
-.013(.189)

-.114(.117)
-.032(.193)

-.074(.125)
.044(.203)

.112(.117)
.146(.119)
.195(.127)
.488(.099) *** .517(.101) *** .357(.108) ***
-.027(.104)
-.104(.107)
-.059(.117)
.139(.134)
.124(.137)
.106(.145)
.004(.007)
.003(.007)
.002(.007)
-.135(.073) *
-.158(.078) **
.760(.069) *** .774(.074) ***
-.144(.061) ** -.184(.064) **
1.440(.158) ***
-3.901(.527) *** -5.688(.619) *** -5.094(.665) ***
3,715
3,714
3,508
3,966.688
3,829.877
3,440.502
124.144 ***
260.407 ***
345.862 ***
12
15
16
.033
.068
.094
.049
.10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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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6>에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만 포함한 모형 1에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
나고 있고, 학력에 있어서는 중졸 이하 준거집단에 비해 대졸 이상이나 전문대
졸, 고졸 근로자 모든 학력집단에서 노동조합 필요성 응답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별 변수의 경우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변수의 경우 모형 4에서 대졸 이상 및 고졸 근로자의 경우
10% 수준에서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 4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정규직 여부나
고용안정 여부는 노동조합 필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나타낸
다. 한편 월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 인
식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직무만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무에 만족할수록 노
동조합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노조수단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노
사협의회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동조합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exp(1.440)=] 4.221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
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표 7>에는 노사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만 넣고 살펴볼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유사하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사협의회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고,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이나 전문대졸의 경우 중졸 이하
보다 긍정적 응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설명변수를 넣고 살펴본
모형4의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와 달리 정규직인 경
우 노사협의회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무만
족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노조수단성의 경우 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사협의회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사협의회 필요성 사이에 적어도 비조합원의 경우
에 있어서는 보완적 관계인식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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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향상 가능성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사회
경제적 정의인식이 높을 경우 노사협의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7> 노사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071(.096)

.038(.099)

.061(.108)

-.005(.005)

-.006(.005)

-.002(.006)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남성=1)
연령(세)

.407(.085) ***
-.010(.005) *

학력(준거집단은 중졸 이하)
대졸 이상

.564(.161) ***

-.060(.177)

.046(.180)

.025(.194)

전문대졸

.430(.177) **

-.009(.187)

-.027(.189)

.138(.203)

고졸

.196(.151)

-.035(.157)

-.055(.158)

.032(.170)

기혼 배우자 유

.131(.113)

-.109(.117)

-.120(.119)

-.045(.131)

기혼 배우자 무

.111(.194)

-.008(.196)

-.017(.199)

.065(.214)

결혼 여부(준거집단은 미혼)

직무 특성
정규직 여부(정규직=1)

.246(.123) **

.276(.125) **

.288(.134) **

월평균임금(ln값)

.635(.104) ***

.655(.106) ***

.419(.115) ***

기업형태(사기업=1)

.140(.110)

.084(.112)

.040(.125)

고용안정(안정=1)

.077(.142)

.057(.144)

.051(.153)

근속연수(년)

.002(.007)

.001(.007)

-.006(.008)

-.104(.075)

-.107(.082)

태도특성
직무만족

.675(.069) ***

노조수단성

-.095(.063)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
노사협의회 운영(운영=1)

.670(.076) ***
-.163(.068) **
2.474(.181) ***

-1.521(.268) *** -4.715(.553) *** -6.438(.642) *** -5.357(.703) **

상수
관측값(결측값 제외)

-2Log우도

3,736

3,715

3,714

3,508

3,903.240

3,805.152

3,702.005

3,192.445

카이제곱

74.119 ***

154.090 ***

256.728 ***

489.706 ***

자유도

7

12

15

16

.020

.041

.067

.130

.030

.062

.102

.200

2

Pseudo-R (Cox & Snell)
2

Pseudo-R (Nagelkerke)

주 : * P<.10,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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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대표적 근로자대표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8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 살펴보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당 기간 정체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자
대표제도에 대한 선호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노
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소 다른 성격의 대안적 근로자대표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은 어떤 것인지,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
떤 것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 고용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전
망하고, 근로자대표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정책적으로나 실무적으
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제도 관련 질문 항목에 대한 2013년 조
사 결과에 대해, 같은 질문 항목이 처음 포함된 2005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모두 필요없다는 의견은 증가한 반면에,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노동조합만 필요하다거나 노사협의회만 필요하다는 의견
이 모두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부정
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위기나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심각한 외부충격이 없
는 한 노동조합의 조직률 정체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노사협의회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자생적 근로자대
표제도로 발전해 갈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경
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이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민주화나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점차 높아진다면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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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의존하려는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대체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이라는 점은 노사협의
회제도가 대안적 근로자대표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을 대체한다거나 노동
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노사협의회 발전
에 소극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 활성화나 근로자 이익 옹호에 노동조합과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노사협의회 역할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충
분히 고려하고 극복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근로자대표제도 영향
요인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서의 역 인과관계의 가능성이다. 특히, 직무만족 등
의 근로자 태도 변수가 근로자대표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과변수와 설명변수가 모두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활용한 만큼 동일방법 편의에서 비롯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서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을 검증해 봄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5년과 비교하여 2013년에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원인은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필요성 인식이 낮아진 것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살펴보
아야 보다 명확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는 향
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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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Non-union Workers' Perceptions of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s in Korea
Choi Junha․Lee Youngmyon
This paper analyzes the perceptions held by workers about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s such as labor unions and works councils,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of 2005 and 2013.
Superficially, data from the 1,301 respondents completing both surveys shows
that perceptions of representation systems have worsened not only among
non-union workers, but amongst union workers as well over the period. This
finding suggests the stagnation in union density will continue for some time.
Yet when examining the particular factors effecting perceptions held by
non-union workers from the 2013 panel data, the labor instrumentality variable
positively affected the favorability of respondents to work councils, and
furthermore, employees working at a workplace with works council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necessity of labor unions. This finding indicates a potenti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works councils and labor unions, with
works councils potentially expanding into the space left by the abatement
of unions.
Keywords :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labor union, works council, union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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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는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등
장하였고, 특히 감정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
서 법적 연구보다는 실태적 연구와 그것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인사관리적 측면에서의 감정노동을 통한 경영효율 달성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감정노동에 관한 노동법적 연구가 주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와 구분되어 특별한 보호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설사 구분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근로보호법제를 통해 해결되지 못할 문제
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직업적
요소로서의 감정을 현행 노동법제가 충분히 포괄해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문제는 감정노동이 서비스노동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벗
어나 근로자–소비자 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데에서 야기되었다고 생각
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정노동자가 서비스노
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고, 또한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라고 말해지는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이행을 감정노동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위
해 이것이 다른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들과 같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지 않
을까 생각하였다. 보다 더 많은 차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
지만, 그 부분은 감정노동의 문제를 노동법학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
다른 후속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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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감정노동에 관한 법제동향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법 가운데「감정노
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5년 5월 15일)이
있었다. 이 법은 “고객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
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게 하고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제안 이유에 밝혀져 있다.1)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행법률의
제정에는 실패하였지만, 국회는 2016년 3월 보험업법 등 금융5법(보험업법, 상
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2015년 7월 김기식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금융5법 개정안이 반영된 것이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각 법률에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다(보험업법 제85조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2, 은행법 제52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2)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감
1) 이외, 19대 국회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안에 관한 자세
한 내용과 그에 검토 내용은 한인상(2015),「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방안」,『노동법
논총』35 : 133～144를 참고할 수 있다.
2) 보호조치의무 내용은 본문의 5법이 동일하다. 이 중 은행법 조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은행법 제52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
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 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
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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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규정이 금융5법에 포함됨으로써, 금융업에 종
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은 각 개별 법률에 기초하여 고객으로부터의 폭언이나 성
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한편 2015년 11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
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여기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
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즉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
른 별표3에서는 신경정신계질병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인정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2016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산
재보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적응장애’란 “스트레스성 사
건을 겪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행동적 반응”이고, ‘우울병 에
피소드’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
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감정노동에 대한 입법 동향은 매우 의미가 있다. 감정노동의 특징
에 기초하여 업무적으로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감정노동으로부터 발현할 수 있는 스트레르성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5법을 중심으로 한 감정노동자보호법(소위 ‘금융
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일반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는
감정노동자들을 포섭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업 이외의 많은 감정노동자
가 존재하는 유통업 등에서의 감정노동자의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런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감정노동자에게 정신질환이
발현한 후 그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이므로 사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은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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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 처방에 불과하다.

2.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동향
감정노동에 대한 법제와 같이,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였다. 다만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감정노동실태에 관한 것으
로 감정노동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실태에 관한 연
구로 최근 5년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사보고서 형태의 연구물로 서비스산업
의 감정노동 연구(박찬임 외, 2012), 유통업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현황 및 개선
방안(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2), 민간․공공 서비스산업 감정노동종사자 건
강실태조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3), 한국 사회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학술연구용역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
등이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로 여성이라
는 점에 주목하고 ‘여성감정노동자 인권 가이드, 실천을 위한 사업주 안내서’라
는 책을 2011년에 출판하기도 했다. 실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개별 연구논문들
도 수백 건에 이르는데, 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은행업 종사자, 호텔 및 외식
업 종사자, 콜센터 상담업 종사자 등)의 감정고갈, 직무스트레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학적․심리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인사관리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3)
위와 같은 감정노동의 실태적 측면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는 달리, 법제적 연구는 다소 빈약하다. 문무기(2013)는 ‘서비스산업 정신질환
의 산재법상 법리’라는 연구를 통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이해함으로써 이에 대한 산재보상의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3) 감정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기법을 이용해 잘 정리하고 있는 글로 김종우․김왕
배(2016),「감정노동 담론의 경합과 공존: 의미연결망을 통한 유형분석을 중심으로」,『한국
사회학』50 (1) : 163～188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감정노동연구는 크게 감정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적 요소 및 여성이 감정노동에 적합하다는 여성성의 편견을
비판하는 ‘성인지적 담론’과 기업의 내적 통제로 인한 감정노동자의 소외 구조에 주목하
는 ‘정치경제적 담론’, 그리고 감정노동의 기술을 교육하는 텍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
영담론’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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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구제방법(입증책임의 완화)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한 감정노동자 보호
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이수연(2015)은 ‘감정노
동과 사용자책임’이라는 주제로 감정노동의 문제를 노동법적․인권적 관점에
서 논의하여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 등의 측면에서 특히 사용자로부터 보호받
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적 측면, 그러므로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용
자의 의무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한인상(2015)은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방안’이라는 주제로 감정노동이 다른 노동에 비하여 특별한 대우
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의 개념화와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감정노동 및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기존 노동법제의 적용과 해석론 및 한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김미영(2016)은 ‘미국 공정근로기준법과 가사사용인의 법적지위’라는
논문을 통해 감정노동자 중의 하나인 가사사용인이 입법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입법적 배제의 역사를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제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 있다. 실태 연구를 포함한 다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자의 범위
를 주로 금융 또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로 보는 것에 비하여, 김미영
의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자로서 가사사용인의 노동법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실태 연구들의 성과가 1.의 금융업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법제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감정노동이 근로수행의 한 형태임을 감안한
다면 이것이 노동법제 안으로 포함되지 않고 금융법제에 산재하게 되었다는 것
은 감정노동에 관한 법적 접근을 다소 난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의 활성화와는 달리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연
구가 다소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연구는 우선 일반적인 노동(즉, 근로기준법이 규
정하는 것과 같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이외 별도의 범주로서 감정노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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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노동과 마찬가지라
면 감정노동을 특별히 새로운 노동법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기 때
문이다.
다음으로 만약 감정노동을 새로운 노동법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를 발
견한다면, 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지 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수준으로 만족할 것이라면 이미 감정노동을 업무
상 질병의 요인으로 적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
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노동법 이외 다른 법제 영역에서 개별적 보호를
시도할 것이라면 금융5법의 최근 개정과 시행사항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감정
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연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
용자 보호를 규정하는 한두 개의 조문으로서나, 특정 업종에 국한된 것으로서
가 아니다. 감정노동자를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제의 근로자로 인식하되 일반
적인 근로자와 구별되는 특징으로부터(그러므로 감정노동을 새로운 노동법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그러한 특징을 갖는 노동이 현행
노동법제상 어떻게 다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은 충분한지 혹은 미흡한지, 미흡
하다면 어떤 보완이 요구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감정노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감정노동이 다른
노동과 구분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감정노동은 어떤 노동법적 요구를 창출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감정노동의 의미

1. 감정노동의 개념 일반론
여러 문헌들을 통해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
는 용어는 앨리 러셀 혹실드(Arlie Russell Hochschild)가 ‘The Managed Heart:
The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4)을 통해 정의내렸다. 여성 노동과
사회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회학자인 혹실드는 감정노동이 육체노동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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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에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승무원의 예를 통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은 또 하나의 노동을 수행한
다. 나는 이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부른다”라고 함으로써 감정노동이라는 용어
가 학술적인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였다.
혹실드가 말하는 감정노동은 “사람들이 개인의 기분을 다스려 얼굴 표정이
나 신체 표현을 통해 외부에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감정이 자
유롭게 발현되지 못하고, 특정한 감정(주로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
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덧붙여져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정노동의 이러한 측면에 기초해 감정노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
비스노동을 ‘smiling face work’라고 부르기도 하는데(Marek Korczynski and
Cameron Lynne Macdonald, 2009 : 1), 필자는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보다
‘smiling face work’라는 용어가 감정노동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감정의 억제와 표현이 업무에서 요구된다는 감정노동의 핵심적 요소
를 모두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실드가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70년대 말이고, 1983
년에 앞서 말한 책이 출간되어 외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전부터 감정노동에 대
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감정노동이 ‘발견’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즈음인 것으로 보인다(박홍주, 2006 : 85).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감정노동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후 대부분의 감정노동
연구들은 실태적 측면에 관한 것이었고, 그에 입각한 법제적 논의는 최근에서
야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감정노동을 “배우
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
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감정노동으로 이해하면서5) 이러한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고객에게 즐거움 같은 감정적 반응을 주도록 요구
되는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감정 활동의 통제, 실적 향상 및 고객 친절에 대한 지
4) 1983년 첫 출판된 이 책의 20주년 기념 판본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한국어
판 제목은『감정노동 : 노동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가』(이매진, 2009)이
다. 혹실드의 문장을 인용할 때에는 20주년 기념 판본의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5)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감정노동의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2012),『여성감정노동자 인권수첩
에서 인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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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우울증, 대인 기피증 등 직무 스트레스성 직
업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가단
25092 판결)고 본 것이 아마도 감정노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첫 판례가 아닐
까 싶다.
감정노동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감정노동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
겠지만, 혹실드가 처음 정의한 감정노동은, 다른 무엇보다 감정을 일의 한 요소
로 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후 연구들에서 감정노동의
정의는 훅실드가 정의한 직업적 요소로서의 감정을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는 방
향으로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훅실드와 함께 감정노동 연구에 있
어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모리스와 필더만(Morris & Feldman, 1996)은 감정노
동을 “타인과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조직적으로 요구되는 감정을 표현
하기 위하여 노력과 계획 및 통제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① 감정 표현의
빈도(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② 감정노동의 주의 정도(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③ 감정 표현의 다양성(variety of emotional required
display rules), ④ 감정적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 등으로 감정노동의 요
소들을 제시하였다. 모리스와 펠드만의 감정노동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노동 수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감정의 부조화이다. 즉, 감정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정진주, 2013 : 446).
모리스와 펠드만의 감정노동 측정 기준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여성감정노동자인권가이드』에서 감정노동을 구
성하는 요소로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모리스와 펠드만의 감정노동 평가 기준
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정노동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로서
① 감정 표현의 빈도, ② 바람직한 감정 표현에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 ③ 표현
되는 감정의 다양성, ④ 감정적 부조화 같은 것이 있다고 하고 있다(국가인권위
원회, 2011 : 12). 이런 것들의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정노동의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들의 정도를 낮추는 것이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정노동에 관한 정의는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배우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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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감정노동자는 고객으로부터의 자극이나 위협 속에서도 감정을 억누르고 흐
트러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받습니다”라고 하여 모리스와 펠드만의
감정노동 정의가 아닌, 훅실드의 감정노동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노동의 측정 기준은 모리스와 펠드만의 연구를 따르지만, 감정노동의 정의
는 훅실드의 연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외, 다른 많은 학자들이 감정노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연구하였는데, 이미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적지 않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
은 생략하겠지만 다만 감정노동에 관하여 훅실드가 감정노동의 관리라는 측면
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관찰 가능한 행위로서의 감정노동에 관심을 가졌던
(Alicia A. Grandey, 2000 : 96) 애쉬포스와 험프리(Ashforth and Humphrey)는
감정노동을 “적절한 감정을 전시하는 행위(즉, 전시규칙에 따르는 것)”라고 정
의하였고(Blake E. Ashforth, 1993 : 90), 또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들을 종합․
비교하면서 감정노동을 “조직적 목표를 위해 감정과 표현을 규제하는 과정”이
라고 정의한 알리샤 그랜디(Alicia A. Grandey, 2000 : 97)가 있음은 확인하여
두고 싶다.
이런 많은 연구자들의 감정노동에 관한 정의는 각자의 연구목적과 방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은 개인이 직업상 감정 표현
을 제한한다는 것이고, 이로부터 감정노동을 위와 같이 정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도 위와 같은 외국 학자들의 감정노동에 관한 정의를 이
용하여 감정노동을 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독자적인 정의를 내리는 경
우도 있다. 예컨대, 1990년대 중반부터 감정노동을 연구한 박홍주(2015 : 25)는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
의 감정관리 활동”이라고 감정노동을 정의하고 있다((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 25).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해 배포한 감정노동평가지침에서는
감정노동을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노동”으로 정의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정노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거론한 네 가지 요소들을 감정노동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
다. 법학분야의 연구 중 감정노동을 정의한 경우로는 한인상(2015 : 110)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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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동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신의 감정과는 다른 특정한 감
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적으로 요구되는 노동 유형”이라고 함으로써 알리
샤 그랜디의 정의와 유사한 견해를 취한 바 있고, 이수연(2015 : 138)은 “감정노
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경영․경제적 관점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생산
하기 위해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도록 요구받는 노동”이라고 표현함으
로써 훅실드의 감정노동에 관한 정의 개념을 취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았을 때 감정노동이란 근로자가 자유
로운 감정의 표현을 제한하며 업무상 요구에 따라 특정 감정만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근로수행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훅실드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감정이 직업적 요소라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근로자는 이 감정 관리 노력에 실패하였을 때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이 그 직업의 요소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관심의 출발점
그런데 위와 같은 감정노동에 관한 정의가 법학, 특히 노동법에서는 어떤 의
미를 갖는 것일까. 노동법적으로 감정노동을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감정노동에 관한 여러
입법안은 감정노동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일 것이고,
반면 감정노동 역시 본래의 직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다
른 노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한 일반적 보호 확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견해도 있다(이수연, 2015 : 140).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한 노동보호법제를 기준으로 했
을 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이때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
기준법 제2조제1호, 제3호). 감정노동을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노동법제 안으
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하서는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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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감정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있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일 것
이다.
그런데 어떤 직업이건 감정 자체가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는 없다. 주로 사무
근로를 담당하는 근로자라도 업무의 종류, 직책, 직급 등의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른 정도의 감정적 소요를 겪을 것이고, 생산 근로를 담당하는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든 직업에서 근로자들은 노동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담을 느끼
지만 감정노동이 다른 노동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감정노동자들이 직무에
맞지 않는 자신의 본래 감정을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들키게 되면 업무를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점이다((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 29). 이것은 마치 사무직 근로자가 맡겨진 사무 처
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실질
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 생산직 근로자가 제조한 사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업
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실질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일’로서 정신노동에서의 ‘정신’이나, ‘육
체적 노력이 필요한 일’로서 육체노동에서의 ‘육체’가 그 ‘노동’의 요소로서 노
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그 평가를 통해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이 발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노동이라도 육체없는 노동은 불가능하고, 육체노동이라도 정신없는 노동
은 불가능하다. 다만 어떤 일이 정신노동인지 육체노동인지 구분하는 것은, 그
노동을 통해 생산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의 생산을 위해 주로 투입되어야 할 것
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학교 선생님에게 가
장 요구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칠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 청소근로자에게 가
장 요구되는 것은 업무를 감당할 육체적 능력이다. 다시 말해 어떤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구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것의 결여는 업무능력의 결여를 의미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기존의 판례상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은 주로 보험 관계를 둘러싸고 발
생하였다. 1990년대 초반 법원은 일용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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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도 정신노동자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
29095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인지
정신노동인지의 구분보다는 직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노동자가 반드시 육체노동자보다 오래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육체노동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는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판례는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
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
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
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25852 판결 등 참
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일반적으로 구분한다는 전제 아래, 감정노동의 자리
는 어디쯤일까?
훅실드(2009)가 감정노동을 말할 때 염두에 둔 것은 항공기 승무원과 같은
서비스직 근로자였다.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서비스직 노동의 문제로부
터 출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벽지 공장에서 소년이 하는 일은 정신과 팔, 정신과 손가락, 정신과 어깨를 함

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육체노동’이라고 한다. 항공기
승무원은 기내 복도 사이로 무거운 기내식 카트를 끄는 동안에는 육체노동을 하고,
비상착륙이나 비상 탈출에 대비하거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
신노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
원들은 또 하나의 노동을 수행한다. 나는 이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부른다. 감정노
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신의 감정을 고무시키
거나 억제하게 한다.” (앨리 러셀 훅실드, 2009 : 21)

항공기 승무원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노동의 종류를 서비스노동이라고 부르
는 것을 감안한다면, 훅실드의 감정노동은 서비스노동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온전히 육체노동이라고도 또는 정신노동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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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지만 육체노동이기도, 정신노동이기도 하고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과
는 또 다른 노동의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훅실드가 말하는 감정노동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노동이 훅실드가 말하는 감정노동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의사도 서비스노동을 제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신의
감정을 고무시키거나 억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노동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과 구분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생산한 물건을 복잡한 유통구조 속에서 소
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생
산하는 서비스 상품을 일선에서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김경희,
2006 : 209).6) 전통적인 노동 과정과 통제(즉,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
독)는 사용자–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 노동에
서는 사용자–근로자–소비자의 관계에서 노동의 과정과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
고 이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노동에서는 근로자–소비자의 관계가 새롭게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관심 혹은 목표는 바로 이 지점에
서 출발해야 한다.

3. 감정노동의 현행법상 위치
서비스노동의 특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제품을 접
했을 때 소비자는 그 제품을 만든 근로자의 노동보다는 그 제품을 생산한 회사
를 먼저 떠올리고,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제품을 만든 근로자가 아니
라 회사에 항의를 한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를 접했을 때 소비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회사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를 먼저 인지하고, 상
품의 하자가 있을 때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6) 인용 원문은 이 내용을 Urry, J.(1990), “Work, Production and Social Relati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4 (2) : 271～280 및 Frenkel, S., Korczynski, M., Shire, K.
and M. Tam(1999), On the Frontline: Organizations of Work in the Information
Economy,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에서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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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의 영역을 이와 같이 본다면 감정노동은 서비스노동의 일부이거나
한 종류로 생각하게 된다. 서비스노동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모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이 굳이 육체노동인지 정
신노동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노동
관계에서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염두에 둔 현재의 노동법 체제는 과연 서비스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소비자의 관계와 더 나아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통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일까, 또는 고려할 수 있을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조문을 두고 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
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문은 2007년 선병렬 의원 등이 개정
발의(의안번호 6834)한 후 정부가 대안 발의하여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남
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신설되었다. 서비스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특수성이 반영
되어,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
주에게 부과한 것이다.
위 법조문과 같이 서비스노동을 직접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산업안전보건
법」제5조제1항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
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함으로
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69조에서는「산업안전보
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7) 또「근로복지기본법」제83조제1항은 사업주에게
7) 적절한 조치란, 동 규칙 제669조 각 호에 따라서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
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
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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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
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서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금융5법과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서비스노동, 특히 감정노동에 대한 입법적 접근을 하였다.
위와 같이 서비스노동이나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
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법조문은 많이 찾아볼 수 없으므로 우리 노동법
제는 서비스노동을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 “근로”로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서비스노동에 대한
“보호의 제한”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기
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을 두어 운수업, 물품판매업, 금융보
험업, 의료업, 접객업, 이용업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
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1주 12시간)
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4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
게시간(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4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전의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이라는 서비스직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앞서 말한 대로 서비스노동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모두에 해당하는 것인데,
근대의 노동보호법제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현재의 노동법제는 사용자
의 엄격한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장노동을 주로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
에 근로시간에 관한 법제 등이 서비스노동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는 하다. 우리나라의 노동보호법제
는 대단히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고용형태에 따른 특별법으로서「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지만, 업종에 따른 특별법은 노동법에는
없다. 최저임금법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산업별․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실시
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여전히 전 산업 동일 최저임
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등이
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은 감정노동평가지침을 제작 ·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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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가 실시되고 있는 등 산업별․업종별 근로보호법제를 별도로 제정한다거
나 개정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을 제정할 때
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제정 목적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 근로보호법제 이외의 특정 산업이나 업종, 고용형태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특별법
을 통한 대상의 고착화 문제, 특별법 적용 범위의 문제,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등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2015년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정노동종사자
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감정노동을 “고객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
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종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법률안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입법 방식은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규정과 그 문제점
을 떠올리게 한다.8)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
자들은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에 관한 특별법의 적
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감정노동이 일부 제한된 업종이나
근로형태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노동을 어떻게 정의하
느냐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결정될 것인데, 그러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감정노동을 사회학적이나 인사관리 대상으로
서 인지하는 것과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러한 까닭
으로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도 서비스노동, 특히 감정노동에 관한 특별법을 별
도로 입법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특별법의 형태는 아니라도, 서비스노동과 서비스노동으로서 감정노
동의 특수성을 현행 노동보호법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부 조문
을 개정한다거나 추가하는 형태로 전통적 의미의 ‘근로’와는 다른 특수성이 입
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을 예로 들 수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박은정(2016),「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
사자 개념의 비판적 이해」,『노동법학』57 : 135～157 이하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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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산재보험법 이외의 다른 근로보호법제 영역에서 이와 같은 입법적 접
근을 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Ⅲ. 감정노동과 노동법

1. 감정노동과 업무상 질병 그리고 작업중지권
앞서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등장시킨 하급심 판결례를 언급하였
다. 그 판결례에서는 감정노동의 과정상 특징(“고객에게 즐거움 같은 감정적 반
응을 주도록 요구되는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감정 활동의 통제, 실적 향상 및
고객 친절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어”)과 그에 따른 결과적 측면(“대인
기피증 등 직무 스트레스성 직업병에 심각하게 노출”)을 적시하였다. 이 결과적
측면에 대하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지적한 바 있고, 최근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이 점을 반영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결과적 측면을 최대한 피하
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사업주에게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
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것이다.
금융5법이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의 감정노동에 관한 법제 동향
도 이러한 과정과 결과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것인데, 산재보험법은 특히 감정
노동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현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가 산재보험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는 사후적 조치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결과적 측면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5법상의 안전보호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규칙상의 재해
예방조치의무 같은 것이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감정노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지속적
인 문제 제기와 연구 덕분에 감정노동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입법적 노력은 어
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된
바 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감정노동을 업무상 질병의 한 원인으로 적
시하기 이전부터 소위 진상 고객․성희롱 등으로 인한 우울증에 기초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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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재요양신청을 인정되어 왔다.9) 그리고 이와 같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
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주요 내용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예방과 보상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물론 제대
로 된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의
위험에 빠질 일이 없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감정
노동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
다. 예컨대, 서울시 다산콜센터는 악성 민원인들이 성희롱․폭언․욕설 등의 전
화를 걸어오면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한 후 통화를 선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거절권을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부여하고 있다.10)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통화거절권과 같은
권리를 사업주가 따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상 일반적 권리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통해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해
석해 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이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
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조선
소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맨홀커버조임 볼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1.5미
터 맨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자 측에서 회사에 안전 관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을 발동
한 사례가 있다.11) 통상 육체노동으로 분류되는 작업 현장에서 생산수단을 사
용하여 노동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장 환경이 안전하지 않음에 따라 작업을 중
9) 인터넷 한겨레 신문, ｢감정노동 정신질환, 산재 인정 크게 늘었다｣(http://www.hani.co.kr/
arti/society/labor/688082.html, 보도일 2015.4.22, 최종검색일 2016.8.10).
10) 서울시 다산콜센터(http://120dasan.seoul.go.kr/bbs/action?mode=view, 최종검색일 2016.
8. 10) 참조.
11) 인터넷 국민일보, ｢현대중 노조, 근로자 추락에 ‘작업중지권’ 첫 발동｣(http://news.kmib.co.kr/
article/view.asp?arcid=0009413489&code=61121111&sid1=hon, 보도일 2015.5.6, 최종
검색일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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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경우를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제정된
것은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사업주는 산업재
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
중지권을 발동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
조제3항, 별도의 벌칙 규정은 따로 없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
지는 않지만 내용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
피할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박제성, 2015 : 3).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생명
과 안전은 반증이나 이익형량이 허용되지 않는 ‘자명한 진리’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산업사회가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살아갈 만
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견지되어야 하는 하나의 금기”라고 표현되기
도 한다(박제성, 2015 :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생
산노동에서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기는 하지만, 서비스노동분야
에서도 작업중지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을까. 다시 말해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욕설 등을 겪게 된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객으로부터 성희롱․폭언․욕설 등을 겪게 된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재보험
법상의 업무상 질병 요인이 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근로
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의무를 갖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또한 근
로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필요
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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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고객의 관계가 필수적인 서비스노동으로서 감정노동의 재해는 주로
생산노동에서와 같은 생산설비나 사업장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서
비스 대상인 고객으로부터 초래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근로
자가 맨홀커버조임 볼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1.5미터 맨홀 아래로 떨어지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위험도 초
래할 수 있는 맨홀커버조임 볼트는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할 수 있는 고객이다. 맨홀
커버조임 볼트와 관련하여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폭행을 가하는 고
객과 관련하여 작업중지권이 행사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12)
다만, 맨홀커버조임 볼트때문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근로자가 생산노동
을 중단한다는 것의 의미는 비교적 명백하지만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근로자가 감정노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고객을 향한
미소를 거두고 함께 화를 낸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분명하다. 작업중지권은 ‘급박
한 위험’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화장품 매대를 떠나 판매서비
스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콜센터
상담원이 전화상담자의 전화를 먼저 거절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감정노

12) 19대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감정노동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중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912665호)에서는 이러한 작업중지권을 ‘업무중
지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업무장소 내의 위험요인과 고객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
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의 업무중지를 의무
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본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입법적 개정이 없더라도
현행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으로부터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의 재해를 피할 수 있
다고 해석하는 것이지만, 좀 더 명확하게 법문상 고객으로부터의 재해 가능성을 명시하
는 한편,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인상
(2015 : 141)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업무중지의 전제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 ‘고
객 등’에 의하여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현재
의 작업중지권의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효성에 의
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작업중지권에 대한 해석 방향상의 차이에 따
른 것이고, 필자는 본문에서와 같이 ‘급박한 위험’을 해석하는 기준을 정한다면 충분히
현행 법규정으로도 감정노동상 고객에 의한 업무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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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작업중지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은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체, 대상,
사업의 종류, 장소,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서 작업중지권이 서비스노동자들, 특히 감정노동자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는 권
리임을 명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의 내용을 예시적 열거 규정으로 보
완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에서의 유해․위험요소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작업중지권과의 연장선
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로서 고객에 의한 유해․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13)

2. 감정노동과 근로계약 그리고 안전배려의무
그런데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의 위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이거나 일
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사 작업중지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감정노동자가
근로자로서 노동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
스노동에서 근로자의 노동이 향하는 곳은 소비자이지만, 결국 그것은 근로자의
근로를 통한 사용자의 경영활동의 과정상 특성일 뿐이므로, 사용자는 생산노동
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안전배려
의무라고 말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
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대법원 2002. 11. 26.
13) 이와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의
안번호 제1909780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보건
조치의무에 “사업주는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76

 노동정책연구․2016년 제16권 제3호

선고 2000다7301 판결)”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상 부
수적 의무로 도출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라는 부수적 의무가 발생
하여 이로부터 근로자가 안전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될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근로자는 인간으로서 생명이나 신체, 건강
의 유지․확보라는 절대적 보호법익을 가진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
안에서도 이를 침해하지 않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가 도출되는 것이라고 보
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전윤구, 2012 : 145). 여기에서 근로자의 생
명, 신체, 건강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의 인격권으로 보고, 이 인격권을 ⅰ) 신체
적 측면에서의 인격권(신체적 자유)과 ⅱ) 정신적 측면에서의 인격권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신체적 인격권에는 생명, 신체, 건강, 기타의 신체적 자유가 포함
될 수 있으며 정신적 인격권은 정신적 안온 및 사회적 관계의 존립 보호와 관련
한 인격권으로서 명예․신용․초상․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넓게는 차별․무
시․모욕과 관련된 자존감도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전윤구,
2012 : 148).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자의 인격권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인격권을 사용자에게만이 아니라 고객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이
인격권 침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가 발생함으로
써 감정노동자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방치될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
위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요
구할 사전적 권리까지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의 가장 큰 난점은, 사법상의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기 어려운
노동인권 내지 노동인격권과의 테두리가 명확히 구분되어 이해되기 때문에 감
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성희롱․폭행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할 청구권을 갖는 구체적 권리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가 근로계약으
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이전의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
는 권리라는 주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적
시도도 중요하지만 명시적으로 마치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폭행
14) 물론 전윤구(2012 : 149)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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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이나 소정근로시
간 및 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
자의 안전배려의무 존재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근
로자가 자신의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 한편 사용자에게 안전
배려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사전적 권리를 갖는지가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말하였지만, 그와 같은 산업
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전제하기 때
문에 사전적으로 위험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권리까지 근로자에게 있는지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가 근로계
약의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경우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이전에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이행
을 요구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존재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로계약에 대한 명시적 요건으로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명시하는 경
우에도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잇따를 수 있다. 안전배려의무이행청구절차
적 요건,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과 유사한 근로계
약상 근로제공의무이행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안전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의 한계 등이 앞으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 생
각된다.

3. 감정노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또는 균등처우
앞서 감정노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직업적 요소라는 것, 그
리고 감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
하다고 언급되었다. 그 이유는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근로자의 업무상 노력이
해당 근로자의 노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
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인데,
이 원칙은 현재「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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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화되어 있다. 이때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
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2항). 이때의 ‘노력’에는
물리적 노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력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연히 감
정적 노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는 얼마
나 될까? 예컨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극소수의 판례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서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에서는 노동의 동일가치
성을 판단할 때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라고만 하고 있다. 이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금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하는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에서부터 마찬가지였다. 2013년에 개정된「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에서도
‘노력’의 의미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힘 및 정신적 부담”이라고만 규정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정신적 노력’이나 ‘정신적 긴장’이라는 것에 감정노동
상의 감정적 노력이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겠지만, 감정노동은 일
반적 서비스노동에 감정적 노력이 부가되어야 하는 형태의 노동이므로 이에 대
한 정당한 평가를 요청하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쉽게 무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15)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성’이라는 것이 합
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되어 차별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데, 감정노동자의 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한다면 물론 성차별적으로 감정노동자
의 감정적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성의 근로자들 간에서도 감정적 노력에 대한 저평가로 인해 동일임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과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15) 영국 보건부가 국민건강서비스(NHS)의 구성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업무평가지침에서는
동일임금평가를 위한 동일가치노동성의 판단 요소로서 ‘노력’에는 물리적 노력 및 정신
적 노력과 함께 감정적 노력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의 환기적으로 감정적 노력이 업무를 평가하는데 한 요소가 됨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NHS의 업무평가지침은, http://www.nhsemployers.org/~/media/
Employers/Publications/NHS_Job_Evaluation_Handbook.pdf 참조.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
들 가운데에서도 감정노동자에 의한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감정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에 대한 추가적 수당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김종진, 2013 :
46),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문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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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에 기초한 차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까.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고용형태나 근로형태가 근로기
준법 제6조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가 있기
는 하지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업무 형태
상 노력의 차이의 불인정이 곧 차별이 된다고 판단한 예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
이 과연 감정적 노력의 평가 유무를 차별의 문제로 받아들여줄 것인지의 여부
는 알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
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감정
적 노력의 유무에 기초한 차별 판단도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차별’의 문제와 관
련되어 있고, ‘차별’의 문제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에 따른 상대적 구분의 문
제이다. 즉 어떤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자의 업무와 비교할 만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정적 노력에 대한 평가의 문제나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의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서
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 대상자로 지
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헌법
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참조).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감정적 노력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다분히 법제적 영역을 벗어난 기업의
경영정책이나 인사관리상의 문제가 되므로 이 글에서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
겠지만 감정노동자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업무의 한 요소로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모색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4. 그 외의 문제들
앞에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감정노동자와 노동법의 관계상 몇 가지 언급하
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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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감정노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를 육
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그런데 육체
노동과 정신노동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또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동시에 수
행되는 서비스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에 ‘근로’의 의미를 정의하
는 규정을 두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근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
로써 오히려 그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는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는데, 향후에는 또 어떤 새로운 노동의 형태가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법에서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에 대한 정의규정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둘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
중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 장시간 노동구조를 벗
어나고자 여러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중에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사실상 없
애고 있는 규정의 타당성, 단지 휴게시간의 운용을 달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의 운용에 최소한의 기준의 필
요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집안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다른 감정노동자들보다 더 크게
고객으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된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그리고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전면적 적용 제외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
다.16)

Ⅳ. 맺음말

본고는 오래전부터 사회학이나 인사관리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의 대상
이 되고 있었지만 법학적으로는 다소 연구가 미진한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노동
16) 이 문제에 대하여 김미영․이주희(2015),「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유통업체 판매직 근
로관계 특성과 노동법의 실효적인 규율 방향」,『노동법논총』33 : 77～111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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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를 통한 보호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미 감정노동의 실태와 특성, 그로
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의 문제가 노동법학 영역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
는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와 구분되어 특별한
보호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설사 구분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근로보호법제를 통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직업적 요소로서의 감정을 현행 노동법제가 충분히
포괄해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문제는 감정노동이 서비스노동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벗어나 근로자-소비자의 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함으로
부터 야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감정노동자가 서비스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또한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라고 말해지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을 감정노동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할 수 있기 위해 이것이 다른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들과 같이 법제화될 필요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보다 더 많은 차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 부분은 감정노동의 문제를 노동법학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 다른 후속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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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otional Labor and Labor Law
Park Eunjeong
There are many researches about emotional labor mainly focus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emotional workers since 1990s in Korea. Those research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he field of health
protection of emotional workers. The second category is the field of personal
management for the efficiency of business. But there are few legal researches,
especially based on labor law. What will be the reason of that? That is because
tthe researchers of labor law have some doubts as to the questions such as
1) does emotional labor need special or discrete legal treat besides the treat
for general mental/physical work? and 2) even if emotional labor needs special
or discrete legal treat besides the treat for general mental/physical work, is
the existing labor protectional law system unable give protections to emotional
workers?
In this paper, I tried to clear that doubts and thought the answer to both
of the questions above are “YES”. Emotional labor as service work has a
distinct point compared with general mental/physical work. That point i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of the emotional worker and the customer. General
mental/physical workers have a relationship with their employer, and usually
don’t need to directly meet the customer who wants what they produce. But
emotional workers should directly face the customer and control their emotion
even when they are treated unfairly by them. The customer wants the service
what the emotional worker provides. Therefore emotional workers can be in
situation and danger different from mental/physic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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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ddress this problem based on labor law, two methods are used. The
first is the right of work suspension, and the second is the safe care obligation
of employer. I suggested that emotional workers should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work suspension provided in art. 26(2)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afe care obligation of employer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hapter Ⅰ of the Labor Standards Act.
Keywords : emotional labor, emotional worker, service work, the right of work suspension,
the safe car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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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업성 손상 근로자(산재근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 형태에 따
라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health-related worklessness) 결과가 달라지
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의료패널 1-6차년도 자료를 활용했고, 산재근
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산출한
다음, 이를 가중치로 적용한 이산시간분석(discrete-time analysis)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산재근로자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었다.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자는 전체 산재근로자 중 17.3%였으며,
임금근로자만으로 한정해도 25.6%의 산재근로자만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치료군은 그 외 치료군보다 건강문제로 인해
노동 참여를 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산재 당시에 일용·임시직이었던
자가 상용직이었던 자에 비해, 그리고 산재 손상의 중증도가 높은 산재근로자
일수록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산재근로자의 의료보장 형태를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산
재보험 이용 수준을 평가하고,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노동 미복귀 결과를 비
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의 산재보험 이용률과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 결과를 향상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 이산시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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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가 건강회복을 하여 직업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도
입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에서 산재근로자의 건강회복과 직업복귀가 특히
중요한 이유에는 당위적인 측면도 있으나, 산재근로자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
한 시기에 있는 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이들은 근로능력을 기
대하기 어려운 자 또는 은퇴가 가까운 근로자와는 달리 가구 내에서 주로 가족
을 부양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건강 손실과 노동 미복귀는 산
재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산재근로자 가구 전체에 영향을 미
친다. 이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산재 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수
행되는 분야이다. 한국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은 2012년 처음으로 50%를 넘
어섰으며, 이 가운데 원 직장으로 복귀하는 산재근로자는 2013년 기준 48.1%
이다(조성재 외, 2014). 하지만 선진 복지국가에서 재활 선진국에서의 직업복귀
율이 90%에 가까운 현실과 비교하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Egner, 2008; 김상
호, 2014; 조성재 외, 2015).
하지만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산재근로자의 자발적 요인(예. 자발적 실업
등)과 비자발적 요인(예. 불충분한 건강회복, 산재보험 제도의 미흡, 고용주의
비타협적 태도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결과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 결과를 해석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또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당수의 연구는 산재보험 수혜자 혹
은 산재장해인만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박지은, 2016). 또
한, 모든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하면(정재훈 외, 2007; 원종욱 외, 2010; 신상도 외, 2012; 주영수 외, 2014;
박지은, 2016) , 산재보험 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산
재보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노동 (미)참여 여부보다는 산재근로자의 자발적 요
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health-related work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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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속변수로, 산재보험 이용 여부를 독립변수로 모형을 구성했다. 다만, 업무
상 질병의 경우 산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비교적 명확하게
산재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직업성 손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렇
다면 산재보험 치료군과 그 외 집단(다른 의료보장제도 이용)의 건강문제로 인
한 노동 미복귀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동일한 손상 중증도라고 가정했을 때
포괄적인 요양급여와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치료군의 직
업복귀 결과가 양호할 것인가? 반대로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의료의 질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군의 결과에 차이가 없을 것인가?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건강결과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할 것이며, 제Ⅲ장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자료와 변수를 설명하고,
성향점수와 이산시간분석을 중심으로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산
재근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건강결과로 인한 노동 미복귀 혹은
미복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며, 제Ⅴ장에서는 분석 결과
를 토대로 산재보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산재근로자 측면과 직
업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재(intervention)방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산재근로자 특성 측면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 산재 당시 직업 특성, 산재 특성 등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
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여성, 저학력, 고령 근로자, 산
재 당시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가는 직종에 종사한 경우, 저임금 및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산재 중증도 측
면에서는 장해 수준이 높거나, 요양기간이 긴 경우 직업복귀 확률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난다(Boden and Galizzi, 2003; Blackwell et al., 2003; 강희태 외, 2006;
이승욱․박혜전, 2007; 류만희․김송이, 2009; 전보영 외, 2010; Seabury &
McLaren, 2010; Berecki-Gisolf et al., 2012; Laisné et al., 2013; Case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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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가진 특성은 개입을 통해 개선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낮은 요소인 반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향상시키는 중재(interventions)는
그 양과 질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건강결과와 직업복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점 때문에 주목받는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향상시키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eabury et al., 2010).
첫째, 산재의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치료 및 재활)에 기반한 접근 방식
으로, 산재근로자에게 양질의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조기에 최대한 제공하여 장
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건강보험이 경제성
과 임상적 타당성에 근거한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
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산재보험 선진 국가들은 재활 치료를 강조하고 있으
며, 재활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윤조덕 외, 2011). 하지만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담보할 수 없어 다른 방식들을 조합
한다.
둘째, 인센티브에 기반한 접근방식으로, 산재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직업복귀
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구조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산재근로자가 직
업복귀를 하려고 하거나 고용주가 산재근로자를 (재)고용하려고 할 때 현금급
여나 임금의 일부 등을 지원하여 직업복귀로 인한 편익이 미복귀로 인한 기회
비용보다 크도록 제도를 설계한다(Reville et al., 2005). 직업재활 급여와 (부분)
휴업급여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조정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accommodation-based approach)으로, 산
재근로자의 최종 건강회복 상태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산재근로자가 직업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에게
신체적 부담이 적은 과업을 맡기거나 근로 시간을 줄여주기도 하며, 산재근로
자에게 보조기구를 공급하거나 산재근로자가 직업복귀를 하게 된 작업장의 설
계 변경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돕는다(Oi,
1991; JAN, 2010; 윤조덕 외, 2011;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2013).
건강결과 측면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더라도 통증
이나 우울 수준이 더 부정적이라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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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재근로자가 다른 환자에 비해 중증도가
높다는 점, 산재급여를 더 받기 위해 환자 역할(sick role)을 하거나 일반 환자
에 비해 진료 과정에서 협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과 같은 미시적인 요인부
터(Harris et al., 2005; Koljonen et a., 2009; Gougoulias et al., 2009; Kemp et
al., 2011; de Moraes et al., 2012; 원종욱 외, 2010; 박종희 외, 2012) 산재 환자
의 특성과 직업복귀까지를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추어 전문적으로 치료
를 제공하는 의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중간 요인(원종욱 외, 2010; 윤조덕 외,
2011; 박종희 외, 2012), 그리고 산재 의료의 전달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
다는 거시적인 요인들이 그러하다(박종희 외, 2012).
재활서비스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서비스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산재보험에서
재활분야는 산재보험의 역사에 비해 짧은 편이고, 재활분야는 요양분야와 잘
연계되지 못해 요양 초기 시점부터 적기에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한
계가 있었다. 또한 급여항목으로 인정되는 재활서비스도 부족하며, 재활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인력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산재근로자에
게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조덕 외, 2005; 권영준, 2008; 최윤영, 2009; 윤조덕 외, 2011; 김지원, 2014;
조성재 외, 2014; 고용노동부, 2015).
국외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메타분석을 수행할 정도로 산재근로자 대
상의 재활서비스가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조기의 (사업장 기반) 직업복귀 개입 프로그램과 사업주에게 직업복귀
를 지원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 사업주, 담당 의사, 산재 담당 직원 사이의 충분한 의사소통
역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Franche et al., 2005; Tompa et al., 2008; Carroll et al., 2010; Schandelmaier
et al., 2012). 그러나 국내 연구는 주로 재활서비스의 수혜 여부 혹은 재활서비
스 유형에 따라 직업복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직업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박수경․안치민, 2006; 류만희․김송이, 2009; 임성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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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김장기, 2012; 김지원, 2014; 조성재 외, 2014)와 직업복귀에 직접적인 성
과가 나타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거나 오히려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이승욱․박혜전, 2007; 신혜리․김명일, 2015; 이윤진․이다미,
2015)가 함께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산재보험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며, 산재근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건강결과 및 직업복귀를
비교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원이 가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이나 공상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은 산재근로자
를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해결하지 못
하였다.
그렇다면 산재근로자의 건강결과와 직업복귀를 평가하는 데 어떠한 비교군
을 활용할 것인가? 가능한 비교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집단과의 비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으므로 어떠한 의료보장제도로도 보호되지 않는
집단은 거의 없다. 둘째,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와 비교하는 방법인데 유사한
건강 상태를 가진 집단으로 예를 들면, 산재근로자와 교통사고 환자를 비교한
다든지 동일한 수술을 받은 환자와 비교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이 있다. 다수의 연구가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Harris
et al., 2005; Koljonen et a., 2009; Gougoulias et al., 2009; Kemp et al., 2011;
de Moraes et al., 2012; McAllister et al., 2013), 이는 해당 국가의 의료보장
제도의 설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외국 의료보장 제도는 환자
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상병수당 제도 도입 여부 측면
에서 차이를 보인다. OECD 회원국 중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
에 어떠한 유형의 의료보장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지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
는 것이다(최인덕․김진수, 2007; 신기철, 2011). 셋째, 산재근로자이지만 산재
보험이 아닌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는 집단이다. 한국 산재근로자의
상당수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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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
산재보험 비수혜 또는 미이용 산재근로자를 포함한 국내 연구도 일부 보고되
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수행
하거나(주영수 외, 2014), 의무기록을 조사하거나(신상도 외, 2012),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하고 있다(임준 외, 2007). 이러한 연구들은 산재근로자에서 산
재보험 미이용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는 데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일부 고위험 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거나 소득이
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
계 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현황을 단면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 발생 이후 산재근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건강회복과 직업복귀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했다. 이 밖에도, 산재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산재 당시의 고용 특성, 산재 관련 특성, 건강상
태의 네 측면에서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 분석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원과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1차(2008)～6차(2013)년도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의료패널은 전국의 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되
는 자료로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의료이용,
의료비, 건강 관련 정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보건의료
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의료이용을 연구하는 데 대표적인 보건의료분야의 자료원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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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가. 직업성 손상 근로자(산재근로자)
의료패널에서 직업성 손상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는 일터에서 사고를 당한
사유(직업성 손상)로 의료서비스를 4일 이상 이용한 자로 정의했다. 이는 산재
보험의 산재 인정 기준을 따른 것인데 다만, 의약품 처방일수는 알 수 없어 의
료기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요양일수를 산정했다. 의료패널에서 산재 여부에
관한 응답은 본인이 산재라고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일터에서 사고를 당
했는지 여부를 응답하게 되어 있으므로 산재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의
료패널에서 의료이용은 이용 건 단위로 측정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날짜에 여러
번 의료이용을 한 경우는 한 번 이용한 것으로 계산했다. 직업성 손상이 아닌
사유로 의료이용을 한 사례나 업무상 질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자, 만 20세 미만
의 산재근로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 단위는 개인이다.

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
산재 이후 질병 악화 또는 사고로 인한 손상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산재근로자를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인 자로 정의했다.

다. 산재근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제도
산재근로자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군은 산재보험 치
료군으로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을 통해 치료받았다고 응
답한 군은 그 외 치료군으로 분류했다. 이 외에도 별도의 재해보상제도를 통해
치료받은 자들도 있는데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모두 그 외 치료군으로
분류했다.

라. 설명변수
설명변수로는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 당시 고용특성, 의료이
용 관련 특성, 산재 손상의 중증도와 건강 관련 변수를 포함했다. 인구사회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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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는 연령과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로그화한 가구소득,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가구 내 취업자 수를 포함했다. 산재 당시 고용 특성에 관한 변수로
는 종사상 지위, 종사 산업, 직종을 사용하였고 사업장 규모, 계약기간 및 고용
형태와 같은 변수는 1차(2008)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항목이고, 임금근로자만
해당되는 변수이기도 하여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의료이용 관련 특성으로
는 공상1)처리와 같은 제3의 치료비 지불원 여부를 사용했다. 건강보험 유형(건
강보험 혹은 의료급여)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산재근로자가 산재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산재 손상 중증도는 산재로 응급 및 입원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중증도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했다. 건강상태는 내과계 동반질
환 정도를 가리키는 Charlson’s Comorbidity Index(CCI)(Quan et al., 2005; 최
수민, 2012)와 산재 다빈도 신청 근골격계 질환 보유 수(임상혁 외, 2008), 장애
보유 여부를 포함했다(Salwe et al., 2011; Yu et al., 2012).

3.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가. 성향점수 산출
분석에 앞서 산재보험 치료군과 그 외 치료군의 특성을 맞추기 위해 연구 진
입 시점 당시 즉, 산재 발생 당시의 산재근로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성향점수
(propensity score)를 산출했다. 이는 산재보험 치료군과 그 외 치료군이 산재
당시 고용 지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재용 외, 2002; 박지은, 2015; Park & Kim, 2015).
본 분석에서는 산재보험 이용여부(처치여부) 및 결과변수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 특성, 건강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되 통계적 유
의성과는 관계없이 연구 진입 시점의 변수를 투입하여 성향점수를 산출했다
(Caliendo & Kopeinig, 2005; Oakes & Johnson, 2006). 가구 연간소득과 산재
근로자 개인의료비는 연구 대상자의 연구 진입 시점이 달라 물가상승률(통계
1) 본 연구에서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이 아닌 사업주 비
용 또는 제3의 지인의 의료비 보조 등을 통해 치료받는 경우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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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2014)과 건강보험수가 인상률(건강보험통계연보, 2014)을 고려하여 보정했
다. 다만 가구소득과 개인의료비가 0원이라고 보고한 응답자는 1원으로 수정하
되 로그화를 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Generalized Boosted Modeling
(GBM)을 활용하여 성향점수를 산출했다. GBM은 함수 형태를 특정하지 않아
도 되기 때문에, 정확한 함수 형태를 특정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적고 처치군 배정에 대한 확률적 예측(prediction of treatment
probability)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Ridgeway, 1999; McCaffrey et al., 2004;
Guo & Fraser, 2015).

나. 성향점수 가중치 분석
분석에는 성향점수를 분석의 가중치로 활용하는 성향점수 가중법(propensity
score weighting)을 적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연구 대상자(산재근로자)가 처치
군에 배정될 확률, 즉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확률의 역수를 표본 가중치로 활
용한다. 성향점수 가중법은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기존의 분석법과 동일
선상에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분석 시 결과변수가 연속형이
거나 정규분포를 해야 한다는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greedy matching
이나 trimming 방법의 경우 매칭 이후 연구 대상수가 손실되는 데 비해 성향점
수를 가중치로 활용하게 되면 이 우려를 줄일 수 있다(Guo & Fraser, 2015).
본 연구에서는 결과변수가 이분형이고 정규분포를 하지 않으며, 표본수가 충분
하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성향점수 가중치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의료패널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는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 가중치는 분석 결과를 국내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 위한 외적 타당도의 개념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는 산재가 발생한 특정 근로자
집단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적 타당도를 반영하는 성향점수를 이용
한 가중치 활용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연구 진입
시점과 종료 시점이 모두 다른데 어떤 시점의 종단가중치를 활용할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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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
분석에는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을 적용했다. 이
는 의료패널 자료원이 1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어 정확한 관찰 기간을 알기가
어려운 tied 자료이며, 연구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이산(discrete)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기는 1차년도 조사 기준 시점인 2008년 1월 이전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주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고 또한 주기가 시작하
는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대상자를 좌측절단(leftcensored) 사례라고 하는데, 좌측절단 자료를 분석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정
답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celand(1997)는 좌측절단된 주기와 분석에 포
함된 주기의 특성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좌측절단 사례를 분석에서 제외
하면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연
구자는 좌측절단을 제외할 경우 표본의 선택변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건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Cellini et al.,
2008). Stevens(1999)는 더 나아가 좌측절단의 포함여부가 분석 결과에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본 분석에서는 좌측 절단, 즉 산재 발생 당시 비
경제활동 중이거나 고용 특성 정보가 없는 산재근로자는 제외했는데, 산재 발
생 당시의 고용 특성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이산시간 해저드(discrete-time hazard)는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을 통해 추정
할 수 있다. 이산시간 해저드는 t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t시점에
서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Allison, 2014), 본 연구에서
는 해저드(hazard rate)와 독립변수를 연결하는 함수로 로지스틱 회귀 함수를
사용했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개인 단위 자료를 인․년 단
위 자료(person․year data)로 변환하고, 각 인․년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통제변수 값을 결합했다. 의료이용 자료는 건 단위 자료이므로 이를 개인 단위
자료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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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성향점수 영향도 및 분포
성향점수 산출에 포함된 변수의 영향도(influence) 계산 결과, 산재보험 이용
확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산재로 인한 의료 이용일(72.8%)이었으
며, 개인의료비(13.2%), 산재 당시 2차 산업 종사자(2.3%)가 그 뒤를 이었다.
산재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제도 또한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는 종사상 지위의 영향도는 다른 요인에 비해 크
지 않았다. GBM을 통해 산출한 성향점수의 분포를 [그림 1]에 제시했다. 산재
보험 치료군의 성향점수는 넓은 범위에 걸쳐있으며, 그 외 치료군의 성향점수
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 분포해 있다. 즉 산재보험 치료군과 그 외 치료군은 상
당히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군의 특성을
유사하게 맞추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 대상자의 기초 특성
한국의료패널 5개 연도 자료에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산재근로자는 총 740
명으로 이 중 612명(82.7%)은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등 다
른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치료받았으며, 128명(17.3%)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면 산재보험 이용률은 25.6%(임금근
로자 445명 중 114명)로 증가했다.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산재근로자의 특성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특성 분
포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첫째, 중졸 및 고졸 이하의 근로자가 약 84.5%
로 산재근로자는 저학력 계층이 많았다. 이는 국내 중졸 이하 인구와 고졸 인구
를 합쳐도 59%라는 점과 이들의 취업률을 고려했을 때 더 명확해진다(OECD,
2014). 둘째,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인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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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향점수의 분포

속하는 산재근로자는 10%로 가장 적었으나 약 50%의 산재근로자는 소득 2,
3분위에 분포하고 있었다. 셋째, 직업성 손상 발생 확률이 높은 1, 2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이들은 산재근로자의 62%를 차지했는데, 한국에서
1, 2차 산업 종사자가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통계청,
2014), 1, 2차 산업 종사자에서 더 많은 직업성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고용상태 측면에서도 취약 노동인구 집단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
와 비임금근로자가 많았다. 통계청(2013a)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용근로자가 약 45%,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약 27%, 비임금근로자가 약
28%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산재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1%,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는 32%, 비임금근로자는 39.8%를 차지했다. 다섯째, 건
강상태 측면에서 산재근로자의 81%는 CCI가 0이었으나, 45.5%는 근골격계 질
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었다.
전체 산재근로자(임금 및 비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치료군과 그
외 치료군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산재근
로자의 평균 연령은 50세였으며, 성별과 가구주 여부를 제외하고는 두 군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은 여성보다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산재보험 치료군에 고졸 이하의 학력 수준을 가진 자
가 더 많았다. 또한, 모든 고용특성과 의료보장 이용형태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산재보험 치료군은 그 외 치료군에 비하여 임금근로
자, 2차 산업 종사자가 많았으며(별도 카이제곱 검정, p<0.001), 사업장 규모도
더 큰 경향이 있었다(Cochran-Armitage 검정, p<0.001). 산재 손상 중증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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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산재보험 치료군에서 산재 이후 수술을 더 많이 받았고, 응급이나 입원 서비
스도 더 많이 이용했다. 즉, 산재 중증도가 낮은 산재근로자는 건강보험이나 의
료급여 등을 통해 치료를 받고, 산재 중증도가 높을수록 산재보험으로 치료받
을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보험 치료군보다 그 외
치료군이 더 많은 근골격계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이산시간 분석에 포함된 산재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산재보험 치료군 그 외 치료군
n=128(17.3%) n=612(82.7%)

전체
N=740

n

%

n

%

n

%

여성

20

15.63

214

34.97

234

31.62

남성

108

84.38

398

65.03

506

68.38

20～39세

27

21.09

121

19.77

148

20

40～49세

41

32.03

146

23.86

187

25.27

50～59세

36

28.13

175

28.59

211

28.51

60세 이상

24

18.75

170

27.78

194

26.22

p-value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평균±SD(세)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 소득

가구주 여부

49.06±11.77

51.19±12.3

50.82±12.74

미혼

11

8.59

57

9.31

68

9.19

기혼

107

83.59

489

79.9

596

80.54

이혼/사별/별거

10

7.81

66

10.78

76

10.27

중졸 이하

54

42.19

264

43.14

318

42.97

고졸 이하

63

49.22

244

39.87

307

41.49

대졸 이상

11

8.59

104

16.99

115

15.54

1분위

6

4.69

68

11.11

74

10

2분위

36

28.13

162

26.47

198

26.76

3분위

34

26.56

134

21.9

168

22.7

4분위

30

23.44

132

21.57

162

21.89

5분위

22

17.19

116

18.95

138

18.65

가구원

10

7.81

57

9.31

67

9.05

가구주 배우자

18

14.06

149

24.35

167

22.57

가구주

100

78.13

406

66.34

506

68.38

<0.001

0.103

0.085
0.563

0.029

0.2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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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산재보험 치료군 그 외 치료군
n=128(17.3%) n=612(82.7%)

%

전체
N=740

n

p-value

n

%

n

%

상용직

55

42.97

153

25

208

28.11

임시․일용직

59

46.09

178

29.08

237

32.03 <0.001

비임금근로자

14

10.94

281

45.92

295

39.86

1차 산업

7

5.47

170

27.78

177

23.92

2차 산업

83

64.84

199

32.52

282

38.11 <0.001

산재 당시 고용 특성
종사상지위

종사산업

직종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계약기간

3차 산업

38

29.69

243

39.71

281

37.97

사무직

5

3.91

26

4.25

31

4.19

서비스․판매직

6

4.69

105

17.16

111

15

86.72

432

70.59

543

73.38

4.69

49

8.01

55

7.43

농/어/광/업․생산직 111
관리․전문직

6

0.001

5인 미만

29

29.9

281

59.41

310

54.39

5～49인

47

48.45

113

23.89

160

28.07

50인 이상

21

21.65

79

16.7

100

17.54

Not Available

31

-

139

-

170

-

직접고용

73

74.49

228

48.2

301

52.71

간접고용

14

14.29

22

4.65

36

6.3

비임금근로자

11

11.22

223

47.15

234

40.98

Not Available

30

-

139

-

169

-

없음

65

66.33

405

85.62

470

82.31

있음

33

33.67

68

14.38

101

17.69 <0.001

Not Available

30

-

139

-

169

-

32

25

156

25.49

188

25.41

96

75

456

74.51

552

74.59

수술 안 함

68

53.13

492

80.39

560

75.68

수술함

60

46.88

120

19.61

180

24.32

34

26.56

384

62.75

418

56.49

94

73.44

228

37.25

322

43.51

<0.001

<0.001

의료이용 관련 특성
제3의 치료비 없음
지불원
있음

0.908

산재 손상의 중증도
수술여부

외래만 이용
응급 및 입원
응급 및 입원 의료
서비스 이용
이용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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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산재보험 치료군 그 외 치료군
n=128(17.3%) n=612(82.7%)

전체
N=740

n

%

n

%

n

%

없음

121

94.53

567

92.65

688

92.97

있음

7

5.47

45

7.35

52

7.03

0

105

82.03

495

80.88

600

81.08

1 이상

23

17.97

117

19.12

140

18.92

평균±SD(점)

0.22±0.55

p-value

건강 관련 특성
장애여부

CCI

산재 다빈도
근골격계질환

0.29±0.76

0.28±0.73

없음

87

67.97

316

51.63

403

54.46

있음

41

32.03

296

48.37

337

45.54

평균±SD(개)

0.41±0.67

0.73±0.90

0.67±0.87

0.448
0.763
0.208
0.001
<0.001

2

주 : 1) 범주형 변수: χ test or Fischer’s exact test; 연속형 변수: t-test with (un)equal
variance
2) 가구소득 : 가중치 적용 가구 균등화 소득으로 산재근로자 내에서의 소득 5분위
가 아닌 의료패널 전체 집단 내에서의 소득 5분위임.
3) 계약기간 없음: 자영업자 포함.

분석 결과는 산재근로자 전체와 임금근로자만으로 한정했을 때 두 경우로 나
누어 서술한다. 이는 산재보험의 설계와 운영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전체 산재근로자와 임금근로자만으
로 한정한 경우 모두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2>는 산재근로자의 주요 특성별로(이용한 의료보장 형태, 제3의 치료비
지불원, 종사상 지위, 응급 및 입원의료 이용)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누적생존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연구 관찰 종료 시점까지 제3
의 치료비 지불원 여부와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나머지 항목에는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산재근
로자가 그 외의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은 산재근로자보다 그리고 응급
및 입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산재근로자가 외래서비스만 이용하여 치료를 받
은 산재근로자보다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 확률이 높았다. 또한 산재 당
시 임시․일용직이었던 자가 다른 종사상 지위의 산재근로자보다 산재 이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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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제로 일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
<표 2> 연구 대상의 특성별 노동 미복귀 발생의 누적생존율 추이
전체 산재근로자(2,729인․년)

임금근로자(1,616인․년)

산재보험
치료여부

p<0.001

p<0.001

p=0.8756

p=0.7652

p<0.001

p<0.001

p<0.001

p<0.001

제3의
치료비
지불원
지원
여부

종사상
지위

응급․입원
이용여부

주 : 1) 그래프 :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2) 통계검정: Wilcoxon rank-sum test, df=1; Kruskal-Wallis equality-of-populations
rank test, 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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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산시간분석 결과
<표 3>의 이산시간분석 결과는 성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와 적용하지
않은 결과 모두를 제시하였으며, 전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해석은 성향점수 가
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되(모형 2, 4), 필요 시 성향점수 가중치
를 적용하지 않은 모형(모형 1, 3)과 비교하며 설명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산재
근로자는 총 740명이었으며(임금근로자 445명), 최종 분석에는 각각 2,729인․
년(전체 산재근로자), 1,616인․년(임금근로자)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모형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변수의 방향 측면에서는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성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모형(모형 2와 4)은 이
를 적용하지 않은 모형보다(모형 1과 3) 회귀계수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전체 산재근로자(모형 2)와 임금근로자만으로 한정한
분석(모형 4)은 다른 요인들을 보정한 이후에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은
산재근로자가 그 외의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치료받은 산재근로자보다 산재 이
후 건강문제로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산재근로자의 성별이나 교육수준, 가구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 산재근로자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다만,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게 나타
났고,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건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
다. 연령 제곱항의 경우 모형 2와 모형 4에서 회귀계수의 크기는 동일했는데
전체 산재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2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회귀 계수의 절대적 크기는 크지 않았다.
산재 당시 고용 특성 측면에서 상용직이었던 근로자보다 일용․임시직이었
던 근로자가 산재 이후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으
며, 상용직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산재 당시의 종사
산업이나 직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산재 손상 중증도 측면에서는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응급 및 입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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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한 산재근로자가 외래 의료서비스만으로 치료받은 산재근로자보
다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건강상태 측면에서
는 산재근로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모형 2만), CCI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근
골격계 질환 수가 많을수록 건강문제로 노동에 참여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졌다
(모형 2와 4).
또한, 제3의 의료비 지불원과 같은 변수, 일반적인 노동참여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인 교육수준, 가구 내 취업자 수 등은 산재근로자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한계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요약하면 산재근로자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는 산재근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 형태의 영향뿐만 아니라 산재 중증도와 건강상태와 같은 건강
관련 요인, 그리고 산재 당시의 종사상 지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 산재근로자의 불건강으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산시간분석

변수(참조집단)
의료보장 유형
산재보험
(그 외)
연령
연령
연령제곱항
성별(여성)
남성
미혼
혼인상태(기혼)
그외
중졸 이하
교육수준(대졸 이상)
고졸 이하
로그소득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 여부(가구원)
가구주
가구원 수
가구 내 취업자 수
산재 당시 종사상 일용․임시직
지위(상용직)
비임금근로자

전체 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PSW 미적용
PSW 적용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1.028** 0.359
0.190 †
-0.001
-0.589
1.579*
0.107
0.840
1.550
-0.335
-0.159
0.242
0.024
0.030
1.140*
-0.656

임금근로자

PSW 미적용
(모형 3)
Coef. SE

0.917* 0.382 0.942* 0.389

0.115 0.328* 0.136 0.155 0.132
0.001 -0.002* 0.001 -0.001 0.001
0.923 -0.619 0.921 -1.276 1.151
0.778 1.834* 0.760 1.600* 0.779
0.797 0.110 0.732 -0.680 0.919
1.043 -0.264 0.946 0.493 1.012
0.969 0.982 0.825 1.209 0.912
0.402 -0.444 0.435 -0.294 0.531
1.318 -1.149 1.308 -0.235 1.793
0.913 -0.613 0.835 0.938 1.402
0.173 0.070 0.179 0.005 0.204
0.256 -0.028 0.266 0.154 0.279
0.446 1.640** 0.555 1.155* 0.456
0.677 -0.324 0.932

PSW 적용
(모형 4)
Coef.
SE
0.881* 0.417
0.313*
-0.002
-1.397
1.897*
-0.721
-0.798
0.770
-0.499
-2.035
-0.661
0.120
0.069
1.646**

0.155
0.001
1.154
0.793
0.818
0.848
0.739
0.524
1.490
0.984
0.198
0.28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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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변수(참조집단)
산재 당시 종사산업 1 차 산업
2 차 산업
(3 차 산업)
산재 당시 직종
육체노동직
(비육체노동직)
제3의 치료비 지불원
있음
(없음)
수술여부(안 함)
수술함
응급 및 입원의료서 응급 및 입원
비스(외래만 이용) 의료이용함
장애여부(없음)
있음
CCI 점수
근골격계질환 수
상수항
N (person ․year)
log pseudolikelihood
Pseudo R 2
Wald chi2(df)

전체 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PSW 미적용
PSW 적용
PSW 미적용
PSW 적용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0.344 0.596 0.525 0.749 0.387 0.827 0.829 0.881
0.497 0.412 0.349 0.490 0.362 0.448 0.316 0.519

-0.497

0.677

-1.030

0.668

-0.235

0.361

-0.630

0.407 -0.575 0.427 -0.987 † 0.510

0.079

0.372

0.009

0.482 -0.070 0.440

0.856 † 0.436

0.770 0.943 -0.018 † 0.685

1.291* 0.533 1.299** 0.494

-0.256

0.506

1.776** 0.575

0.681
0.314*
0.307*
-10.536**

0.497 1.242* 0.534 0.321 0.675 0.957 0.629
0.131 0.362* 0.162 0.678** 0.222 0.720* 0.278
0.145 0.457* 0.181 0.366* 0.170 0.593** 0.193
3.981 -12.308** 3.986 -10.629* 4.497 -11.976** 4.557
2,729
1,616
-221.69
-443.46
-151.74
-354.22
0.1901
0.2431
0.2209
0.2671
118.86(24)
120.42(24)
69.7(23)
119.37(23)

주: 1) PSW : Propensity Score Weighting
2) 취업자 수: 산재근로자를 제외한 가구 내 취업자 수
3) 직종: 사례수의 제약으로 세부 상세 직종 정보 대신 단순화(육체, 비육체 노동군)한
정보를 사용함
4) †p<0.1, *p<0.05, **p<0.01

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산재보험 치료군과 그 외 치료군 사이의 특성을 비교했다. 또한
성향점수 가중법과 이산시간분석을 적용하여 산재근로자가 어떠한 의료보장
제도를 이용해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참여 수준에 차
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산재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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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료군은 그 외 치료군보다 산재 이후 건강문제로 인하여 노동에 참
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산재보험 치료군은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의료 및 직업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산재 이후 건강상태의 회복이나
직업복귀가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산재보험 치료군과 그 외
치료군 사이의 산재 손상의 중증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산재 손상의 중증도가 동일하다고 할 때 산재근로자가 받은 의료의 질이 동일
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산재근로자가 받은 의료의 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연구 진입 시점부터 산
재보험 치료군과 그 외 치료군의 중증도에 차이가 클 가능성에 관한 경우 본
분석에서는 변수의 제한으로 손상 수준을 반영하는 상세한 지표를 포함할 수
없어 두 군의 중증도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었다. 대신 수술여부나 응급
및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만을 포함하고, 성향점수를 활용하여 두 군의 비
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가용한 변수 범위 내에서 보면 산재보험 치료군은
그 외 치료군보다 중증 환자가 많았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
고 있는 것으로(신상도 외, 2012; 주영수 외, 2014), 이들 연구에 따르면 산재
중증도가 낮을수록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산재 손상의 중증도가 낮은 경우, 산재근로자는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
기 보다는 건강보험을 통해 자비를 들여 치료받기를 선택할 것이다. 산재 청구
가 산재근로자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재손상의 중증도
가 낮을수록 산재보험 수혜로 인한 이득보다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진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업주 역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 산재
신청보다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회사가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치료받
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중대 재해인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상 부담이 클 수 있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이
다. 다시 말해 산재 이후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고 직업복귀가 어려울 가능성
이 큰 중증도가 높은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반대로 경증의
산재근로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므로 산재보험 치료군은 그 외 치료
군에 비해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아 직업복귀가 제한되고, 산재 이후 노동 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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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증도가 큰 손상을 입은 산재근
로자가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 그 외 치료
군에 경증 환자가 대다수 포함되면서 그 영향이 상당 부분 희석된 것으로 보인
다.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확률(회귀계수 값)은 중증도를 보
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중증도를 보정했을 때 더 작아졌으나 본 분석에서 중증
도 보정이 산재보험 치료군과 그 외 치료군을 비교할 만큼 충분하지 않고, 제한
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손상 중증도를 더 잘 반영하는 NISS와 같
은 지표를 활용해 비교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산재보
험 여부 변수에 포함된 내생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도구변수를 찾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정성적으로는 산재보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이용과 건강회복 및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의료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는 질적연구를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재의료의 질에 관한 것으로 산재근로자에게 최선의 치료가 제공되었느냐
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산재보험은 의료자원을 최대한
으로 투입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 만일 이 원칙이 지켜
져 산재의료의 질이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의 질보다 더 우수했다면, 동
일 중증도를 가진 산재근로자가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보다 산재보험
을 통해 치료를 받을 때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다. 일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는 수준 높은 산재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직업
복귀에 필수적인 작업치료와 같은 재활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역량이 되
지 않아 단순 물리치료나 통증관리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윤조덕
외, 2001).
이 밖에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제공하
고 있지 않은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상당
수의 재활서비스는 의학적 치료와 동시에 고려되어 산재 초기부터 시작되지 못
하고 있으며, 장해 판정이 확실시되거나 장해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듯 뒤늦게 재활서비스가 시작되면, 특히 중증의 손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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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산재근로자의 최종 회복 수준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도 요양과 재활을 연
계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2011년 도입했지만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일정 기
준을 충족하는 산재장해인만 받을 수 있고,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에 산
재가 발생한 산재근로자만 포함했기 때문에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효과가 나타
날 정도의 시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산재장
해인이 재활서비스의 주된 수혜자이므로, 장해가 없거나 장해 정도가 낮은 산
재근로자에 비해 노동 복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재활서비스
가 산재근로자의 건강회복과 직업복귀에 효과적인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이용한 산재근로자의 수가 제한되기에 전반적으로는 재활서비스의 효
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일부 재활서비스
는 산재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찾아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설계와 장벽으로 인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자들이 모두 재
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재활서비스가 필
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활지원 상담 안내를 받은 적이 있
다고 응답한 산재근로자는 전체의 35.5%였으며, 실제로 재활서비스를 받는 비
중도 9.96∼17.26%로(신혜리․김명일, 2015)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
렵다. 다만 본 분석에서 사용한 의료패널은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산재의료의
질이나 재활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분석에 포함할 수 없어 이러한 요인
의 영향은 평가하지 못했다.
산재보험을 이용한 산재근로자의 회복이 제한되더라도 직업복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산재근로자의 업무 강도나 업무 시간을 조정해주거나
산재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의 설계 변경을 돕고, 산재근로자에게 보조기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직업복귀를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사업
주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 당장 적극적으로 본 제도를 확
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치료군이 그 외 치료군
보다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복귀 확률이 낮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정에 기반한
접근방식은 더 연구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 산재근로자의 특성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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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재보험 치료군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이 나오므로 건강보험 치료군
보다 완전히 치료를 받고자 하며, 보상 심리도 강한 편이다(원종욱, 2010; 박종
희 등, 2012).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동일한 손상을 가진 환자라도 산재보험
치료군에서 통증이나 우울 수준 등과 같은 임상 결과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산재근로자가 다른 환자에 비해 중증도가 높
다는 점,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산재급여를 더 받기 위해 환자 역할(sick role)을 하거나 일반 환자에 비
해 진료 과정에서 협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등을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Mason et al., 2002; Harris et al., 2005; Koljonen et al., 2009;
Gougoulias et al., 2009; Kemp et al., 2011; de Moraes et al., 2012; Kim,
2013). 반대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받지 못하는 산재근로자는 휴업급여와 같
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빨리 회복해서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산재보험 치료군보다 치료에 더 적극적이었을 수 있다.
고용 특성 측면에서는 산재 당시에 상용직이었던 자보다 임시․일용직이었던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후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에 더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임시․일용직은 상용직보다 산재 위험도가 높은 직종에 배치될 가능성
이 높은데(주영수 외, 2014; Park & Kim, 2015) 이 때문에 산재 중증도가 높고,
산재 이후 장해가 남아 산재 이후 노동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산재 중증도 측면에서는 응급 및 입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산재근로자는 외
래 의료서비스만 이용한 산재근로자보다 산재 이후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을 못
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손상의 중증도와 직결되지만 입원으로 오랜 기간 자리
를 비워야 하는 산재근로자에게 별도의 배려를 해주는 사업체에 다니지 않는
이상 복직이 어려운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임시․일용
직이 상용직보다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 확률이 높다는 점도 이 연장선
상에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이 업무강도나 시간을 조절하기 비교적 용이
한 비임금근로자가 상용직에 비해 오히려 산재 이후 노동 참여 확률이 높았던
점도 맥락을 같이 한다.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건강문제로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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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거나(모형 2), 연령이 많거나, CCI 점수가 높거나 근골격계 질환 수가
많은 자들이었다. 연령이나 CCI 점수는 직업성 손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 이후 건강문제로 일을 하지 않게 된 자들은 직업성 손상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도 경제활동을 중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하지만 산재 중증도나 장애보유 여부,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수와 같은 각
각의 변수 모두가 경제활동 참여 확률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직업
성 손상 산재근로자의 건강회복과 직업복귀에 이러한 점들이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한국 직업성 손상 근로자의 건강회복과 노동복귀 결과
를 향상하기 위하여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적극적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산재근로자, 고용주, 담당 의사, 담당 (의료)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인책과 규제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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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Workers’ Compensation
on Health-related Worklessness
Park Jieun․Kwon Soonman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effect of the take-up of Workers' compensation
(WC) on health-related worklessness (HRW) among injured workers in Korea.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with propensity score weighting was performed
to compare HRW between two groups (WC recipient vs. others)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for Year 2008-2013. Socioeconomic status, employment
characteristics at the time of workplace injury, severity of injuries, and health
status were considered in the model. A total of 740 injured workers (2,729
person-year)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Socioeconomic status of injured
workers was lower than that of the general Korean working population. Only
17.3% of total injured workers and 25.6% of injured paid-workers received
benefits under the WC system. However, WC recipients were less likely to
return-to-work due to health problems. Temporary workers and those who
got more serious injury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HRW.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ive coverage of WC should be expanded, and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n the WC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facilitate
return-to-work for injured workers. It is also necessary to re-align incentive
mechanisms in the WC for injured workers, health care doctors, and employers.
Keywords : workers’ compensation, injured workers, health-related worklessness,
discrete-time hazard model, Korea health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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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노용진)

▪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혁신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에 미치는 영향 : 업무개선 제안활동 활성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손지
아․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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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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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제2호(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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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하경효․박종희․

성과에 미치는 효과(박재민․김영규․전재식)

강선희)

▪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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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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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와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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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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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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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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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정책방향 검토 : 집단적 노무제공 거

▪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류문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백경민․

호)

박기태)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 고성과 인적

향 : 형제 · 자매 · 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자원관리의 조절효과(이수현․석진홍․박

한 분석(양정승)

우성)

▪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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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김경희)
Disability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상호구성 :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Cho)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이정

▪ Legislative

Challeng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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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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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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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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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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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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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홍․박우성)

▪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 보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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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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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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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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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구성에 미친 영향 분석(이용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고성과자

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연구(권기욱)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인분석: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강금봉)
▪저임금 상태의존성 분석(신우진)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 그 결정
요인(김혜진)
▪잡 크래프팅의 선행요인과 일 관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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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현장관리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내재
적 보상(김동배․김기태)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박은
정)

▪차등적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상대적 임금수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옥지호)
▪의중- 시장임금 갭이 대졸자 첫 취업까지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최기성)
▪직무분석을 활용한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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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김재
원․유규창)
▪역할급의 이론적 검토와 시사점(박우성․이
병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