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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디지털화와 노동 :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

김기선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은 우리 경제․사회를 비롯한 전 영역에 걸쳐 여
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
세계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당면과제를 안겨준다. 하나는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
도 이것이 오로지 일하는 사람의 부담이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
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시대의 노동에서도 일자리×노동의
존엄이라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반드시 유지․달성되어야 할 목표
가 된다.
이 글은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화가 노동에 가져올 변화 및 과제로서 디지털시대에 일자리
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의 변화 문제, 디지털화가 새로이 제기할 안전보건의 문제, 디지털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문제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디지털화, 일자리,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주문형 경제, 크라우드 워크

논문접수일: 2016년 10월 7일, 심사의뢰일: 2016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21일
* 이 논문은 2016년 9월 30일 개최된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세미나『기술 변화
와 노동의 미래』에서 발표되었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arbeit@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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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디지털화(digitalization, Digitalisierung)’라는 말이 낯설고 어색한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디지털화는 근래에 생긴 신조어도, 최근 들어 완전히 새
로 나타난 현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화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
어 왔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도 없지는 않았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의 발전에 따른 텔레워크(Telework)에 대한
논의라든지1) 정보화사회(information society)로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 우리의 경우에는 올해 알파고(Alphago)라는
인공지능이 가진 능력을 목격한 이후 ― 디지털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떻
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디지털화에 따른 앞으로
의 변화에 대하여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언론보도와 연구보고서 등
관련 서적이 쏟아지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와 관련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디지털화가 이토록 주목받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아마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속도와 범위가 이전과는 ―
적어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당시와는 ―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의 디지털적 변화를 ‘제2의 기계시대(The Second Maschine Age, zweites
Maschinenzeitalter)’2) 또는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3)으로 명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사람
1) 예컨대 강성태(2000),『비전형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pp.217～283 : 통신근로.
2) 에릭 브린욜프슨․앤드루 맥아피(이한음 옮김)(2014),『제2의 기계 시대』, 청림출판.
3) 클라우드 슈밥(송경진 옮김)(2016),『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요시카와 료조․모리타
요시타미․스가야 슈․오쿠데 마사오․후카가와 오사무(KMAC 옮김)(2016),『제4차 산업
혁명』, KMAC; 한국경제TV 산업팀(2016),『4차 산업혁명 세상을 바꾸는 14가지 미래기
술』, 지식노마드; 하원규․최남희(2015),『제4차 산업혁명』, 콘텐츠하다; 김인숙․남유선
(2016),『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호이테북스 등. 증기기관에 힘입은 새로운
기계가 등장한 것이 1차 산업혁명, 전기의 발명 등을 통해 가능하게 된 대량생산체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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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디지털의 급속한 진전이나 일상화에 따라 경제와 사회가 ‘파괴적인
(disruptive)’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상이 한껏 과
장된 표현에 불과할지 아니면 실제로도 18세기 중반 이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
회로 변화된 이후 다시금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 ‘디지털시대(The Digital Age)’라 칭할 수
있는 시대의 변혁이 이루어질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디지털화로의 급속한 진전이 우리 경제․사회를 비
롯한 전 영역에 걸쳐 여러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
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디지털화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기 위해 디지털화를 국가차원의 행동전략으로 삼아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동(推動)하는 한편, 일자리나 고용형태의 변화 등 혹여 디지
털화가 몰고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예컨대 자동차가 앞으로는 울산이 아닌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에서 생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독일은 정부차
원에서 디지털화가 몰고 올 변화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이라 명명하
고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BMWi)
와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n für Bildung und Forschung : BMBF)가
중심이 되어 인더스트리 4.0을 미래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는 한편,4) 디지털화
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한 자동화 및 자동화기기로의 대체를 3차 산업혁
명라고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혁
신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4)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연방경제․에너지부와 연방교육․
연구부가 발간한 브로슈어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Bundesministerin
für Bildung und Forschung(2015), “Industrie 4.0 –Made in Germany Informationen zum
Start der Plattform Industrie 4.0”를 참조. 관련 자료는 http://www.bmwi.de/BMWi/Redaktion/
PDF/I/industrie-40-plattform-flyer,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
df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는 한석
희․조형식․홍대순(2015),『인더스트리 4.0』, 페이퍼로드 참조. ‘인더스트리 4.0’은 전통
적인 제조업에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연결해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복합적인 상승효
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제조업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혁신
3.0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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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노동 4.0(Arbeiten 4.0)’5)이라 칭하고 연방노동․사회
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세상 속 노동의 미래상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과제 및 새로운 규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
사회부는 ‘노동 4.0’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2015년 초 이에 대한 녹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6) 2016년 연말에는 그간의 결과의 모아 백서를 발간한 예정이다.
디지털화는 한 국가에서만 벌어지는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
쳐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적 현상(global phenomenon)이다. 이에 지금 우리나
라에서도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정책적․학문적 논의
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 노동에만 국한하여 이야기해 본다면, 국가적․사
회적 차원에서 시급히 제기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재의 법제도
적 틀이 디지털세상으로의 변화라는 강력한 동인(動因)에 의해 현재 진행 중
에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세계의 디지털화
(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에 무난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디지
털세상으로의 변화에 따라 노동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 및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디지
털화가 지금 우리의 세상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올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
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노동과 관련하여 제기할 문제 또한 이를 온전히 진단하
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 글은 디지털화가 노동에 가져올 변화의
일 단면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단초가 되기
를 바라는 시론적인 글이다. 이하에서 디지털화의 물결 속에 노동에서 일어날
변화와 이에 따른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5) 인더스트리 4.0과 마찬가지로 노동 4.0은 역사적 관점에서 바로 본 노동형태 및 노동관계
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노동 1.0(Arbeiten 1.0)’이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초기의 노동체계를, ‘노동 2.0(Arbeiten 2.0)’이 대량생산체계가 시작되는 시기의 노동형태
를, ‘노동 3.0(Arbeiten 3.0)’이 1970년대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n Marktwirtschaft)
가 공고하던 시기의 노동형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노동 4.0(Arbeiten 4.0)’은 네트워크화
및 디지털화되고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세계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rause,
Rüdiger(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p.11.
6)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5),『Grünbuch Arbeiten 4.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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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화와 일자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디지털세상으로의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점점 빨라지는 것에 따
른 하드웨어의 정보처리 속도가 폭발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7) 정보저장매체
의 용량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8) 또한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정보교환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인프라구조, 단순한 정보매개체에서 상호정보공유가 가능
한 통신매개체로 진화한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무선네트워크의 구
축, 유․무선 정보전송 속도의 지속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제어용 센
서 및 아날로그와 디지털세상의 인터페이스(interface)가 되는 카메라공학의 급
속한 발전, 개별 부품의 소형화(miniaturization) 및 부품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
디지털화가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에서부터 클라우
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 분석(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오
피니언 마이닝, Opinion Mining 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기계
학습(Maschine Learning)이나 딥 러닝(Deep Learning)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로봇공학, 3D 프린터, 자율주행개념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
고 있으며, 또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한 영역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9)
정보통신기술의 다양한 응용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흔히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의 실현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보여
7) 인텔의 창립자인 고든 무어(Gorden Moor)가 주장하여 그 이름을 딴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 의하면, 18개월을 주기로 컴퓨터의 성능은 2배로 향상되지만 컴퓨터 가격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다.
8) 하드드라이브 제조업체인 씨게이트(Seagate)의 최고기술책임자였던 마크 크라이더(Mark
Kryder)가 주장한 크라이더의 법칙(Kryder's law)에 의하면, 1950년대 이후 저장공간의
용량은 약 12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9) 보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슈밥(송경진 옮김)(2016),『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제
임스 캔턴(박수성․이미숙․장진영 옮김)(2016),『퓨처 스마트』, 비즈니스북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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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생산의 전 공정에 걸쳐 데이터 기반의 운영체계 및 제
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정과 공정 간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을 핵심적인 구상으로 한다.10) 즉 스마트공장에서는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공정 간 데이터정보를 연계하여 이에 맞춰 인공지능기계
가 자율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상태에 맞춰 업무를 제어한다.
그렇다면 스마트공장이 보편적으로 실현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는 어
떻게 될까. 디지털화된 세상의 노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디지털화에 따라 일자리의 대폭적인 소멸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
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자면, 노동법은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하여 이를 규율대상으로 삼
는 법 영역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에 의해 인간이 수행해
야 할 업무가 사라진다면 노동법의 규율영역도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
다. 이 점에서 노동법학자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전에도 논의
되었던 문제이지만,11)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은 이 문제를 다시금 뜨거운 논
쟁의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로봇이 대부분의 숙련
노동자를 몰아내고, 인공지능이 교육받은 사람들의 숙련된 일과 사업을 대체함
으로써 디지털화가 노동시장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하기도 한다. 예컨
대 제리 카플란(Jerry Kaplan)은 인공지능 로봇이 장거리 트럭운전기사, 농장근
로자, 물류창고근로자, 성매매업 종사자 등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교육, 법률,
의료서비스 등 전문가의 지적 노동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한
다.12) 또한 Frey and Osborne(2013)은 총 702개 직종에 대해 향후 10년에서 20
년 내에 컴퓨터에 의해 고용대체가 일어날 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
10) Neufeld, Tobias(2015), “Herausforderung Digitalisierung”, Arbeit und Arbeitsrecht,
p.504.
11) 예컨대 제러미 리프킨(이영호 옮김)(1996),『노동의 종말』, 민음사.
12) 제리 카플란(신동숙 옮김)(2016),『인간은 필요 없다』, 한스미디어, pp.180～206. 의료나
법률분야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이 스스로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사회
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로는 이반 일리치외(신수열
옮김)(2015),『전문가들의 사회』, 사월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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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용대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직군(70% 이상)이 미국 내 취업자
의 47%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였다.13)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단순반복적인
(routine) 업무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존 연구에서와 달리 루틴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던 업무에서조차 대체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대체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 김세움(2015)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노동
시장 전체 일자리의 55∼57%가 향후 수십 년 사이에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확
률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4)
한편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보다는 덜 우울하게 전망하는 연구
도 존재한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위탁으로 ZEW(Zentrum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 GmbH)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독일
내 일자리의 12%만이 대체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15) 이와 같
은 결과는 Frey and Osborne(2013)의 연구와는 달리 기술진보에 의해 일자리가
소멸되기보다는 해당 일자리의 직무 중 일부가 컴퓨터 등에 의해 대체되는 것
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기보다는 해당 일자리의 업무에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보다 많다는 것에 근거한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고도의 직업능력이 요
구되는 업무보다는 저숙련업무에서 일자리 대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지
적한다. 또한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시장을 보다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연구도
있다. 독일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IAB)가 내놓은 연구에 의하면 2025년까
지 490,000개의 일자리의 사라지는 반면, 430,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
고, 2030년까지 700,000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종으로 직종전환이
13) Frey, C. B. and M. A. Osborne(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Martin School Working Paper.
14) 김세움(2015),『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노동시장
을 분석하여 이와 비슷한 분석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고용대
체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의 비중은 45%(Kearney, A. T.(2015), “45 Prozent der heutigen
Jobs durch Roboter bedroht”, Tempus Corporate GmbH), 51%(Bowels, Jeremy(2014), “Chart
of the Week: 54% of EU jobs at risk of computerisation”), 59%(Brzeski, Carsten/Burk, Inga
(2015), “Die Roboter kommen, Folgen der Automatisierung für den deutschen Arbeitsmartk”)
로 나타났다.
15) Bonin, Holger/Terry Gregory, Terry/Ulrich Zierahn, Ulrich(2015), “Übertragung der Studie
von Frey/Osborne(2013) auf Deuschland, Zentrum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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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6) 그리고 독일 내 현재 존재하는 전체 직종에
대한 대체가능성을 분석한 독일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IAB)의 또 다른 연
구에서는 대체가능성이 70% 이상인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5%(약 4백4십만
명), 이 중 대체가능성이 100%에 이르는 직무를 수행하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
자의 0.4%(약 10만 명)일 것으로 분석되었다.17)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대체가
능성이 높은 취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요인, 예컨대 업무조정의 가능성, 인건비
대비 새로운 기술개발비용의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떠한 분석결과가 실제로 현실화될지,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그 명확한 상(象)이 그려지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연
구결과를 보면 디지털화에 따른 취업업종의 변화나 그 규모가 작든 크든 노동
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변화되는 업무프로파일에 맞춰 취업자의 계속적 직업
훈련이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18) 예컨대 김
세움(2015)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직업훈련 시스템 내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 시시각각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 습득을 위해 온라인 교육훈련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16) Wolter, Marc Ingo/Mönnig, Anke/Hummel, Markus/Schneemann, Christian/Weber,
Enzo/Zika, Gerd/Helmrich, Robert/Maier, Tobias/Caroline Neuber-Pohl(2015), “Industrie
4.0 und die Folgen für Arbeitsmarkt und Wirtschaft”, IAB Forschungsbericht 8/2015.
17) Dengler, Katharina/Matthes, Britta(2015), “Folgen der Digitalisierung für die Arbeitswelt
-Substitutionsbarkeitspotenziale von Berufen in Deutschland”, IAB Froschungsbericht
11/2015.
18) Zumkeller, Alexander R.(2015), “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Arbeit und Arbeitsrecht,
p.336. 또한 제리 카플란은 인공지능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에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 즉 ‘직업대출’을 제안한다. 구직
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 주고 이후 취업에 성공하면 급여
중 일정 비율(예컨대 실질소득의 25%)을 대출금으로 상환토록 하는 것이다. 제리 카플
란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시카고학파의 리더였던 밀턴 프리드먼이 1955년 “교
육에서의 정부의 역할(The Role of Government in Education)”이라는 논문에서 직업교
육을 물적 자산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대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여전히 각 개인에게 돌리는 방식이다. 카플란이 주창하는
‘직업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리 카플란(신동숙 옮김)(2016),『인간은 필요
없다』, 한스미디어, pp.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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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능해질 개인별 맞
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19)
디지털화가 가져올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경제 및 산업이 새로운 경쟁
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기술발전에 맞추어 근로자
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시
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직업훈련 및 직업능
력향상교육은 더욱 그 중요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훈
련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한 근로자대
표20)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는 이를
적용한 신기술의 도입이 보다 일상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적절한 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기술 도
입에 의해 달성하고자 했던 기업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
자의 직무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21) 이러한 점에서 기업이 근로
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하게 되는 신기술
도입 등의 결정을 계획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근로자대표에게
19) 김세움(2015),『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p.115.
20)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기업구조 및 노동의 조직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이익대표의 모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가 필요한 사항이나, 지면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지면을 빌어 논의하고자 한다. 현행 근로자대표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법적 지위와 역할의 불명확성이나 제도적 불충분성으로 인해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
템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근로자과반수대표제와
노사협의회, 취업규칙까지 통합하는 단일의 근로자대표제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근로자
대표제도는 종업원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
한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성태
(2007),「근로자참가제도의 신동향과 과제」, 법학총론 제24집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
구소, pp.445～461; 이철수(2011),「통일적인 종업원대표시스템 정립을 위한 소고」, 산
업관계연구 제21권제1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pp.1～31; 김훈․박종희(2011),「종업
원대표제 재구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산업관계연구 제21권제2호, 한국고용노사관계
학회, pp.23～46; 유경준․박은정(2012),「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시스템에 관한 연구」, 산
업관계연구 제22권제1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pp.1～24 참조.
21) Günther, Jens/Böglmüller, Matthias(2015), “Arbeitsrecht 4.0 - Arbeit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in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p.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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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실시되어야 할 직업교육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
은 물론 이와 같은 결정에 대응한 직업훈련의 실시를 근로자대표와 합의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22) 한편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유지 및 향상
을 위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1년에 일정 시간 동안(예컨대 1년에 1주) 유급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23) 이와 더불어 직업능력향
상훈련에 대한 비용 등 이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고용보험사업상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것
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Ⅲ. 디지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1. 디지털화, 근로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다
디지털화는 미래에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
하는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공장과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무직을 비롯한 서비스분야에서도 디
지털기술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스마트 서비스, Smart Service). 사무
실 책상에 고정된 데스크 톱(desk top)을 이용한 업무처리는 점점 옛날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BYOD(bring your own device)24)가 되었든 CYOD(choose your
own device)가 되었든, 날로 성능과 기능이 더해져가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첨단 정보통신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점
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업종(출판, 영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 사업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제96조 내지 제98조가 하
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23) Krause, Rüdiger(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p.87.
24) 이에 대하여는 김기선(2014),「Bring your own device의 노동법상 쟁점」,『노동법률』vol.
274, ㈜중앙경제사, pp.72～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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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
스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60세 미만인 2,402명의 임금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3%가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
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25) 이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0.3%가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
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이 연구결과는 디지털화가 근로시간의 경계
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스마트기기의 광범위한 활용이 근로
시간과 휴식의 경계를 점점 더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1,688명)가 업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업무지시를 받거나 하는 수단(1+2순위
기준)으로 ‘이메일 서비스’(82.9%)와 ‘메신저 서비스’(81.9%)를 들고 있다는 사
실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근로자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든 연락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시사한다(‘Always-ON’).26)
한편 지금까지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디지털화가 유연한 근로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를 만족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일
단은 장시간근로 등 부정적인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는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
사에 의하면, 업무시간 외 업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은 평일
1일 평균 약 1.44시간(86.24분), 휴일 1일 평균은 약 1.60시간(95.96분)으로 조
사되었다.27)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으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하에서는 근로시간
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
자 한다.28)
25) 이경희 외(2015),『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
원, p.16.
26) 자세한 내용은 이경희 외(2015),『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
한국노동연구원, p.31 이하 참조.
27) 이경희 외(2015),『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
원, p.91, p.95.
28) 독일에서의 논의에 대하여는 Jacobs, Matthias(2016), “Reformbedarf im Arbeitszeit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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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은 ‘근로시간이란 무엇인
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29)에서는 근로시간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시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 등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판례는 “근로자
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
로 본다.30) 디지털시대는 이와 같은 해석만으로는 대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발생시킨다. 근로자가 여가시간에 집에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이것이 근로자가 스스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명시적
지시나 묵시적 수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
는 큰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가 집에서 휴식 중에 5~10분 정
도 업무상 메일을 수신하고 답신메일을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또한
근로자가 회사와 언제든 연락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켜놓고 있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러한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개념을
재검토하여 이를 제도화하거나 근로시간이나 휴식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상황
에 대해 호출대기(Rufbereitschaft)와 같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1)
다른 한편, 디지털시대가 만들어내는 24시간 언제든 연락가능한 상황은 실근
로시간의 증가 등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노사협정의 방식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pp.733～737; Steffan, Ralf(2015), “Arbeitszeit(recht)
auf dem Weg zu 4.0”,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pp.1409～1417.
29)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0)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 대부분의 학설도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유성(2005), 노동법Ⅰ, 법문사, p.139; 노동법실무연구회(2010), 근로기준법주
해 Ⅲ, 박영사, p.76; 하갑래(2014), 노동법 제26판, 중앙경제사, p.256.
31) 이경희 외(2015),『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
원, p.188. 노동 4.0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개념의 재규정의 필요성 논의에 대하여는
Jacobs, Matthias(2016), “Reformbedarf im Arbeitszeitsrecht”,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pp.7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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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로자의 ‘연락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32)
디지털화가 빚어내는 이와 같은 상황은 글로벌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노사
가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제도적 측
면에서 일정 시간의 근로일 간 최소휴식시간(Ruhezeit)(그렇지만 11시간의 최
소휴식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33) 또는 연락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화와 유비쿼터스 노동(Ubiquitous Work)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기술의 진전은 점점 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계로의 전환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 유연한 근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34)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생활 균형(Work-Life-Balance)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
다.35) 기성세대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요즘의 청
년층 집단에서는 오후에 퇴근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 아이가 잠든 시간 이
후에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일하는 방식이 될 수도

32) 예컨대 독일에서 체결된 노사협정에 대해 이경희 외(2015),『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
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187 참조.
33) 1일 최소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원칙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견해로 강성태(2015), ｢노동개
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노동법학』제56호, 한국노동법학회, p.94. 한편, 근로시간법에
최소 11시간의 일간 휴식시간(Ruhezeit)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이를 완화할 필요
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컨대 Grimm, Detlef(2015), “Industrie 4.0 - Arbeiten 4.0 Arbeitsrecht 4.0?”, Der Arbeits-Rechtsberater, pp.337; Jacobs, Matthias(2016), “Reformbedarf
im Arbeitszeitsrecht”,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pp.736∼737; Ralf, Alexander
/Nann, Philipp(2016), “Arbeitsrecht 4.0 - Möglichkeiten und Hürden in der digitalen
Arbeitswelt”,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p.223.
34) Steffan, Ralf(2015), “Arbeitszeit(recht) auf dem Weg zu 4.0”,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pp.1411∼1412.
35)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5),『Mobiles und entgrenztes Arbeit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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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6) 이와 같은 디지털화 및 일․생활의 균형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변화하
에서는 ‘유비쿼터스 노동(Ubiquitous Work)’37)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주로 원격근로(Telework)를 중심
으로 이를 하나의 노동방식으로 인정하여 제도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38) 이미 국제적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예컨대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2002년 원격근로에 대하여 유럽 노사단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간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를 수용하였다.39)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원격근로의 ‘르네상스(Renaissance)’가 도래하고 있
다. 그렇지만 기존의 원격근로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디지털시대의 ‘유비쿼터
스 노동’은 기존의 원격근로에 대한 제도화 논의를 포함하여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주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노동세계로의 변화는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권(sovereignty)
을 권리의 형태로 보장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장소에 대
한 근로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내가 아
닌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 주로는 집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즉
원격근로에 대한 권리(Right to telework, Recht auf Telearbeit)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40)
36) Jacobs, Matthias(2016), “Reformbedarf im Arbeitszeitsrecht”,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p.734.
37) 이에 대한 연구로는 안주엽 외(2011),『유비쿼터스 시대의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38) 이에 대해 Kamann, Jannis(2016), “Arbeitsvertragliche Gestaltung von Telearbeitsverhältnissen”, ArbRAktuell, pp.75～78; Oberthür, Nathalie(2015), “Telearbeit im Homeoffice”,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 MDR, pp.1269～1272.
39) 이에 대하여는 Eurofound(2010),『Telework in the European Union』, pp.9～11.
40) Krause, Rüdiger(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p.81. 일본의 자동차업체인 토요타(Toyota)는 최근 1주일에 하루,
2시간만 회사에 출근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집 등 외부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로운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토요타가 이와 같이 파격적으로 재
택근로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이 일
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에 따르면 재택근로의 대상은 인사, 회계,
영업 등 사무직과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등이며, 생산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토요타 본사 직원 약 7만 2,000명 중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2만 5,000명
가량이 재택근로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한국경제, 2016.6.10. A21면,「도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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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로에 대한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다양
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41) 우선, 근로자가 원격근로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 신청을 수용하여 원격근로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
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협의하고 신청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
토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또한 기존보다는 원격근로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근로자에게 원격근로로의 전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42)
한편 원격근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경우 이와 동시에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권리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43)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근로자와 노동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발표된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계획(2013년 11월)’에서는 ①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창출 선도(공무원․교사 채용목표비율 설정 등), ② 민간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
산 지원(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지원, 운영 매뉴얼 마련,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및 복지서비스 종사자 인센티브 확대), ③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
적 인식개선(우수사례 보급, 노사정 협력, 캠페인 추진)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을 위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로 확정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15일 발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에서는 ①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창출 선도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공무원 채용목표 상향, 부처별 집중관리, ②

의 ‘파격 재택근무’...1주일에 2시간만 출근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
.php?aid= 2016060906191).
41) 그러나 이것이 모든 업무에 대해 원격근로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고, 이는 근로장소가 변동되더라도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 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업무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42) 2014년 중반 입법화된 영국의 Part 8A ‘Flexible Working’ Employment Rights Act
1996. 이는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독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취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43) Krause, Rüdiger(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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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추진과제로 인건비 지원 확대, 전환형
재정지원 신설, 사회보험 적용 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 ③ 시간제 일자리에 대
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시간제 통계 세분화, 시간제 우수기업
우대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서도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기초한 시간제 근로가 활성
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방법으로는 주로 재정지원에 따른 방안
이 고려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이를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하는 데 이르지
는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개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 일자리
로 전환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44)
44) 이 경우 독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독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제8조(근로시간의 단축)
(1) 근로관계가 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합의된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그 범위를 늦어도 근로시간이 단축될 3개월 이전에
주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분배에 관해 언급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합의를 목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그가 정한 근로시간의 분배에 대해 합의를 하여야 한다.
(4) 경영상의 이유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동의하여야 하
며, 또한 근로자의 요구에 맞게 근로시간이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상의 이유
는 특히, 근로시간의 단축이 사업 내 조직, 작업과정 또는 안전을 본질적으로 침해하
거나 또는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단축의
거부사유를 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거부사유를 정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
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그 분배에 대한 결정을 늦어도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
을 희망한 날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제3항 제1문에 따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근로단축개시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희망한 범위로 단축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
로시간의 분배에 관해 제3항 제2문에 따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근로시간단축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가 희망한 근로시간의
배분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시간의 배분은 근로자가 희망한대로 정해진 것
으로 본다. 제3문 또는 제3항 제2문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분배를 유지할 근로자의
이익보다 이를 변경할 경영상의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 사용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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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지털화와 안전보건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이들 기술이 적용된 기기와 이 기기들을 이용하여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45) 이외에도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관련
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디지털 노동세계에서 벌어질 안전보
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서
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만을 짚어보고자 한다.46)
우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홈 워킹
(Digital Home Working)의 증가는 사용자가 지배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상
정 또는 대상으로 설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디지털 홈 워킹이 이루어지는 곳
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원격근로를 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47)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는 설령 근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근로자의 주
거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경을 통보함으로써 근로시간의 분배를 변경할 수 있다.
(6) 사용자가 근로시간단축에 동의하였거나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경우에, 근로자는 적어
도 2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이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7)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은, 직업교육에 있는 자의 수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15명을 초과
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45) Kohte, Wolfhard(2015), “Arbeitsschutz in der digitalen Arbeitswelt”,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pp.1417～1424; Krause, Rüdiger(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
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pp.58～63.
46) 향후 우리 산업안전보건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 글로 김기선(2015), “산업안전보건의
현대적 과제”,『노동법학』제55호, 한국노동법학회, pp.1～26 참조.
47) 이와 관련해서는 법 해석론적 관점에서 원격근로가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홈 오피스
(Home Office)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
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에 대하여는 Krause, Rüdiger
(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p.64. Rüdiger Krause 교수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문언, 연혁, 사업장
(Arbeitsstätten)을 기업 또는 사업의 장소적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유럽연합지침(Art. 2.
RL 89/654 EWG)에 비추어 홈 오피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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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격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 확보를 명문화할 필
요가 있다.
다만 원격근로가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홈 오피스(Home Office)에 대한 산업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원격근로가 행해지는 장소는 근로자의 사
적 영역인 주거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는 달리 사용자가 (산
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작은 반면, 근로자의 영향력
이 크다는 점, 산업안전보건의 집행 및 감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적 영역인
주거는 산업안전보건의 집행 및 감독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
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
다.48)
한편 디지털시대의 노동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안전보건
의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병철(2014)은 디지털시대의 문제로 다음
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더 많은 자유를 약속하는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치명
적인 강제가 생겨난다. 커뮤니케이션에의 강제. 사람들은 최근 들어 디지털 기
기와 거의 강박적 관계에 빠져들었다. 여기에서도 자유는 강제로 전도된다. 소
셜네트워크는 커뮤니케이션에의 강제를 엄청나게 강화한다. 결국 그러한 강제
는 자본의 논리로 소급된다.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은 더 많은 자본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순환이 가속화되면 자본의 순환도 가속화된다.”49) 연구
조사 결과는 한병철의 이와 같은 진단이 그리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앞서
소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
용불가 지역에 있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이 상당하고,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은 조사대상 근로자 중 40% 이상으로, 적지 않은 근로자가 스마트기기 사용에

48) Grimm, Detlef(2015), “Industrie 4.0 - Arbeiten 4.0 - Arbeitsrecht 4.0?”, Der ArbeitsRechtsberater, p.337; Krause, Rüdiger(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p.64.
49) 한병철(김태환 옮김)(2014),「무리 속에서 - 디지털의 풍경들」,『투명사회』, 문학과 지성
사,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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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50)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기기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
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디지털시대의 노동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안전보건
의 문제가 부각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면 체계성 없이 근로자
의 정신적 건강을 언급하고 있는 몇몇 산재해 있는 조문을 제외하면 정신적 건
강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규율이 이루어져 있다고는 말
하기 힘든 형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훈련, 예규,
고시 및 각종 지침 및 표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투명성
(transparency)이 확보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이에 맞추어 정신적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 및 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51)

Ⅴ. 디지털화와 새로운 고용형태

1. 디지털화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 플랫폼 시대(The Age of
the Platform)의 도래
디지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플랫폼의 시대(The
Age of the Platform)’52)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의
50) 이경희 외(2015),『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
원 참조. 국제정신의학계가 1996년 한국적인 정신신경장애증상으로 공인한 바 있는 ‘화
병(Whabyung)’은 직장생활에 있어도 예외가 아니다. 2015년 1월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응답자
의 9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준만은 이와 같은 화병은
‘전쟁 같은 삶’이 유발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펴져
있는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강준만(2015),『개천
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인물과 사상사 참조).
51) 이 밖의 내용에 대하여는 김기선(2015), ｢산업안전보건의 현대적 과제｣,『노동법학』제55
호, 한국노동법학회, pp.13～20 참조.
52) 필 사이먼(장현희 옮김)(2013),『플랫폼의 시대』, 제이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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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으로 삼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본래 ‘토대’, ‘기반’을 뜻하며 일
상용어에서는 주로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플랫폼
(platform)이 사용되었으나 그 의미가 확장되어 IT산업의 플랫폼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들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등 누군가가 참가함으로써 비로소 가치가 생
기는, 또는 참가자가 늘면 늘수록 가치가 증대하는, 주로 IT기업이 제공하는 인
터넷 서비스”,53) “사용자들이 서로 만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 거래가 창출되는 공간”54) 또는 “규모와 형태가 빠르고 쉽게 변
화하며 새로운 기능, 사용자, 고객, 벤더 그리고 파트너를 포괄하는 매우 가치
있고 강력한 에코시스템”55)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플랫폼은 외형에 따라 백화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현실세계에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현실계(physical
world) 플랫폼, CPU, 모바일 AP, 콘솔 게임기, 전자책 단말기 등 하드웨어 플
랫폼,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SNS, 아마존 등과 같은 커머스 서비스 등 매개공간으로서의 기
능을 하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은 그 역할에
따라 ①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와 같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기반
으로서의 플랫폼(즉 기반형 플랫폼), ② 페이스북 등의 SNS나 아마존 등 커머
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과 같이 사용자들을 매개하여 상호작용을 창출
하는 공간으로서의 플랫폼(즉 매개형 플랫폼), ③ 기반형 플랫폼과 매개형 플랫
폼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복합형 플랫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56)
IT기업이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해 있
다. 우리는 어느새인가 플랫폼 위에서 생활하고 플랫폼에 그 일원으로 참가하
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
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모두 플
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고,57) 지금 이 시대의 플랫폼이 고속도로, 공항, 철도시
53) 오바라 가즈히로(황혜숙 옮김)(2016),『플랫폼이다 :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원리』, 한스미
디어, p.12.
54) 류한석(2016),『플랫폼, 시장의 지배자』, ㈜대성 Korea.com., p.20.
55) 필 사이먼(장현희 옮김)(2013),『플랫폼의 시대』, 제이펍, p.73.
56) 이상의 플랫폼의 구분에 관한 내용은 류한석(2016),『플랫폼, 시장의 지배자』
, ㈜대성 Korea.
com., pp.21～30의 내용을 따른 것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같은 곳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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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과 같은 기존의 플랫폼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물리적 자산, 토지 및 자원
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모델은 실로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기까지 하
다.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핀테크(fintech),
O2O(online to offline) 커머스, 가상통화인 비트코인(Bitcoin),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모델
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기와의 상호작용에 음성, 동작, 안면, 뇌파 등 인간친화적인 인터페
이스를 활용하는 스마트 인터랙션(smart interaction),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무인항공기를 의미하는 드론(Drone),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인간형
로봇 등 차세대 플랫폼의 실현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58)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발전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고 기존 체계와 부딪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율이나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플랫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IT에 의해 그 가능성이 펼쳐진 플랫폼이 우리의 노동을 어떻게 변화시키
고 있는지,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를 던지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한 시점이다.59)

57)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플랫폼시대의 리더 ‘4인방’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는 필 사이먼(장현희 옮김)(2013),『플랫폼의 시대』
, 제이펍, pp.101～220 참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플랫폼의 공유가치관에 대하여는 오바라 가즈히로(황혜숙 옮
김)(2016),『플랫폼이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원리』, 한스미디어, pp.28～78 참조.
58) 일본형 플랫폼 비즈니스모델에 대하여는 후지츠총연․와세다대학 비즈니스스쿨(편저)(최
가인 옮김)(2014),『플랫폼 비즈니스의 최전선』, 비제이퍼블릭 참조.
59)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월 발간하는『국제노동브리프』에서는 플랫폼 이코
노미와 크라우드 워크라는 주제를 특집기사로 다룬 바 있다. 유럽, 독일, 프랑스의 상황
및 이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는 어슐러 휴스․사이먼 조이스(2016), “유럽 크라우드 워커
의 경제사회적 상황과 법적 지위”,『국제노동브리프』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9～18;
안느 로디에(2016), “프랑스 노동시장의 조용한 혁명”,『국제노동브리프』8월호, 한국노
동연구원, pp.19～26; 볼프강 도이블러․토마스 클레베(2016), “크라우드 워크 : 새로운
노동형태 - 사용자는 사라지는가?”,『국제노동브리프』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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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이코노미(Platform Economy)의 확산
가. 주문형 경제(on demand economy)와 O2O(online to offline) 커머스
‘기반’과 ‘매개’라는 플랫폼의 개념적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 중 하나로
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들 수 있다. 공유경제는 남는 자원(resource)
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본질로 한다. 즉 공유경제에 있어
서는 ‘공유’와 ‘매칭’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자동차나 집을 공유의 대상으
로 하는 우버(Uber)나 에어비엔비(Airbnb)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플랫폼에서는 자동차나 집과 같은 상품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도
매칭과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플랫폼은 주문형 경제(on demand
economy)60)와 O2O(online to offline) 커머스를 가능케 한다. 주문형 경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뜻하고, O2O 커머스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를 모은 후 실제 거래는 오프라
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61)
이와 같은 주문형 경제나 O2O 커머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실로 무
궁무진하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O2O
커머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 음식배달서비스, 직방, 다
방, 복방, 방콜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카카오택시, T맵택시 등 승객운송서비스
와 같이 현재 잘 알려진 대표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인테리어, 이사, 청소, 미용,
웨딩, 자동차정비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62)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주문형 경제나 O2O 커머스에서 플랫폼운
영자(인터넷포털이나 스마트폰 앱)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 이사, 쇼핑
대행 등 ‘아날로그(analog)’ 서비스를 중개한다.63) 우버(Uber)에서 보는 바와
60)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고도 불린다.
61) 류한석(2016), 『플랫폼, 시장의 지배자, ㈜대성 Korea.com., p.131, p.199.
62) 우버, 에어비엔비, 그럽허브(GrubHub), 로디(Roadie), 쉽(Shyp), 독베케이(DogVacay), 리
퀴드스페이스(LiquidSpace), 호텔투나잇(HotelTonight), 게임타임(Gametime) 등 해외 O2O
커머스의 대표적 사례에 대하여는 류한석(2016),『플랫폼, 시장의 지배자』, ㈜대성
Korea.com., pp.199～213 참조.
63) Krause, Rüdiger(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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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외관상으로는 플랫폼운영자는 서비스를 중개하는 것에 머물고, (재화를
포함한) 서비스의 제공과 수령(소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소비자 간에 이
루어진다.

나.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과 크라우드워크(crowd work)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협
력하면 문제해결이 훨씬 쉽다는 뜻이다. 그런데 협력하는 사람이 10명, 100명
아니 1,000명 그 이상이라면 어떨까? 크라우드(crowd, 대중)에는 지혜의 힘이
있다. 과거에는 집단지성이라 불리는 크라우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만의 크라우드를 조직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뒤따르지 않
으면 안 되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떠한가? 우리는 테크놀로지와 소셜미디어
를 통해 대중의 지혜를 쉽게 꺼내 쓸 수 있다. 오늘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의 힘을 빌려 자신만의 크라우드로 삼을 수 있는 수백 수
천 명의 사람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문제에 부딪쳐 해법을 모색하는 데 전문가
수준의 의견이 필요할 때 이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다.
오늘날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이다. 크라우드소싱은 2005년 제프 하우(Jeff Howe)가 아웃소싱
의 대안으로 만들어낸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의 아웃소싱(outsourcing)과
같이 전문가나 어떤 조직에 일의 처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인
대중(크라우드)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64)
집단지성을 활용한 크라우드소싱의 예를 굳이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우리
가 익히 알고 있는 위키피디아는 크라우드소싱의 좋은 본보기이다. 위키피디아
는 전 세계의 누구라도 가치 있는 콘덴츠를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무료 온라
인 백과사전에 정보를 추가 또는 편집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
다. 그리고 참여자의 집단지성을 통해 위키피디아는 방대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를 구축해냈다.
크라우드소싱은 크라우드(대중)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비즈니스모
델로 진화되고 있는데, 아이디어 바운티(Idea Bounty, www.ideabounty.com)나
64) 리오르 조레프(박종성 옮김)(2015),『생각공유』
, 와이즈베리,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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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디자인스(www.99designs.com)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65) 아이디어 바운티
의 경우 기업들이 아이디어 바운티에 크라우드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
제를 게시하면, 이를 보고 사람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보내고 회사는 이들 중
창조적 아이디어라 생각되는 해법을 채택하여 ‘현상금’을 지급한다. 창조적 디
자인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99디자인스는 대규모의 아마추어와 프로
디자이너로 구성된 플랫폼인데, 여기에서는 회사 로고사 명함, 책 표지 디자인
등 크라우드의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영어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
하고 있다.66) Amazon Mechanichal Turk(AMT)67)에는 190여 개국 500,000명
의 크라우드워커(crowdworker)가 등록되어 있으며 1일 평균 30,000~60,000개
의 새로운 ‘HITs(Human Intelligence Tasks)’가 처리된다. Topcoder68)에는 해
당 웹사이트에 대략 950,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다. Witmart에서는 약 1천3백
만 명의 참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69) Freelancer에는 약 1천8백만 명의 이용
자와 8백2십만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다.70) 독일어권에서는 700,000
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 Clickworker를 필두로 하여,71) 122,000명의 프로그래머,
44,000명의 앱 개발자, 90,000명의 디자이너, 번역자와 29,000명의 작가가 직종
별로 등록되어 있고 4억 4천만 유로에 84,000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는
Twago 등이 있다.72)
2015년 초 기준으로 전 세계에 2,300여 개의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이 있으며,
온라인 아웃소싱(online outsourcing)의 매출규모는 2013년 전 세계적으로 대략
21억 달러였고, 2020년까지 150억 내지 2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
65) 이하의 사례는 리오르 조레프(박종성 옮김)(2015),『생각공유』, 와이즈베리, pp.124～131
을 참조하였다. 연구개발(R&D)에 대한 크라우드소싱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노센티브(Inno
Centive)의 사례에 대하여는 류한석(2016),『플랫폼, 시장의 지배자』, ㈜대성 Korea.com.,
p.156 참조.
66) 이하의 내용은 Krause, Rüdiger(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pp.101～102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67) www.mturk-tracker.com 참조.
68) www.topcoder.com.
69) www.witmart.com.
70) www.freelancer.com
71) www.ciickworker.com
72) www.twag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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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3)
크라우드소싱에 대하여는 기업이 크라우드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하는 방편
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크라우드소싱은 매력적인 모델일 수 있다. 창조적 해법이나 아이디어가 필
요한 경우 기업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자체 인력풀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전문가 내지 인재집단으로부터 그 해법이나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다.
그것도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말이다. 이는 반대로 크라우드워커의 입장
에서는 빈곤의 우려를 자아낸다.74) 크라우드워커의 보수 및 소득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는 탓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AMT 크라우드워커의 약 22%는 연
소득이 15,000달러 이하이고, 상위 20%는 100,000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3. 플랫폼 이코노미의 정책적 과제
노동과 관련하여 주문형 경제와 O2O(online to offline) 커머스, 크라우드소
싱 등 플랫폼 이코노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를 던지는가?75) 이를 논의하기
73) World Bank Group(2015),『The Global Opportunity in Online Outsourcing』, pp.23
～24.
74) 크라우드소싱 모델을 예로 들면서 굳이 직장을 구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커뮤니티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로 보는 리오르 조레프(2015)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서비스 거래시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피버(Fiverr, www.fiverr.com)
에서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크라우드에게 팔 수 있는데,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크라우드가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은 대개 5달러로, 웹사이트 디자인 서비스, 영상
편집 서비스, 이력서의 편집이나 명함 디자인을 단돈 5달러면 구할 수 있다(리오르 조레
프(박종성 옮김)(2015),『생각공유』, 와이즈베리).
75) O2O커머스와 관련하여 류한석(2016)은 “O2O커머스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우버의 경우를 살펴보면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공유경제의 활성화,
잉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일자리 창출(뉴욕 우버X 운전기사의 연평균 소득은 9만 달러
에 달한다), 교통 시스템의 효율화, 환경오염 감소, 기존 택시기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
면(우버택시), 경우에 따라 택시보다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우버X)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측면(우버X),
소비자 보호 장치의 미비, 탈세 등의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
적인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O2O커머스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 비즈
니스로, 일개 서비스가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수많은 사업적 기회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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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서는 플랫폼 이코노미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이코노미에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노동법
적용을 위한 ‘출입증’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
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의 문제와 마
찬가지로 플랫폼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
다.76) 플랫폼 이코노미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 또한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77) 다만 플랫폼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하여 Krause 교수는 외부로 소
싱이 이루어지는 크라우드워크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성의 핵심적 판단기준
이라 할 수 있는 지시종속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겠지만,78) 자신의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원격근로에서도 근로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
넷을 통해 크라우드워커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구조가
‘가상화된 공장(virtuelle Werkshalle)’에서 지시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
한 정도(hohe Maß)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영향․통제메커니즘(Einfluss- und
Kontrollmechanismen)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한다.79) 한편 Krause 교수는 플랫폼 이코노미를 통해 청소 등의 서비스

76)

77)

78)

79)

하고 동시에 적지 않은 사회적 변화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주체(예컨대 정부, NGO 등)가 O2O커머스 기업, 판매자 및 구매자, 기
존 사업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이
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립하고, 산업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O2O커머스에 대
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류한석(2016),『플랫폼, 시장의 지배자』,
㈜대성 Korea.com., pp.212～213).”는 점을 지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법리와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병희 외
(2012),『비공식취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184～195; 조돈문․정흥준․조경배 공동
편저(2016),『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참조.
독일 내 플랫폼 이코노미를 통한 운송, 청소, 학술 서비스의 비즈니스모델을 바탕으로 한
법적 판단에 대하여는 Lingemann, Stefan/Otte, Jörn(2015), “Arbeitsrechtliche Fragen
der ‘economy on demand’”,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pp.1042～1047.
같은 견해로 Günther, Jens/Böglmüller, Matthias(2015), “Arbeitsrecht 4.0 - Arbeit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in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p.1030.
Krause, Rüdiger(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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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개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플랫폼운영자
가 서비스제공자와 소비자를 소개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 각각의 서비스제공자가 지켜야 할 준칙을 비교적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플랫폼운영자가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80)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확대와 더불어 2000년 초반 이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의 노동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개념, 이들에 대한 보호의 접근방식, 적용범위, 보
호정도에 대한 노사 및 이해관계자의 견해차로 인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
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81) 주문형 경제와 O2O 커머스,
크라우드워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은 2000년 초
반 이후 논의되어왔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논의에 다시
금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주문형 경제와 O2O 커머스, 크라우드워크 등 플랫폼을 기반
으로 한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는 관련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볼 때, 주문형 경
제나 크라우드워크에서는 각각의 고용형태 내에서도 상반되는(ambivalent) 모
습이 나타날 수 있다. 주문형 경제나 크라우드워크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고용
형태로부터 노동․사회보장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고 단지 남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 또는 여가시간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자 활동하는 것이라면 여기
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에 반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
고리즘의 무언(無言)의 강제(silent compulsion of algorithms, stummer Zwang
der Algorithmen)’로 인해 자신의 생계를 노동․사회보장법적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저소득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면 이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82)
80) Krause, Rüdiger(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p.105. 또한 같은 견해로 Lingemann, Stefan/Otte, Jörn(2015),
“Arbeitsrechtliche Fragen der ‘economy on demand’”,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p.1045.
8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논의의 경과에 대하여는 도재형 외(2013),『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 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조.
82) Krause, Rüdiger(2016),『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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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논의는 경제법적 보호방식 이외에 노
동법적 보호방식이 논의되어 왔고, 후자의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를 포괄하는 방안83)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는 방안84)이 제시되어 왔다.85) 근로자개념을
새로이 규정하는 방식86)이나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제3자의 중간영역을
설정하는 방식87) 등 플랫폼 이코노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재현될 것
으로 본다. 플랫폼 이코노미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안이 보
다 현실에 타당한 것인가라는 입법정책적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본다면 플랫폼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개별
노동․사회보장법적 규정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들
종사자들이 ― 것이 노동2권이든 노동3권의 형태이든 ― 스스로 단결하여 집단
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적정한 거래조건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논
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Juristentag, C.H.Beck, p.105.
83)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2004.7.12. 의안번호 170169)과「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2006.11.3. 의안번호 175246),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07.2.13. 의안번호 176119), 홍희
덕 의원 대표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09.5.11. 의안번호 1804813)과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09.5.11. 의안번호 1804812),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2.7.3. 의안번호 1900465)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12.7.3. 의안번호 464), 이목희 의원 대표 발의 ｢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2.9.3. 의안번호 1901510), 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9. 5. 의안번호 1901589)이 대표적이다.
84) 조성래 의원 대표 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2006.12.21
의안번호 175785), 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2007.6.14 의안번호 176863),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안｣(2008.11.11. 의안번호 1801891)이 대표적이다.
85) 이에 대해 김기선 외(2015),『공정계약을 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방안연구』, 고용
노동부 학술연구용역 참조.
86) Wank, Rolf(1988),『Arbeitnehmer und Selbständige』, C.H.Beck.
87) Deinert, Olaf(2015),『Soloselbstständige zwischen Arbeitsrecht und Wirtschaftsrecht』,
No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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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디지털화의 진전,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시대로의 진입은 우리에 삶에 중대
한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시대의 노동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로 벌어지게 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화만으로 미래 우리의 노동
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변화의 파고(波高)에 맞서
어떻게 대처하고 디지털시대 노동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세계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당면과제를 안겨준
다. 그 하나는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경
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하
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일하는 사람의 부담이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
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시대의 노동에 있어서도 일자리×
노동의 존엄이라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반드시 유지․달성되어야 할
목표가 된다.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고에서는 디지털
화가 노동에 가져올 변화 및 과제로서 디지털시대에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
가의 문제,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문제, 디지털화
가 새로이 제기할 안전보건의 문제, 디지털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고
용형태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디지털 변화 속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고,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근로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1년에
1주일 등 일정 시간 동안 유급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한
편,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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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는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비쿼터스 노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
을 가지는 한편, 근로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릴 위험성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의 결정과 관
련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격근로와 같은 유연한 노동을 촉진하고
원격근로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율이 필요한 한편, 후자에 대하여는 근
로시간의 개념을 재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간 최소휴식시간(최소 11시간이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나 연락이 금지되는 일정 시간대를 설정하는 방식 등
으로 ‘연락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디지털시대에는 원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안전보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격근로
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
는 한편, 원격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권한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적 건강에 대한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의 투명성(transparency)이 확보되도록 정비
하는 한편, 이에 맞추어 정신적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 및 정비가 요청된다.
끝으로, 디지털화에 의해 도래한 플랫폼의 시대는 주문형 경제나 크라우드워
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용형태를 낳고 있다. 기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자
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주문형 경제와 O2O
커머스, 크라우드워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은
2000년 초반 이후 논의되어왔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논
의에 다시금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플랫폼 이코노미에 종사
하는 자에 대한 보호논의에 있어서도 근로자개념을 새로이 규정하는 방식이나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제3자의 중간영역을 설정하는 방식 등 기존 특수형
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과 관련한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
여 플랫폼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호논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주문형 경제나 크라우드워크에서는
각각의 고용형태 내에서도 상반되는(ambivalent)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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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 이코노미 종
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플랫폼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자에 대
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개별 노동․사회보장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물론, 이와는 별개로 이들 종사자들이 ― 그것이 노동2권이든 노동3권의
형태이든 ― 스스로 단결하여 집단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적정한 거래조건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논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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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gitalization and Work : Challenges of Work
in the Digital Age
Kim Ki Sun
There is no doubt that the digitalization leads to profound changes in almost
all areas of economic and social life. Digitalization poses a twofold challenge
in the field of business and work. On the one hand, we must successfully
manage digital change and insist on international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it must be ensured that this change does not take place on the backs
of the employees and their concerns are not neglected. In view of the already
occurring and still to be expected profound changes of the working world
through the digitalization, an active policy making, which is oriented on both
goals, is needed.
This article aims to find the challenges of work in the digital age. In this
context,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s, in which areas there are specific
challenges to labor law, whether there is a need for political action, and in
which direction any changes are to be made.
Keywords : digitalization, unemployment, working tim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n demand economy, crow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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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06～2014년의 기간 동안 근로자의 일자리 질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 특히 노동양극화의 문제현상이 이 기간에 어떤 변동 추
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본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을 통해 이 기간에 임노동자의 일자리 질이 뚜렷하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과
일자리 질을 제도적 고용조건과 비법정 고용조건으로 나눠 살펴봤을 때, 특
히 비법정 고용조건에서 상향 개선의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
케 된다. 또한 주요 양극화 검정기법으로서 DER․FW․ER지수의 추정 및
지니계수의 산출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일자리 질의 양극화 현상이 (2010년
을 제외하고) 2006～2014년의 기간에 대체로 일관되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특히 제도적 고용조건의 질이 일자리 분포에서 분명하게 양극
화 양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낮은 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높은 질의 일자
리가 늘어나면서, 양극화의 분포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 질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2006년 이후의 각 연
도 더미변수가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일자리 질의 개선 추세
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나, 성별 격차의 완화 이외에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동과 관련된 영향요인의 유의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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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 제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 난제 중 하나로 손
꼽히고 있다. 실제, 우리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집단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격차가 존재하여 1등 노동시민과 2등 노동
시민이라 구분될 만큼 그 분절구조가 매우 심각하게 고착화되어 있다. 그런 만
큼, 이 문제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도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적 개선과제로 꼽기도 하였다.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이론적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별․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의 분절선(fracture lines)에 의해 구분되고 있음을 지칭하는 것이기
도 하지만, 분절화된 노동자집단 간에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뜻한다. 이때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분단된 노동자집단 사이에 존재하
는 고용조건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에 주목하여 이를 “노동양극화
(labor polarization)”로 일컬으며 이 같은 추세의 심각성과 그 배경원인 등을 분
석하는 국내 연구들이 그동안 적잖게 축적되어 왔다. 노동양극화는 노동자들의
소득 및 근로조건이 중간층의 축소와 더불어 상위와 하위의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개념 지을 수 있다.2)(이병훈, 2007a)
이 같은 노동양극화 경향에 대해 그동안 소득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민승규
외, 2006; 신동균 2006)를 비롯하여 임금 등의 고용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는 연구들(이병훈․김유선, 2003; 이병훈 2007a, 2007b, 2008; 전병유 외, 2006;
1)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가동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여 2014년 12월에「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또한 2015년 9월에는「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 사회적 대
타협」을 이뤄냈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
하고 있다(노사정위원회 2014, 2015).
2) 양극화에 대해 올프손(Wolfson, 1994)는 ‘중간층이 소멸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으며, 에
스테반과 레이(Esteban & Ray, 1994)의 경우 “2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형성되는 이질적
집중현상”, 즉 “집단 구성원들 간에 동질성이 확대되는 한편, 집단 간에는 이질성이 강화
되는 두 집단이 형성되는 추세”로 개념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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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호, 2011)이 연이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남춘호(2011)를 제외한 대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횡단적인 분석에 의존하여 노동양극화의 현황을 밝히기
는 하였으나, 우리 노동시장에 있어 그 양극화의 경향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
서는 노동양극화가 2006～2014년의 기간 동안 과연 어떠한 변화 추이를 나타
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이 기간의 각 연도(8월)에 실시된 경제활
동인구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이 보여주는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그 변동을 야기하는 배경원인을 추론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
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일자리 질의 변동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우
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나타나는 그 변화의 특징적 양상을 확인․점검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 또는 불안정 고용의 확산 및 근로빈곤의
증가 등과 같이 임노동자들의 취업조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하
면서 고용 또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3) 이와 관련된 연구
가 국내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마침, ILO․EU․OECD 등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개념 정의와 측정지표 등을 다루는 정책적 가이드라
인4)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참조․활용하여 국내에서도 일자리 질에 대한 측정
3) 일자리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은 임금노동자들의 일자리 질 저하와 더불어 경제성
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고려와 관련지어 이해될 수 있다(김범식 외
2015).
4) ILO(1999)에서는 제89차 국제노동회의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개념을 발표하
며, 이에 대해 11개 범주의 29개 지표로 구성된 국가차원의 측정방식을 소개하였다. EU
(2001) 역시 ‘일자리 질(Quality in Work : QiW)’을 가늠하기 위해 10개 분야의 다양한
측정항목을 제시함과 동시에 고용안정성․시간당임금․직업훈련접근성․직업전망을 기준
삼아 ① 장래성 없는 일자리(dead-end job), ②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low pay/productivity
job), ③ 합리적 수준의 일자리(job of reasonable quality), ④ 양질의 일자리(job of good
quality)로 구분하였다. OECD(2003)는 저임금, 직업스트레스 및 산재사고, 파트타임과 임
시직, 고용불안정성 등에서 벗어난 좋은 일자리의 측정기준을 마련․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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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성과가 일정하게 만들어졌다. 일자리 질의 측
정지표를 개발한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방하남 외(2007)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국가 또는 사회 수준의 거시지표(Quality of Employment : QoE),
기업 또는 사업체 차원의 중위지표(Quality of Workplace : QoW), 그리고 개별
노동자 또는 일자리 수준의 미시지표(Quality of Labor : QoL)로 구성되는 일자
리 질에 대한 다차원적 평가기준을 마련․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
런데 이번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개별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평가하는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표 1>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이들 연구
에서는 그 측정요소들을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적정임금 또는 급여수준, 고용형태, 사회보험 등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측정지표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외의 측정지표들은 연구관심이나
분석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질 측정지
표들에 있어 주로 그 일자리의 객관적 조사항목(예 : 임금, 고용형태, 사회보험,
근로시간, 법정 근로조건, 교육훈련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직무만족․업무특
성․인간관계 등과 같이 노동자의 주관적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일자리 질의 분석대상에 있어 상당수 연구들은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와 경
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하
고 있으며, 일부 연구의 경우에는 특정 노동자집단(예 : 돌봄서비스종사자, 중장
년층, 청년, 장애인, 시간제노동, 대리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분
석하여 그들의 일자리 질을 평가하고 있기도 한다. 이처럼 국내의 선행연구들
에서는 일자리 질의 평가방식이나 측정지표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
하고, 연구자의 문제의식 및 관심사와 분석대상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질 지표를 활용하여 노동양극화에 대
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로는 이병훈(2007b)과 남춘호(2011)를 꼽을
수 있다. 이병훈(2007b)에서는 2009년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에서 선별
한 13개 지표항목을 활용하여 횡단분석을 통해 일자리 질이 전반적으로 상 - 하
위집단에 쏠려 있는 쌍봉형(bimodal type)을 나타내며 양극화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남춘호(2011)의 경우에는 방하남 외(2007)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개인 차원의 일자리 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Q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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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금노동자의 일자리 질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 검토
연구문헌

측정지표

적용대상/활용자료

최옥금
(2006)

적정 임금(중위임금 1/2 또는 2/3), 전일제
상용직, 사회보험 가입

전체 임노동자 대상;
한국노동패널

임금수준, 직업위세, 직무만족도

전체 임노동자 대상;
한국노동패널

방하남 외
(2007)

직무특성(자율성, 권한, 위세), 고용안정(정
규고용,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숙련향상
& 승진 가능성), 보상(급여, 부가급여), 근
무조건(근무시간, 작업환경), 직장 내 관
계(참여/발언, 인간관계) * 6개 범주 13개
지표, 가중치 적용

전체 임노동자 대상;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자료 & 산업
별․직업별 고용구조
조사(OES)자료

문순영
(2008)

적정임금(중위임금 1/2 또는 2/3), 평균노
동시간, 파트타임/기간제 여부, 사회보험,
직업훈련, 작업환경/근로조건

돌봄사회서비스종사자
대상;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등

이병훈
(2007b)

적정임금(중위임금 2/3), 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교육훈련, 사회보험, 유급휴가,
서면계약, 상여금, 주5일제 등

전체 임노동자 대상;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이성균
(2008)

적정임금(중위임금 1/2), 전일제 상용직,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연금 및 건
강보험

중장년층 대상; 경제
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

이시균
(2011)

법정퇴직금, 4대보험, 저임금(Lower) 여부,
직업훈련 여부, 노조가입

청년일자리 대상; 청
년패널자료

남춘호
(2011)

직무특성(자율성, 권한, 위세), 고용안정(정
규고용,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숙련향상
& 승진가능성), 보상(급여, 부가급여), 근무
조건(근무시간, 작업환경), 직장 내 관계(참
여/발언, 인간관계)

전체 임노동자 대상; 한
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

정혜영
(2011)

적정임금(중위임금 2/3 이상), 정규직 고용,
4대보험 적용

장애인 대상; 장애인
고용패널자료

이옥진
(2013)

적정임금(중위임금 1/2 이상), 고용안정성
(근로계약기간 보장)

시간제노동; 한국복지
패널자료

곽현주․최은영
(2015)

적정수입, 작업환경안전(산재보험 가입), 직
업위세, 고객관계(감정노동), 권익대변(노조
여부), 사회보험, 업체관계

대리운전기사; 관련 설
문/실태조사자료

방하남․이상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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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Employment Index) 값을 산출하고, 울프슨(Wolfoson)지수나 ERG
지수와 같은 양극화의 실증적 측정기법을 적용하여 2001∼2008년의 기간에 일
자리 질의 양극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에
서는 변화할당분석(shift- share analysis)을 통해 양극화의 인과적 분석을 시도
하여 산업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중심의 기업 고용전략에 주된 영향을 받고 있
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남춘호, 2011). 하지만 남춘호(2011)의 시계열적인 분석
에서는 일자리 질 지수의 세부지표로 포함되는 다수 항목들(예 : 자율성, 권한,
고용안정성․근무시간․작업환경․인간관계의 만족도, 숙련향상․승진의 가능
성)이 개별 노동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응답된 조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그 개인들의 주관적 태도 또는 인식기준에 따라 유사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나
타나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s bias)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 있다.5)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노동양극화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남춘호(2011)의 시계열적 분석기법을 준용하되, 일자리 질의 측정에 있어
서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에 포괄되어 있는 일자리의 객관적인 지표항목
들을 활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조사로서「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추출된 표본을 활용하
기 때문에 취업자와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등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을
5) 한편 남춘호(2011)는 이병훈(2007b)의 연구에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13개 지표항목을
단순합산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질의 지수 값을 산출하여 노동양극화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지표항목들의 중복 응답으로 인해 쌍봉형의 분포가 지수구성방식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문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지적은 이병훈(2007b)이 활용하는 법정 및 비
법정의 근로조건들이 객관적인 조사항목으로 상호 독립적이어서 그 일자리의 종합적인 상
태로서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타당한 지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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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표본의 연도별 응답자 수
(단위 : 천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노동자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갖춘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로 꼽힌다. 이번 연구에서 활용되는「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이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는 2001년의 시범실시
를 거쳐 2002년 8월에 연 1회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는 당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제기되었던
상황 속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실시되었던 것으로, 비정규직의 취업
현황과 고용규모 그리고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 설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3월과 8월로 연 2회 시행해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일자리 질의 측정에 활용되는 설문항목들 중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2003년부터, ‘주 5일제 실시 여부’가 2005년부터, 그
리고 ‘교육훈련 여부’가 2006년부터 각각 포함되기 시작했으므로 일자리 질의
측정지표 구성을 위해 2006년을 이번 분석의 시작연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최
근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설문항목들이 일정하게 변경됨에 따라 일자리 질
의 12개 측정항목들을 동일한 구성으로 유지할 수 있는 2014년 조사까지를 다
루기로 하여 총 9개연도(2006～2014년)의 8월 조사자료를 이번 분석에 사용하
였다. 각 연도별 분석 표본수는 <표 2>와 같다.

2. 일자리 질 측정과 분석변수
이 연구에서는 <표 3>에서 예시하듯이 임금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
리 또는 고용의 질에 대해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12개 설문항목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제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에서 고용 또는 일자리의 질
이 실로 다양한 구성요소들과 상이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측정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표 3>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일자리 질에
대해 법정 근로기준과 사회보험 수혜를 나타내는 제도적 보호의 고용조건들과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비법정적 고용조건들로 구성되는 지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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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로 측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가 활용하는 측정지표들에는 경제활동인구부
가조사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장 수준에서 파악될 수 있는 작업환경, 경력
발전, 직무 자율성, 의사결정 참여 및 인간관계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6)
하지만 노동시장 차원에서 고용 또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핵
심 지표라 할 수 있는 법정 근로기준과 사회보험 그리고 임금․근속․근로시
간․교육훈련 등과 같이 기본적인 고용관계 조건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7) 특
히 이 연구에서는 일자리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제도적 고용조건
과 비법정 고용조건의 2개 세부범주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
자의 제도적 고용조건은 조사대상의 일자리에서 인간적인 근로생활을 보장하
기 위한 주요 법정 근로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실업․노후․
질병과 같은 주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혜택이 보장되고 있는지
의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비법정 고용조건은 비록
제도적 환경이나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력관리에 대
한 사용자의 정책적 고려와 판단이나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사업장 수준에서
결정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 질의 변동 추이를 보다 심층적으
로 검토하기 위해 이처럼 세부 범주의 구분에 의거해 그 변화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범주인 제도적 고용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법정 노동기
준에 해당되는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근로계약 서면작성의 4개 조사
항목과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
험의 3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도적 고용조건의 각 항목에 대해 해당 항
목의 고용조건이 지켜지거나 보장되는 경우에는 ‘1’,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6)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자리의 질 측정에 활용되는 사업장의 작업조직이나 노동과정
에 대한 조사항목들(예: 자율성, 권한, 경력발전가능성, 참여와 발언, 인간관계 등)은 주로
피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물어 파악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그 지표의 신뢰성
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 작업장 수준의 근로조건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
표의 개발이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고 있다.
7)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상당수의 기존 연구에서도 일자리 질에 대해 임금수준․법정 근
로기준․사회보험․근로시간․고용형태․직업훈련 등의 조사항목들을 단순합산하는 방식으
로 측정지표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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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으로 처리하였다. 둘째 범주는 노사합의 또는 사용자의 선택으로 자율적으
로 제공되는 비법정 고용조건으로서 임금수준과 급여보상, 고용안정성, 근로시
간 그리고 교육훈련으로 구성된 5개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다. 비법정 고용조건
의 측정항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간당 저임금’ 및 ‘상여금 지급’, ‘평균
근속기간’, ‘주5일제 시행’, ‘교육훈련 제공’으로 조작화하고 있다. 주5일제 시
행․상여금 지급․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
는 경우 ‘0’으로 가공하였으며, ‘평균 근속기간’에 대해서 역시 각 연도에 전체
임노동자의 근속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해당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평균 이상
인 경우 ‘1’, 그 미만인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시간당 저임금’은 각
연도에 임금노동자의 평균 월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 조사된 값을 활용하여 산
출된 시간당임금의 중위값을 기준 삼아 그 이상인 경우를 ‘1’, 그 미만으로 저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표와 달리 ‘0’으로 처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공된 12개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일자리 질
(Employment Quality Index : EQI) 지수 값을 산출하였으며, 최소 0에서 최대
12까지의 값이 주어지게 된다. 일자리 질의 변동 추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
하기 위해 제도적 고용조건의 7개 항목과 비법정 고용조건의 5개 항목을 구분
하여 각각 합산한 값을 산출하여 EQI_1과 EQI_2로 가공하였다. 제도적 고용조
건의 EQI_1은 최소값 0에서부터 최대값 7까지로 구성되며, 비법정 고용조건인
EQI_2의 경우에는 최소값 0에서 최대값 5까지 분포한다.
일자리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크게 임금노동자의 인적특성, 직무특성, 그리고 조사연도 등으로 구
성하였다. 인적특성의 변인들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를 포함한다.
성별은 남성을 ‘1’의 값으로 갖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연령에 대해 만 15
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30세부터 54세까지 ‘중장년층’, 그리고 55세 이상을
<표 3> 일자리 질 측정항목
범주
제도적
고용조건

세부 구성요소

법정근로기준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계약 작성

사회보험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비법정 고용조건

시간당 저임금, 평균 근속기간, 주5일제, 상여금,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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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로 구분하는 더미변수로 가공하면서 ‘중장년층’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였다. 교육수준은 임노동자의 최종학력에 대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
졸 이상의 더미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고졸을 기준범주로 삼았다. 결혼상태의 경
우에는 기혼유배우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이혼․별거․사별을 포괄하는 기혼무
배우와 미혼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직무특성의 변수에는 정규직 여부, 노조가입 여부, 직업범주, 사업체 규모, 산
업범주가 포함된다. 정규직 여부와 노조가입 여부는 해당되는 경우 1, 해당되지
않는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직업범주는 생산직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고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및 농림어업
으로 구분되는 더미변수로 가공하였다. 사업체 규모의 경우 10인 미만, 10～29
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구분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를 준거범주로 설정하였다. 산업범주는 제조업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농림
어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으로
범주화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아울러, 조사연도는 2006년을 준거범주로
삼아 여타 연도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성별․연령층․고용형태와의 상호
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모형에서는 2006년 이후의 시간경과를 측정하
는 의미로서 연속형 변수로 처리해 분석하였다.

Ⅳ. 일자리 질의 변동 추이

<표 4>에서는 2006년과 2010년 그리고 2014년의 3개년에 걸쳐 일자리 질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정리․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 기간 일자리 질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EQI를 비롯해 EQI_1과 EQI_2 모두 그 평균 값이 꾸준히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QI의 평균 값은 2006년의 5.49에서 2010년에
6.06, 그리고 2014년에는 6.83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제도적 고용조건의 질을
가늠하는 EQI_1의 경우 2006～2014년의 기간에 3.62에서 4.31로 상승하였으
며, 비법정 고용조건의 질을 측정한 EQI_2 역시 이 기간에 1.90에서 2.67로 크
게 향상되었다. [그림 1]에서는 일자리 질(EQI)의 상대적 분포에 있어 2006∼

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이에 관한 실증분석(이병훈ㆍ신광영ㆍ송리라) 

47

<표 4> 일자리 질 변화 추이(2006～2014년)
(단위 : 천 명, %)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일자리 질(EQI)
제도적 고용조건(EQI_1)
비법정 고용조건(EQI_2)
2006
2010
2014
2006
2010
2014
2006
2010
2014
2,677
2,307
1,692
4,468
4,002
3,298
3,739
3,029
2,290
(18.99) (14.96) (10.01) (29.10) (25.38) (18.95) (26.53) (18.34) (12.69)
1,460
1,495
1,337
966
1,268
1,595
2,920
3,277
2,701
(10.35)
(9.69)
(7.90)
(6.29)
(8.04)
(9.16) (20.71) (19.84) (14.97)
662
833
908
292
302
455
2,240
2,890
3,137
(4.69)
(5.40)
(5.37)
(1.90)
(1.91)
(2.62) (15.89) (17.50) (17.39)
612
604
779
752
479
461
2,290
2,865
3,447
(4.34)
(3.92)
(4.61)
(4.90)
(3.04)
(2.65) (16.24) (17.35) (19.11)
613
527
573
1,142
710
971
2,052
2,706
3,398
(4.35)
(3.42)
(3.39)
(7.44)
(4.50)
(5.58) (14.56) (16.39) (18.84)
599
521
596
2,050
1,717
1,863
856
1,747
3,066
(4.25)
(3.38)
(3.53) (13.36) (10.89) (10.70)
(6.07) (10.58) (17.00)
674
731
772
2,758
3,418
3,426
(4.78)
(4.74)
(4.56) (17.97) (21.67) (19.68)
896
1,079
1,041
2,924
3,874
5,336
(6.36)
(6.99)
(6.16) (19.04) (24.57) (30.66)
1,271
1,360
1,362
(9.01)
(8.82)
(8.05)
1,605
1,757
1,841
(11.38) (11.40) (10.88)
1,428
1,888
2,145
(10.13) (12.24) (12.68)
1,037
1,551
2,392
(7.36) (10.05) (14.15)
563
769
1,473
(4.00)
(4.99)
(8.71)
14,097 15,422 16,910 15,351 15,770 17,406 14,097 16,516 18,04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49
6.06
6.83
3.62
3.95
4.31
1.90
2.25
2.67

(4.11)

(4.11)

(4.05)

(2.79)

(2.84)

(2.75)

(1.60)

(1.63)

(1.64)

2014년의 기간에 나타나는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EQI의 경우 상위집단
과 하위집단에 몰려 있고 중위집단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쌍봉형의 양극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 비해 2010년과 2014년으로 갈수록 최
하위집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상위집단의 비중이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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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음을 확인케 된다. EQI_1의 경우에도 [그림 2]에서 예시하듯이 최상위
와 최하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EQI와 마찬가지로 2006∼2014
년의 기간에 최하위집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상위집단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QI_2의 경우에는 [그림 3]에서 보여
주듯이 2006년에 하위 > 중위 > 상위 집단의 순으로 상대적 비중이 반비례로 분
포하였다면, 2010년과 2014년에는 중위와 상위 집단의 비중이 크게 늘어 대체
로 상 - 중 - 하위 집단 간에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8)
[그림 1] 일자리 질(EQI) 분포 변화(2006∼2014년)
(단위 : %)

[그림 2] 제도적 고용조건의 질(EQI_1) 분포 변화(2006～2014년)
(단위 : %)

8) EQI_2의 개선에는 특히 상여금 지급과 교육훈련 제공의 지속적인 확대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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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법정 고용조건의 질(EQI_2) 분포 변화(2006～2014년)
(단위 : %)

[그림 4] 일자리 질(EQI) 계층별 변동 추이(2006∼2014년)
(단위 : %)

2006∼2014년 기간 일자리 질(EQI)의 상대적 분포를 상위 - 중위 - 하위 집단
으로 구분하여 그 비중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여주듯이
하위집단(0∼3점)과 중위집단(4∼8점)은 이 기간에 각각 10.48%(38.37 →27.89%)
와 3.06%(28.75 →25.69%) 감소한 반면, 상위집단(9∼12점)은 13.55%(32.87 →
46.42%) 증대하였다. 제도적 고용조건을 다루는 EQI_1의 경우에서도 [그림 5]
에서 나타나듯이 하위집단(0∼1점)과 중위집단(2∼5점)은 이 기간에 각각 7.28%
(35.39 → 28.11%)와 6.05%(27.60 → 21.55%)로 줄어들었고, 상위집단(6∼7점)
은 13.33%(37.01 → 50.34%) 늘어났다. [그림 6]에서 예시하듯이, 비법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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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EQI_2에 있어서는 하위집단(0∼1점)만이 19.58%(47.24 →27.66%) 감소된
반면, 상위집단(4∼5점) 및 중위집단(2∼3점)은 각각 15.21%(20.63 →35.84%)와
4.37%(32.13 →36.50%) 증가하였다.
이처럼 2006∼2014년의 기간에 임금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이 지속적으로 개
선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일자리 질(EQI)을 비롯해 제도적 고용조
건(EQI_1)과 비법정 고용조건(EQI_2)의 상대적 분포에 있어 하위집단의 비중
이 상당히 줄어들고 상위집단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 제도적 고용조건의 질 계층별 변동 추이(2006∼2014년)
(단위 : %)

[그림 6] 비법정 고용조건의 질 계층별 변동 추이(2006∼2014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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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자리 질의 양극화 변동추이에 대한 실증분석

그러면, 2006년에 뚜렷하게 나타났던 일자리 질의 양극화 현상은 그 이후
2014년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떠한 변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을까? 일자리 질
의 양극화 경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양극화 측정치를 산출하
여 검토하였다. 먼저, 더크로스 등(Duclos, Estaban and Ray)이 제시한 양극화
지수(polarization index)인 DER지수를 활용하였다(Duclos, Estaban and Ray,
2004; Duclos and Taptué, 2014). DER지수는 두 개 집단의 분포를 미리 가정
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집단 내 동질성이 나타나는 다양한 분포에 적용할 수 있는 양극화
(polarization) 추정치이다. DER지수는 두 개의 집단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양극화(bi-polarization)를 가정한 양극화 측정 지수로 Foster
and Wolfson(1992)과 Esteban and Ray(1994)가 제시한 양극화 측정 지수인
FW지수와 ER지수를 추가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DER지수와는 달리, 양극화
를 측정하기 위한 FW지수와 ER지수는 각기 다른 목적의 양극화 지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 FW지수는 전체 분포에서 중간 또는 중위집단의 증감 변화에
초점을 맞춘 지표인 반면, ER지수는 두 개의 양극화 값을 중심으로 집락이 형성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이다.
일자리 질(EQI)의 양극화를 분석한 DER 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극화 민
감도(polarization sensitivity) α로 0.5를 부여하였다.9)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DER지수로 살펴본 양극화의 추세는 2006∼2007년의 기간에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7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약간 반등한 다음,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일자리 질(EQI) 양극화 지수는 2006년의 0.54775에서 2007년의 0.54878로 약
9) α의 값에 따라 DER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극화 민감도를 1로 설정하
여 DER지수 값을 산출하였을 때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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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다시 0.52711로 올
랐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0.46699로 현저히 낮아졌다.
일자리 질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범주인 제도적 고용조건(EQI_1)과 비법정 고용
조건(EQI_2)에 대해서도 양극화지수 값이 2010년에 반등한 점을 제외하면 이
기간에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어 대체로 (EQI와 비슷하게) 양극화의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 질의 불평등 상태를 지니계수로 측정하여
2006∼2014년의 기간에 나타나는 추세를 살펴보면, 이 기간에 일자리 질의 불
평등 역시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상의 분석을
통해 2006∼2014년의 최근 기간에 우리 노동시장의 핵심문제로 지적되어 온
일자리 질 양극화 및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완화․개선되고 있음
을 확인하게 되는 한편, 이와 같은 추세와는 어긋나는 2010년의 반등에 대해서
는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심각한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 빠
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노동시장에도 양극화 정도와 불평등 수준이 일
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완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
다.10)
양극화를 가정한 추정치로 산출된 FW지수와 ER지수의 경우에도 대체로 비
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FW지수의 경우 EQI를
비롯해 EQI_1과 EQI_2 모두에 있어 DER지수와 동일하게 세계금융위기 직후
인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06∼2014년의 기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ER지수의 경우는 양극화 민감성 지수(α)를 1.3으로 가정하여 양극화
추세를 추정하였는데, <표 5>에서 예시하듯이 EQI와 EQI_2은 이 기간에 전반
적으로 완화 추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등락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QI의 ER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7년 0.04284을 정점으
로 상승한 다음, 2014년까지 0.03486로 뚜렷하게 감소하긴 하였지만, 2011년과
2014년에 다소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EQI_1의
10) 2008년 말에 발발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의 경제성장률(실질)이 0.7%였으
나, 2010년에는 6.5%의 높은 성장률로 회복되었다. 그 결과, 2009년 대비 2010년(8월
부가조사 시점)에는 637천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69천
개 감소하였는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62.5%로 2000년대에 들어
(2009년의 61.5% 다음으로)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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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자리 질의 양극화(DER․FW․ER)와 불평등(Gini) 지수 추이
양극화 DER지수
(α=0.5)
연도

EQI

EQI_1 EQI_2

양극화 FW지수

EQI

EQI_1 EQI_2

양극화 ER지수

EQI

EQI_1

EQI_2

불평등 Gini계수

EQI

EQI_1 EQI_2

2006 0.54775 0.80273 0.80244 0.44527 0.41706 0.45516 0.03895 0.05451 0.08567 0.46315 0.43919 0.57081
2007 0.54878 0.80204 0.77426 0.39383 0.36880 0.41635 0.04284 0.05649 0.08393 0.43912 0.42368 0.52047
2008 0.53324 0.77307 0.76080 0.37352 0.34168 0.41941 0.03938 0.05854 0.05016 0.42565 0.40580 0.50881
2009 0.51790 0.75525 0.73924 0.33667 0.31420 0.40850 0.03849 0.06104 0.07663 0.40318 0.38815 0.47845
2010 0.52711 0.75596 0.80022 0.35767 0.32405 0.46511 0.03414 0.06660 0.08415 0.42779 0.39171 0.56042
2011 0.49772 0.72958 0.72015 0.32680 0.31692 0.38971 0.03542 0.06475 0.07439 0.39208 0.38426 0.45298
2012 0.48072 0.70793 0.69233 0.29532 0.29650 0.32783 0.03393 0.06569 0.07102 0.37118 0.36670 0.42560
2013 0.47014 0.68973 0.67576 0.27861 0.27421 0.30205 0.03379 0.06802 0.06922 0.35508 0.35140 0.40241
2014 0.46699 0.67868 0.66958 0.27505 0.26617 0.29419 0.03486 0.07308 0.06953 0.34949 0.34425 0.39474
주 : DER에서 알파 값을 0.5로 부여한 후의 추정치.

ER지수는 양극화가 같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2006년
0.05451에서 2014년 0.07308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케 된다.
요컨대, DER․FW․ER 지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EQI_2의 ER지수를
제외하고) 모든 추정지수에서 대체로 유사하게 2006∼2014년의 기간에 양극화
의 문제현상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 질의 변화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기 위해 2006∼
2014년의 9개년도 경활인구부가조사자료를 통합한 pooled 자료로 가공하여 회
귀분석(OLS)을 실시하였다. EQI 및 EQI_1과 EQI_2의 일자리 질 값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고, 임금노동자의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를 통제한 가운데, 일자
리 질의 시계열상 변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년도의 더미변수 및 성별․연령
층․고용형태와의 교호항을 포함하는 4개의 회귀모형으로 구성하였다. <표 6>
에서는 일자리 질(EQI)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1)
<표 6>의 모형 1에서는 2006년과 비교하여 2007∼2014년 기간의 각 연도에
서 유의하게 일자리 질(EQI) 값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07
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회귀계수 값이 점차 상승하여 일자리 질이 이 기
11) 제도적 고용조건(EQI_1)과 비법정 고용조건(EQI_2)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부표
1>과 <부표 2>에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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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분명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형 2∼4에서 남성․
연령층(청년 & 노년층)․정규직과 연도(연속형 변수)의 교호항을 각각 포함시
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6∼2014년의 시간경과에 따라 남성의 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상쇄되고 있다는 점(모형 2), 청년층과 노년층의 부(-)적 효과
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모형 3), 그리고 정규직의 정(+)적 효과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모형 4)을 확인할 수 있다.12)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관리사무직 - 사
회서비스업 - 노조가입의 경우에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반면, 미혼 또는 무배우
기혼자의 경우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질 양극화 추세와 관련하여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연계시켜 본다
면, 2006∼2014년의 기간에 여성의 임노동 취업활동이 늘어나고, 남성과의 일
자리 질 격차가 상당히 완화되어온 점은 그 양극화의 개선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3) 하지만 정규직 - 비정규직과 청․노년층은 이 기간의
시계열상으로 유의하게 일자리 질 격차가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양극화
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아울러 <부표 3>에서 보여주
듯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사회서비스업․제조업, 관리사무직, 그리고 노
조가입이 괜찮은 일자리 질을 담보하기는 하지만 2006∼2014년의 기간에 전문
대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임노동자들 중에서 남
은 범주들의 취업비중이 감소하였다는 점도 노동양극화의 개선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기 어렵게 만든다.14)
12) <부표 1>과 <부표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EQI_1는 EQI와 전체적으로 동일한 회
귀분석 결과를 보이는 반면, EQI_2의 경우에는 노년층이 연도 경과에 따라 부(-)적 효과
를 유의하게 상쇄하는 분석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다시 말해, 노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비법정 고용조건의 질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006∼2014년의 기간에
그 격차가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3) 2006∼2014년의 기간 동안 전체 임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1.4%에서 43.2%
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남성 대비 여성 EQI의 상대적 수준이 62.4%에서 76.9%로 높아
졌다.
14) 2006∼2014년의 기간에 전체 임노동자 중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8.8%에서 44.8%로 증가하였지만, 사회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52.1%에서 49.1%
로 감소하였고, 사무관리직과 노조가입률 역시 각각 1.3%과 0.6% 줄어들었다. 또한 정규
직 - 비정규직 간에 일자리 질 격차가 같은 기간 동안 2.98에서 3.46으로 늘어나는 한편,
비정규직의 구성비율이 35.8%에서 34.5%로 다소 감소하여 일자리 질의 분포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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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자리 질(EQI)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인적
속성

직업
속성

연도

상호
작용

남성더미
청년층더미
노년층더미
중졸더미
전문대졸더미
대졸이상더미
이혼/사별더미
미혼더미
정규직더미
관리전문직더미
사무직더미
판매서비스직더미
농임단순노무직더미
10～29인 더미
30～99인 더미
100～299인 더미
300인 이상 더미
농림어업광업더미
건설업더미
유통서비스업더미
생산자서비스업더미
사회서비스업더미
개인서비스업더미
노조가입더미
연속변수
2007
2008
2009
더미 2010
변수 2011
2012
2013
2014
남성*연도
청년층*연도
노년층*연도
정규직*연도
상수
표본수
F
Adj R-squared

모형 1
0.777(0.013)***
-0.456(0.019)***
-0.306(0.020)***
-0.466(0.020)***
0.979(0.019)***
0.806(0.017)***
-0.459(0.023)***
-0.399(0.017)***
1.501(0.013)***
0.665(0.022)***
1.262(0.021)***
-1.117(0.023)***
-1.229(0.021)***
2.015(0.016)***
2.906(0.017)***
3.578(0.022)***
3.838(0.023)***
-1.225(0.060)***
-1.628(0.025)***
-0.737(0.020)***
-0.185(0.027)***
0.197(0.019)***
-1.167(0.022)***
1.710(0.021)***

모형 2
1.007(0.023)***
-0.454(0.019)***
-0.308(0.020)***
-0.466(0.020)***
0.982(0.019)***
0.810(0.017)***
-0.458(0.023)***
-0.399(0.017)***
1.501(0.013)***
0.663(0.022)***
1.264(0.021)***
-1.113(0.023)***
-1.226(0.021)***
2.015(0.016)***
2.906(0.017)***
3.579(0.022)***
3.839(0.023)***
-1.219(0.060)***
-1.628(0.025)***
-0.740(0.020)***
-0.187(0.027)***
0.191(0.019)***
-1.162(0.022)***
1.711(0.021)***
0.204(0.003)***

모형 3
0.777(0.013)***
-0.371(0.029)***
-0.185(0.036)***
-0.466(0.020)***
0.978(0.019)***
0.807(0.017)***
-0.460(0.023)***
-0.401(0.017)***
1.500(0.013)***
0.663(0.022)***
1.261(0.021)***
-1.115(0.023)***
-1.229(0.021)***
2.016(0.016)***
2.907(0.017)***
3.578(0.022)***
3.840(0.023)***
-1.227(0.060)***
-1.625(0.025)***
-0.734(0.020)***
-0.186(0.027)***
0.200(0.019)***
-1.166(0.022)***
1.713(0.021)***
0.180(0.003)***

모형 4
0.777(0.013)***
-0.453(0.019)***
-0.301(0.020)***
-0.469(0.020)***
0.978(0.019)***
0.806(0.017)***
-0.460(0.023)***
-0.401(0.017)***
1.365(0.023)***
0.664(0.022)***
1.262(0.021)***
-1.115(0.023)***
-1.228(0.021)***
2.015(0.016)***
2.907(0.017)***
3.577(0.022)***
3.839(0.023)***
-1.224(0.060)***
-1.627(0.025)***
-0.733(0.020)***
-0.185(0.027)***
0.204(0.019)***
-1.167(0.022)***
1.713(0.021)***
0.149(0.004)***

0.291(0.025)***
0.422(0.025)***
0.632(0.025)***
0.729(0.025)***
0.875(0.025)***
1.082(0.025)***
1.305(0.025)***
1.422(0.025)***
-0.056(0.005)***
-0.021(0.005)***
-0.028(0.007)***
1.500(0.030)*** 1.430(0.028)***
140,780,000
140,780,000
9400.63***
11580.05***
0.5833
0.5835

0.034(0.005)***
1.530(0.027)*** 1.651(0.029)***
140,780,000
140,780,000
11139.81***
11570.63***
0.5833
0.5833

주 : * p<0.05, ** p<0.01, ***p<0.001.
용형태의 효과는 다소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부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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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질의 양극화 현상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접근시각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 하나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일자리 중에서 저급한 일자리와 중위 이상의 괜찮은 일자리 간에 상대적 비중
이나 분포구성이 달라지는 경향(예 : 고학력화, 정규직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
업의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려는 접근시각이라면, 다른 접근시각은 임
금노동자의 일자리 질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이나 노동시장제도
의 변화 그리고 노사관계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서 그 배경원인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노동시장에 있어 일자리 질의 양극화가 2006
∼2014년의 기간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
는 성별 일자리 격차의 완화 이외에는 전자의 ‘고용구조 변동’ 시각을 거의 뒷
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자의 ‘정치사회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그 배경원
인을 찾아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좀 더 부연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에 맞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
과 조직화, 취약노동자들의 권익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과 대중여론 및 노동
단체들의 강화된 사회정치적 압력, 그리고 그 결과로서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비정규직과 청년알바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 사법적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하위 일자리의 질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노동양극화가 일정하게
개선되어온 것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물론 일자리 질의 양극화가 감소되는 추
세에 대한 이 같은 정치사회적 설명은 잠정적 추론으로서 추후 실증적인 검증
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2006∼2014년의 기간 동안 임금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이 어떠
한 변화를 보여왔는지, 특히 노동양극화의 문제현상이 이 기간에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
해 이 기간에 임노동자의 일자리 질이 뚜렷하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과 일자리
질을 제도적 고용조건과 비법정 고용조건으로 나눠 살펴봤을 때 특히 비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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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에서 상향 개선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DER․FW․ER지수의 양극화 검정기법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일자리 질 양극화 현상이(시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인
2010년을, 그리고 검정기법으로는 EQI_2의 ER지수를 제외하고) 2006∼2014
년의 기간에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도적 고용조
건의 질이 분명하게 양극화 분포 양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질이 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질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변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질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2006년
이후의 각 연도 더미변수가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일자리 질의
개선추세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나, 성별 격차의 완화 이외에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 변동과 관련된 영향요인의 유의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처럼 이번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또는 노동양극화에 관한 선행연
구와는 상반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남춘호(2011)를 비롯한 주요 선행연
구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의 노동양극화 경향을 진단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던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일자리 질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2006년 이후) 이후 최근 연도까지 노동양극화의 변동 추세를 점
검하여 그 경향이 완화․개선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연구
에서 활용하는 자료(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제약으로 인해 일자리 질의 측정
방식이 다소 제한적이거나 단순하다는 방법론적인 한계를 갖기는 하지만, 그럼
에도 일자리 질의 주요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항목들로 구성되
는 11개 측정지표들을 종합하여 노동양극화의 문제현상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
고 있는지를 추적해볼 수 있었다. 다만, 우리 연구가 2001∼2008년의 기간 동
안 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세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남춘호(2011)와는 전연 상
반된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의
제한된 조사항목이나 단순한 응답방식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나 직무여건 등
과 같은 일자리 질에 대한 다차원적 검토나 심층적 내용파악을 시도하지 못하
였다는 점에서 추후 한국노동패널자료 등을 활용하여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
지 일자리 질 변동 추이 그리고 양극화 현상의 변화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
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일자리 질을 추정할 때 12개의 이진(binary)지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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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단순합산하여 산출한 지수(index)값을 활용하였는데, 법정 근로기준․사
회보험․기업 인사노무관리와 더불어 임금보상과 고용안정성(근속기간)으로
수량화된 지표항목으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이들 항목의 가중치를 산출하는 측
정방법을 적용하여 노동양극화 경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추후 연구과제로 요망
된다.15)
또한 이번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일자리 질 양극화 현상이 2006년 이후, 특
히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최근 경향에 대해 (회귀분석의 결
과에서 드러나듯이) 노동력과 직업구성의 변화라는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변동
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인과론적 시각으로서 비정규직․청년
노동 등 취약노동자집단의 운동 주체화와 투쟁세력화, 이들에 대한 시민사회
및 조직노동 등이 행사하는 정치적 압력과 대중담론적 영향의 강화, 그 결과로
서 취약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수준의 정책개선과 입법․사법적
노동기준 제고, 비정규 보호의 여론 확산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들의 작용
에 주목하여 추론하게 되는 만큼, 정치사회적 논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
한 경험적 분석이 추후 연구과제로 요망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우리 연구를 통
해 일자리 질의 양극화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근로기준이나 사회보험이 마땅히 사용자의 의무로서 보
장 또는 수혜되어야 함에도 상당수 비중의 임노동자들이 여전히 제도적 고용안
전망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기업들이 자율
적으로 제공하는 비법정 고용조건이 향상된 정도에 비해 그 개선 수준이 미흡
하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시장의 제도보호 사각지대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을 듯하다.
15) 심사자의 지적에 따라 법정 근로기준(0∼4)․사회보험(0∼3)․기업 인사노무관리(0∼3)․
시간당 임금․근속개월의 5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각 항목의 표준화 값을 단순합산한
추정치와 주성분분석의 가중치를 반영한 요인점수의 추정치에 대상으로 각각 양극화지수
를 산출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12개 지표항목을 합산한 EQI지수와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QI_2의 ER지수가 다른 양극화지수나
ER의 다른 범주와 달리 양극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양극
화의 추정결과 차이에 대해 DER․FW․ER 등과 같이 다양한 양극화 추정방법을 엄밀
하게 비교․검토하는 것이 추후과제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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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제도적 고용조건의 질(EQI_1)에 대한 영향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인적
속성

직업
속성

연도

상호
작용

남성더미
청년층더미
노년층더미
중졸더미
전문대졸더미
대졸이상더미
이혼/사별더미
미혼더미
정규직더미
관리전문직더미
사무직더미
판매서비스직더미
농임단순노무직더미
10～29인 더미
30～99인 더미
100～299인 더미
300인 이상 더미
농림어업광업더미
건설업더미
유통서비스업더미
생산자서비스업더미
사회서비스업더미
개인서비스업더미
노조가입더미
연속변수
2007
2008
2009
2010
더미
변수
2011
2012
2013
2014
남성*연도
청년층*연도
노년층*연도
정규직*연도
상수
표본수
F
Adj R-squared

모형 1
0.414(0.010)***
-0.056(0.014)***
-0.256(0.015)***
-0.282(0.014)***
0.667(0.014)***
0.376(0.013)***
-0.316(0.017)***
-0.127(0.013)***
1.071(0.010)***
0.171(0.016)***
0.676(0.016)***
-0.983(0.017)***
-0.777(0.016)***
1.415(0.012)***
1.949(0.013)***
2.296(0.016)***
2.181(0.017)***
-0.989(0.044)***
-1.229(0.018)***
-0.545(0.015)***
-0.626(0.020)***
0.077(0.014)***
-0.878(0.016)***
0.926(0.015)***

모형 2
0.564(0.017)***
-0.055(0.014)***
-0.258(0.015)***
-0.282(0.014)***
0.669(0.014)***
0.378(0.013)***
-0.316(0.017)***
-0.127(0.013)***
1.072(0.010)***
0.171(0.016)***
0.677(0.016)***
-0.980(0.017)***
-0.775(0.016)***
1.415(0.012)***
1.950(0.013)***
2.296(0.016)***
2.180(0.017)***
-0.984(0.044)***
-1.230(0.018)***
-0.547(0.015)***
-0.628(0.020)***
0.072(0.014)***
-0.875(0.016)***
0.926(0.015)***
0.113(0.003)***

모형 3
0.413(0.010)***
0.012(0.021)
-0.093(0.026)***
-0.283(0.014)***
0.666(0.014)***
0.376(0.013)***
-0.317(0.017)***
-0.129(0.013)***
1.071(0.010)***
0.170(0.016)***
0.674(0.016)***
-0.982(0.017)***
-0.778(0.016)***
1.415(0.012)***
1.949(0.013)***
2.295(0.016)***
2.181(0.017)***
-0.993(0.044)***
-1.228(0.018)***
-0.543(0.015)***
-0.627(0.020)***
0.078(0.014)***
-0.878(0.016)***
0.928(0.015)***
0.101(0.002)***

모형 4
0.414(0.010)***
-0.054(0.014)***
-0.252(0.015)***
-0.285(0.014)***
0.666(0.014)***
0.376(0.013)***
-0.316(0.017)***
-0.129(0.013)***
0.934(0.017)***
0.171(0.016)***
0.675(0.016)***
-0.981(0.017)***
-0.776(0.016)***
1.415(0.012)***
1.951(0.013)***
2.295(0.016)***
2.180(0.017)***
-0.989(0.044)***
-1.229(0.018)***
-0.542(0.015)***
-0.625(0.020)***
0.083(0.014)***
-0.879(0.016)***
0.928(0.015)***
0.070(0.003)***

0.175(0.018)***
0.248(0.018)***
0.338(0.018)***
0.453(0.018)***
0.492(0.018)***
0.613(0.018)***
0.708(0.018)***
0.760(0.018)***
-0.037(0.003)***
-0.017(0.004)***
-0.037(0.005)***
0.034(0.003)***
1.834(0.022)*** 1.800(0.021)*** 1.852(0.020)*** 1.974(0.021)***
146,030,000
146,030,000
146,030,000
146,030,000
6810.43***
8388.9***
8073.81***
8386.93***
0.4933
0.4935
0.4934
0.4934

주 : * p<0.05, **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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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비법정 고용조건의 질(EQI_2)에 대한 영향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인적
속성

직업
속성

연도

상호
작용

남성더미
청년층더미
노년층더미
중졸더미
전문대졸더미
대졸이상더미
이혼/사별더미
미혼더미
정규직더미
관리전문직더미
사무직더미
판매서비스직더미
농임단순노무직더미
10～29인 더미
30～99인 더미
100～299인 더미
300인 이상 더미
농림어업광업더미
건설업더미
유통서비스업더미
생산자서비스업더미
사회서비스업더미
개인서비스업더미
노조가입더미
연속변수
2007
2008
2009
2010
더미
변수
2011
2012
2013
2014
남성*연도
청년층*연도
노년층*연도
정규직*연도
상수
표본수
F
Adj R-squared

모형 1
0.414(0.010)***
-0.056(0.014)***
-0.256(0.015)***
-0.282(0.014)***
0.667(0.014)***
0.376(0.013)***
-0.316(0.017)***
-0.127(0.013)***
1.071(0.010)***
0.171(0.016)***
0.676(0.016)***
-0.983(0.017)***
-0.777(0.016)***
1.415(0.012)***
1.949(0.013)***
2.296(0.016)***
2.181(0.017)***
-0.989(0.044)***
-1.229(0.018)***
-0.545(0.015)***
-0.626(0.020)***
0.077(0.014)***
-0.878(0.016)***
0.926(0.015)***

모형 2
0.564(0.017)***
-0.055(0.014)***
-0.258(0.015)***
-0.282(0.014)***
0.669(0.014)***
0.378(0.013)***
-0.316(0.017)***
-0.127(0.013)***
1.072(0.010)***
0.171(0.016)***
0.677(0.016)***
-0.980(0.017)***
-0.775(0.016)***
1.415(0.012)***
1.950(0.013)***
2.296(0.016)***
2.180(0.017)***
-0.984(0.044)***
-1.230(0.018)***
-0.547(0.015)***
-0.628(0.020)***
0.072(0.014)***
-0.875(0.016)***
0.926(0.015)***
0.113(0.003)***

모형 3
0.413(0.010)***
0.012(0.021)
-0.093(0.026)***
-0.283(0.014)***
0.666(0.014)***
0.376(0.013)***
-0.317(0.017)***
-0.129(0.013)***
1.071(0.010)***
0.170(0.016)***
0.674(0.016)***
-0.982(0.017)***
-0.778(0.016)***
1.415(0.012)***
1.949(0.013)***
2.295(0.016)***
2.181(0.017)***
-0.993(0.044)***
-1.228(0.018)***
-0.543(0.015)***
-0.627(0.020)***
0.078(0.014)***
-0.878(0.016)***
0.928(0.015)***
0.101(0.002)***

모형 4
0.414(0.010)***
-0.054(0.014)***
-0.252(0.015)***
-0.285(0.014)***
0.666(0.014)***
0.376(0.013)***
-0.316(0.017)***
-0.129(0.013)***
0.934(0.017)***
0.171(0.016)***
0.675(0.016)***
-0.981(0.017)***
-0.776(0.016)***
1.415(0.012)***
1.951(0.013)***
2.295(0.016)***
2.180(0.017)***
-0.989(0.044)***
-1.229(0.018)***
-0.542(0.015)***
-0.625(0.020)***
0.083(0.014)***
-0.879(0.016)***
0.928(0.015)***
0.070(0.003)***

0.175(0.018)***
0.248(0.018)***
0.338(0.018)***
0.453(0.018)***
0.492(0.018)***
0.613(0.018)***
0.708(0.018)***
0.760(0.018)***
-0.037(0.003)***
-0.017(0.004)***
-0.037(0.005)***
1.834(0.022)***
146,030,000
6810.43***
0.4933

주 : * p<0.05, ** p<0.01, ***p<0.001.

1.800(0.021)***
146,030,000
8388.9***
0.4935

1.852(0.020)***
146,030,000
8073.81***
0.4934

0.034(0.003)***
1.974(0.021)***
146,030,000
8386.93***
0.4934

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이에 관한 실증분석(이병훈ㆍ신광영ㆍ송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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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일자리 질의 빈도 및 평균점수 분포
(단위 : 천 명, %)

2006
빈도 (비율)
전체(0–12)
성별 남성
여성
연령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인 학력 중졸 이하
적
고졸
속
초대졸
성
대졸 이상
결혼 유배우
상태 이혼/별거/
사별
미혼
고용 정규직
상태 비정규직
직업 관리
범주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판매
서비스
농임단순
노무직
사업 10인 미만
체규 10～29인
모 30～99인
100～299인
직
업
300인
속
이상
성 산업 농림어업
범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유통서비
스업
생산자서
비스업
사회서비
스업
개인서비
스업
노조 가입
가입 미가입

14,097 (100.00)
8,266 (58.639)
5,831 (41.361)
3,596 (25.510)
8,979 (63.693)
1,522 (10.797)
2,464 (17.478)
6,152 (43.642)
1,811 (12.845)
3,670 (26.035)
8,729 (61.919)

표준
평균 (편차
)
5.494 (4.108)
6.321 (4.059)
4.320 (3.885)
5.338 (3.863)
5.909 (4.178)
3.410 (3.559)
2.819 (3.413)
4.772 (4.036)
6.681 (3.580)
7.913 (3.339)
5.878 (4.153)

2010
빈도 (비율)

15,422 (100.00)
8,863 (57.470)
6,559 (42.530)
3,440 (22.308)
9,850 (63.870)
2,132 (13.822)
2,582 (16.744)
6,470 (41.954)
2,276 (14.758)
4,093 (26.544)
9,798 (63.534)

2014
표준
평균 (편차
)
6.062 (4.112)
6.894 (4.038)
4.937 (3.941)
5.914 (3.957)
6.558 (4.110)
4.009 (3.690)
3.352 (3.558)
5.317 (4.064)
7.426 (3.513)
8.191 (3.418)
6.408 (4.111)

빈도 (비율)

16,910 (100.00)
9,599 (56.767)
7,311 (43.233)
3,478 (20.564)
10,444 (61.759)
2,989 (17.676)
2,373 (14.036)
6,945 (41.070)
2,650 (15.672)
4,942 (29.223)
10,436 (61.715)

1,101 ( 7.811) 2.950 (3.550) 1,147 ( 7.438) 3.530 (3.652) 1,419 (8.394)

표준
평균 (편차
)
6.835 (4.049)
7.483 (3.975)
5.983 (3.987)
6.402 (4.008)
7.600 (3.901)
4.663 (3.729)
3.861 (3.605)
5.924 (4.094)
8.148 (3.290)
8.839 (3.184)
7.190 (3.997)

4.494 (3.882)

4,267 (30.270) 5.363 (3.903) 4,476 (29.027) 5.953 (3.991) 5,055 (29.890) 6.758 (3.978)
9,049 (64.187) 6.562 (3.878) 9,970 (64.651) 7.186 (3.842) 11,075 (65.492) 8.028 (3.620)
5,049 (35.813) 3.579 (3.802) 5,451 (35.349) 4.006 (3.781) 5,835 (34.508) 4.569 (3.847)
3,355 (23.799) 7.455 (3.389) 3,379 (21.908) 7.759 (3.437) 3,755 (22.207) 8.614 (3.162)
2,837 (20.127) 7.740 (3.338) 3,022 (19.596) 8.474 (3.012) 3,452 (20.414) 9.103 (2.756)
3,252 (23.068) 5.619 (4.044) 3,370 (21.853) 6.580 (4.004) 3,666 (21.678) 7.464 (3.868)
2,462 (17.465) 2.493 (3.242) 2,815 (18.253)

3.623 (3.718) 3,174 (18.768) 4.309 (3.732)

2,191 (15.541) 2.766 (3.239) 2,836 (18.389)

3.274 (3.438) 2,863 (16.933) 3.759 (3.545)

5,279 (37.447)
3,027 (21.473)
2,648 (18.786)
1,443 (10.237)

3.359 (3.554)
6.278 (3.634)
7.752 (3.233)
9.121 (2.636)

2.612 (3.212)
5.497 (3.694)
7.046 (3.296)
8.279 (2.984)

5,972 (38.728)
3,607 (23.390)
2,899 (18.799)
1,449 ( 9.399)

6,693 (39.578)
3,866 (22.863)
2,999 (17.733)
1,563 ( 9.244)

4.214 (3.757)
7.230 (3.476)
8.405 (3.025)
9.658 (2.294)

1,700 (12.057) 9.654 (2.388) 1,494 ( 9.685) 10.101 (2.216) 1,789 (10.581) 10.684 (2.041)
125 ( 0.883) 2.335 (3.662)

187 ( 1.215)

2.428 (3.581)

138 ( 0.819) 3.682 (4.420)

3,222 (22.857) 7.080 (3.838) 3,426 (22.214)
1,257 ( 8.917) 3.366 (3.821) 1,368 ( 8.872)

7.825 (3.589) 3,724 (22.023) 8.755 (3.224)
4.304 (4.139) 1,330 ( 7.862) 4.810 (4.192)

2,640 (18.728) 5.093 (4.042) 3,651 (23.678)

4.482 (4.217) 4,097 (24.227) 5.250 (4.236)

969 ( 6.870) 6.605 (4.062) 1,084 (7.030)

7.098 (3.926) 1,124 ( 6.646) 7.484 (3.842)

4,144 (29.274) 6.392 (3.558) 3,967 (25.724)

6.737 (3.491) 4,578 (27.070) 7.595 (3.385)

719 (12.470) 2.213 (3.388) 1,737 (11.266)

5.492 (4.214) 1,920 (11.353) 5.927 (4.232)

1,540 (10.925) 9.806 (2.007) 1,513 ( 9.813) 10.332 (1.679) 1,756 (10.387) 10.757 (1.443)
12,557 (89.075) 4.965 (3.986) 13,908 (90.187) 5.597 (4.030) 15,154 (89.613) 6.380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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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Empirical Study on the Trends of Labor Polarization
Lee Byoung-Hoon․Shin Kwang-Yeong․Song Rira
This study examines how workers' employment quality has been changed
between 2006 and 2014,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trends of labor
polarizartion. Our empirical analysis, drawing upon the Economic Population
Supplementary Survey data, evidences that workers' employment quality has
remarkably improved during this period, and that, when decomposing the
employment quality into institutional employment conditions and non-statutory
employment conditions, the latter has shown the more noticeable upward
improvement. Our polarization tests, estimating DER․FW․ER index and
GINI coefficient, reveals that the bi-polarized pattern of emplotment quality
has been consistently alleviated during the period of 2006～2014, except 2010.
Although the bi-polarized pattern has persisted during this period, the extent
of labor polarization has been reduced, since good jobs increased and bad
jobs decreased. Our regression analysis reaffirms the improved tendency of
labor polarization since 2006, and finds that most labor market factors, but
the alleviation of gender gap, hard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ver the changing
trends in labor polarization.
Keywords : labor polarization, quality of employment, polarization test, labor market
d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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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시간 근로와 젠더불평등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개인 단위의 노동시간에 주목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조직 수준에
서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이 조직 내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업체패널의 2005년에서 2013년까
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층성장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과근로
시간에 따른 여성 관리직 비율의 초기치(2005년)와 변화율에 차이가 나타났
다. 초과근로시간이 긴 기업의 경우 관찰 초기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았으
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 관리직 비율 역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가 지남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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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의 수직적 성별분리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조직 내 젠더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정책에 장시간 근로에 대한 고
려가 수반되어야 하며, 조직 내 장시간 근로의 규범을 해체하는 시도들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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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OECD의 국가별 노동시간 지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1770시간으로, 휴일을 제외한 연 평균 근로일을 약 255일로 가정하였을
때, 근로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약 6.9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의 경우 하루 평균 8.3시간으로 이는 OECD의 다른 회원국들의 평균에 비해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만연한 장시간 근
로의 규범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
들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노동시간과 선형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오래 일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Spurgeon et al., 1997), 노동생산성
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지며(Bielby & Baron, 1984),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
른 분리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Tomaskovic-Devey, 2014; Cha
& Weeden, 2014; Cha, 2010; Williams, 2010; Petersen & Morgan, 1995).
특히 Cha & Weeden(2014)와 Cha(2010)의 연구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노동
시장에서 젠더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오래 일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능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자
리 잡은 것은 남성에 비해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특히
장시간 근로의 규범이 만연한 전문직이나 관리직의 경우 여성 노동자들의 진입
자체를 저해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직종 간의 성별 격차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노동시간에 의거한 평가나 규범이 젠더 중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장시간의 근로가 노동시장에서의 성
별 분리(sex segregation)를 강화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따라 장시간 근로가 젠더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조직 내의 관리직 여성 비율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조
직의 장시간 근로 문화가 여성 관리직 비율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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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
한 반면, 가정의 영역에서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전적
으로 과중되면서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수연, 2008; 손문금, 2005; 이숙진, 1998).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
의 규범은 여성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갈등을 경험하게 하며 이는 고
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경아,1999).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자들에게 패널티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과 가
정의 갈등으로 인하여 직업영역에서 젠더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장
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공
간의 극간을 메울 수 있는 설명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들
은 여성 근로자 개인 혹은 가구의 영역에 대해서는 풍부한 논의를 제공해주는
반면, 실제 노동이 발생하고 노동관계와 규범이 형성되는 조직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업
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조직수준을 고려함으로써 장시간 근로의 문화가 조직
내 여성 관리직 증가를 저해시키며 젠더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1. 조직과 조직원리 그리고 젠더
우리가 일하는 공간(working place)은 젠더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젠더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우
선, 신고전학파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의 채용·승진·임금 등의 의사결정 과정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된다. 때문에 개인의 생산성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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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인적자본(교육, 경력, 근속연수 등)에 의해 노동자
들의 임금 혹은 지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는 차별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기보다 개인의 생산성 차
이에 의한 결과, 즉 합리성에 근거한 차이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남성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사이에 나타나는 다양한 차
이를 해석하는 데 “생산성에 근거한 틀”은 종종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접근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조직적 특성들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어 있다는 데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되어 왔다(Haberfeld,
1992). 일반적인 직무의 요건, 채용, 임금 책정, 직능평가 등 조직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관료제의 과정들이 남성성 혹은 여성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Roos and McDaniel, 1996; Ferguson, 1984; Hartmann, 1976) 조직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시행되는 관료제적 제도와 관행은 노동조직 내의 젠더불평등을 강화
하는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이주희, 2003; 원숙연, 2007; 김수한·신동
은, 2014; 조혜원․함인희, 2016). 그러나 조직의 관료제적 구조에 주목하는 논
의들은 관료제의 특성이 젠더불평등을 생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조직 자체는 젠더 중립적인 공간으로 상정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직의 관료제적 구조를 젠더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기
존 논의들과는 달리 Acker(1990)는 조직 자체를 젠더화된 과정으로 고려해야함
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젠더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과정은 크게
5가지로 나열될 수 있으며 노동의 분업, 문화적 상징, 작업장에서의 상호작용, 개
인의 정체성, 조직 원리가 그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도 조직 원리(organizational
logic)는 젠더화된 조직(gendered organization)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당연시되는” 규범들을 지칭한다. 표면상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조직 내의 원리들은 남성의 육체와 남성성에 편향되어 있으며, 이는 조
직 내에서 발생하는 채용, 승진, 임금결정의 과정에서 여성들을 열위에 놓이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젠더화된 조직에 주목하는 실증적인 연구들은 조직의 성별
분리를 강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조직 내 근로자들의 성별 대표성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Roos & McDaniel, 1996; Davis, 1982).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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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혹은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젠더화된 조직 원리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성 근로자들의 수가 지배적인 특정 직업 영
역의 경우 조직의 구성 원리들이 남성성(masculinity)을 띠는 반면, 여성들의 참
여가 지배적인 경우 조직 내에서 작용하는 원리들은 “여성화(feminization)”되
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Ferguson, 1984; Blau, 1977). 젠더화된 조직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장에서 간과되어 왔던 조직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젠더불평등
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논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Britton(2000)에 따르
면,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젠더화된 조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
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다양한 논의들이 가
지는 모호함은 젠더화된 조직의 개념이 가지는 능력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점에
서 이론적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맥락이나 조건하에 하나의 젠더 그룹이 다른
집단에 비해 특혜 혹은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고려가 경험적인 증거로서 필요
하며, 이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젠더화된 조직이 불평등을 생산하는 과
정에 대한 논의의 설명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illiams
et al.(2012)은 21세기의 젠더불평등을 생산하는 조직 원리들이 표면상으로는
무엇보다도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교묘하게 남성 근로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
고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발전하고 있어 새롭게 등장하는 조직
원리의 불평등 생산 과정을 밝히는 것이 노동시장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관계와 노동의 과정 등 조
직 내에서 발생하는 모두를 젠더의 렌즈를 통해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되면서 젠더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조직 원리들을
밝힘으로써 노동시장의 젠더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과 같이,
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 특히 국내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조직 원리 중 하나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장시간 근로의 규범을 젠더불평등을 강화하는 조직 원리
로 상정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 헌신하고 늦은 시각까지 근무하는 근로
자들의 경우 “능력 있는 조직원” 혹은 “열심히 일하는 조직원”으로 조직 구성
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동일한 경우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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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여성 근로자로 평가되는 상반되는 평가를
낳는 것을 볼 수 있다(Acker, 2006; 1990; Budig & England, 2001). 또한 오래
근무하는 것이 능력 있는 조직원으로 호환되는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더 짊어지는 여성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갈등을 경
험하게 하고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상향진출을 막거나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Williams, 2010). 따라서 장시간 근로의 문화는
조직 내의 개인 근로자들의 채용, 지위, 임금, 해고 등을 결정하는 조직 원리로
작동하는 동시에 여성 근로자들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불평등의 척도를 조직 내의 여성 관
리직 비율로 고려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원리를 장시간 근로의 규범으
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가 조직 내 여성 근로자들의 상향
진출을 체계적으로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
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장시간 근로와 여성 관리직 일자리
OECD의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
로 이는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의 하나인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의 장시간의 노동은 90년대의 빠른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주된 요소 중의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장시간노
동은 근로자들과 기업, 국가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특히 Cha & Weeden(2014)와 Cha(2013, 2010)는 장시간 노동이 여
성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으며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
여와 교육수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에는 남녀 소득격차의 감소
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노동시간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오래 일하는 문화가 노동시장의 젠더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또 강력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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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학파의 논의에 따르면, 오래 일하는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고 또 좋
은 직책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여성 근로자들로 하여금 오래 일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요인이 작동하거
나 이미 자리 잡은 오래 일하는 문화가 여성들의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경우 남성 혹은 여성이기에 받는 이득 혹은 패널티가 존재하게 하
며, 이는 개인들이 가지는 능력에 의한 평가가 아닌 단지 그들이 가지는 성별에
근거한 차등적인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
시간은 어떠한 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을 배제시키고 있는가?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여성 노동자들은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된다. 여성 노동
자들은 직장 영역에서 요구되는 업무 및 헌신과 동시에 가정 영역에서 요구되
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긴 근로시간은 여
성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충돌을 경험하게 하며 노동시장으로부터 이
탈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Cha, 2010). 또한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과
중한 노동시간이 가지는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
이 지배적인 물리학자, 변호사, 엔지니어, 자연과학자, 건축가, 보안서비스업자
등의 직업군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범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
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 규범에 부응하는 데 한계
를 경험하게 된다(Cha, 2013).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지배적인 직종에 종사하
는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 근로자들 또는 자녀가 없는 여성 근로자
들에 비해 직업을 떠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
이들의 논의는 노동시간이 더 이상 젠더 중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
다. 성별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노동
시간이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동시간이 노동생산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관리직, 전문직 직종
의 경우 노동시간이 미치는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Cha &
Weeden, 2014), 이는 장시간의 노동이 수직적 성별분리를 강화시키는 주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 특히 소득이 높은 전문직·관리직 직종의 경우 장시간 근로를 요하는 규범이 만연한데, 이
는 여성들의 유입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시키며 남녀 임금격차를 증가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Cha & Weede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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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노동시간이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목하여
노동시장에서 주요한 조직 수준의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조직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관행이 노동 조직 내의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구조뿐 아니라 노동 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상
호작용과 조직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맥락을 다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
장에서의 젠더불평등을 논의하는 데 조직에 대한 고려는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Acker, 2006; 1990; Britton, 2000; Blum et al., 1994; Benjamin, 1988;
Ferguson,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 근로의 효과가 조직 내 여성 관
리직 비율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직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이 여성 관리직 비율 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
써 장시간 근로의 문화가 젠더화된 조직과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에서 젠더불평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분석자료와 변인

1. 분석 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장시간 근로 문화에 의해 조직 내 여성
관리직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살펴보
는 것이다. 이 같은 가설의 첫 번째 주요 전제는, 기존 논의에 따라 조직 내 여
성 관리직 비율이 조직 내의 젠더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여겨
질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 전제는 조직 내의 구조적 요인들이 상호 독립적
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조직의 구조
적 측면은 젠더화된 조직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에 따라 산업군과 여성 근로자
비율로 대표되었으며, 조직 원리는 다양한 맥락 가운데 연구 관심에 따라 조직
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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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먼저 분석에서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으로, 기업 내 존재하는 장시
간 근로의 규범이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막는 하나의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가
정한다. 앞선 이론적 논의와 마찬가지로 기업 내에서 장시간 근무가 보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경우 오랜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 증대될 수 있으며(Cha
& Weeden, 2014; Cha, 2010), 더 나아가 이것이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저해하
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리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노동시간에 주목하는 시도와 달리 사업체 수준에서 이를 살펴보게 되면
조직의 다양한 특성이 장시간 근로 문화와 맞물리면서 거시적인 맥락에서 수직
적 성별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기업이 실제로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지
를 검증할 것이며, 해당 가설은 우선적으로 조사 1차년도의 값인 초기치를 이
용해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 관리직 비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계열적 해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
해, 초기 여성 관리직 비율의 절대적인 양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다르게
접근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이 둘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초기에 형성된 장시간 근로의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을 낮추어 조직 내 성별분리를 강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설 1] 기업 내 장시간근로 규범과 젠더불평등 유발 및 강화효과
1-1) 초과근로시간이 긴 사업체의 경우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을 것이다.
1-2) 초기에 초과근로시간이 긴 사업체는 시간이 갈수록 여성 관리직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가설 2]에서는 [가설 1]에서 상정한 장시간 근로 문화의 성별분리 효과가 기
존에 논의된 조직 내의 구조적 측면들을 함께 고려하였을 경우에도 여전히 존
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장시간 근로의 규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과 산업군을 고려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조직 내의 성별 대표성과 산업군은 장시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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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Cha, 2013; 2010; Roos and
McDaniel, 1996; Ferguson, 1984; Davis, 1982; Blau, 1977). 남성 근로자 비율
이 높거나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남성 중심적인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온 산업
군의 경우 과중한 노동시간이 가지는 젠더불평등 유발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설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가지는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직의 구조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초과근무시간의 정도가 여성 관리
직 비율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2] 조직 내 구조적 측면과 장시간 근로 규범의 젠더불평등 유발 및 강화효과
2-1) 여성 근로자 비율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후에도 초과근로시간이 긴 사업
체의 경우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을 것이다.
2-2) 여성 근로자 비율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후에도 초기에 초과근로시간이
긴 사업체는 시간이 갈수록 여성 관리직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

[가설 1]과 [가설 2]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초과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초과근
로시간의 변동을 가정하지 않는 반면, [가설 3]에서는 초과근로시간 역시 시간
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
본다. 특히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아져 조
직의 젠더불평등이 강화되는 정도가 [가설 2]에서 살펴본 기업 내 구조적 특성
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조직 내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이 동
등하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조직에서 젠더불평등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
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장시간 근로 규범으로 대표되는
젠더불평등을 생산하는 조직 원리는 해당 조직이 어떤 산업군에 속하는지, 조
직 내 여성 근로자의 대표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게 형성 또는 발현될 수
있다.
[가설 3] 장시간 근로 규범이 가지는 조직의 젠더불평등 강화에 대한 조직 내 구조
적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3-1) 조직 내 여성의 대표성이 낮거나 제조업 중심의 사업체에서는 시간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아지는 정도가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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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 이하 WPS)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국내 사업체의 전반
적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한다. WPS는 2006년 조사된
2005년도 자료를 시작으로 2년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5, 2007, 2009, 2011, 2013년도에 해당하는 총 5개년도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WPS는 국내에 있는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있
으며, 산업, 기업규모, 지역 등 구체적 속성에 따라 층화 추출한 샘플을 대상으
로 각각의 특성이 모집단의 분포를 반영하도록 가중치를 주어 구성되었다. 구
체적으로, WPS는 현 고용상태 및 관리, 보상과 평가 시스템, 인적자원관리와
작업장 관련 현황 그리고 복지 및 노동조합 등 다양한 하위 문항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5개년도의 패널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1차 패널인
2005년도에는 총 1,905개의 사업체가 조사에 응하였으며, 이후 추적조사의 대
상이 된 1,749개의 사업체 중 2007년에는 1,735개의 사업체가, 2009년에는
1,737개의 사업체가 조사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수집된 패널자료의 경우 표
본대체를 통해 보완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에는 1,779개의 사업체, 마지막
패널인 2013년에는 1,775개의 사업체가 조사에 포함되었다.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조사시점 연도별로 반복 조사된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최소 2개년도 이상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8,180
개의 사례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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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가설 검증을 위한 종속변수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여성 관리직 비율이다. 해
당 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업체패널에서 조사한 기업 내 근로자 현황 관련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중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임원급만을
관리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전체 관리직 비율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었다. 여성 관리직 비율의 시간에 따른 증감을
중심으로 한 가설에 따라 해당 종속변수는 각 패널별로 변화된 값을 가지도록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2005년에 1,486곳, 2007년에 1,685곳, 2009년에
1,694곳, 2013년에 1,549곳의 사업체가 응답하였다. 최소 2개년의 시점이 존재
할 경우 시간에 따른 변화 확인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각 시점별 응답기업
수가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는 주요 독립변수로 기업 내 초과근로시간이 투입되었다. 과업시간
은 정식 업무시간 외에 실시되는 주당 초과근무시간을 응답하도록 조사되었다.
과업시간이 0인 기업은 1차 패널인 200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의 약
17%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기업의 과업시간 분포를 확인하였
을 때 문제가 될 만한 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과업시간에 대한 응답을 각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 1,494곳, 2007년에 1,686곳, 2009년에 1,700곳, 2011
년에 1,736곳, 2013년에 1,541곳의 사업체가 조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한 변수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가장 먼저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군이 통제되었다. 산업군은 사업체패널에서 제공하는 9차
산업분류 코드를 중심으로 21개의 산업군으로 분류한 뒤, 연구 관심에 따라 제
조업, 화학 및 건설업, 서비스업, 통신 및 금융업, 보건 및 교육산업, 농업 및 광
업에 해당하는 총 6개의 상위 사업군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산업군 가운
데에서는 제조업의 비율이 40%가량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업, 통신 및 금융
업, 보건 및 교육산업이 각각 15%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 역시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는데, 같은 산업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상이한 기업구조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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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속형 변수 기술통계
변수명
사례수
time varying variables
여성 관리직 비율
8,147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9.09

14.01

0

100

초과근로시간
8,157
time invarying variables
초과근로시간
1,494

6.27

5.28

0

35

6.17

5.37

0

24

여성 근로자 비율

1,494

28.84

23.89

0

100

복리후생비 (로그)

1,041

6.18

2.15

-9.21

13.20

해당연도

전체

2005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와 500인 이하
의 중간규모 사업체, 그리고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로 구분되었다. 2005년
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작은 규모의 기업은 23인 근로자로 구성되었으
며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은, 1만 3천여 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와
조직 규범 형성 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의 성별분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여성 근로자 비율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었으며 1차 패널인 2005년에 1494곳의 사업체
가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여성의 경력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복지
관련 변수를 투입하였다. 먼저 기업의 복리후생비가 통제되었는데, 복리후생비
의 경우 기업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분포의 편향으로 인해 로그값을 취해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복지투자와 함께 세부적인 지표로서 육아휴직제도의 시행 여부 변수를 투입하
였다. 이는 2005년 당시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한 문항으로서, 비교적 육아휴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적었던 당시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차별성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1차 년도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전
체 기업 중 20%를 차지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정리
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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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범주형 변수 기술통계
변수명

구분

빈도

비율

611

40.9

87

5.82

서비스업

263

17.6

통신 및 금융업

219

14.66

보건 및 교육산업

263

17.6

51

3.41

1,494

100

소기업(50인 미만)

938

62.78

중기업(500인 미만)

266

17.8

제조업
화학 및 건설업
산업군

농업 및 광업
합계

기업규모

대기업(500인 이상)
합계

육아휴직제도
시행 여부

시행
미시행
합계

290

19.41

1,494

100

305

20.41

1,189

79.59

1,494

100

해당연도

2005년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의 (1) 초기 현황(2005년)과 (2) 그 변화
율이 해당 기업의 초과근로시간 및 사업체의 기본 배경적 특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층성장모형
(multilevel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층성장모형은 시계열 자
료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초기 시점의 차이를 비롯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함께 모델링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점 누락된 사례를 포함하더라
도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또한 기업 간 차이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기업 내 변화를 함께 분석
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다. 즉 다층성장모형은 어떠한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초기치가 분석단위별로 다르고, 종속변수가 해당 초기치
로부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 역시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할 때 적용하기
적합하다(Singer & Willett, 2003).
기본적으로 다층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가 다수 포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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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시간성’이 ‘시간의 흐름’ 자체가 종속변수의 값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 고
유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두고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분석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를 조사시점(연도)과 초
과근로시간, 두 가지로 한정하고 여성 근로자 비율, 업종, 규모, 복지 현황 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사업체 고유의 특성으로 규정한 후 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는 응답에 참여한 사업체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종속변수
의 전체 분산 가운데 개체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분산의 양에 비해 개체
간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산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 경우 해당 변수들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
수로 설정하였을 때 해석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동시에 모델의 간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자료의 분석
단위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모형을 나누어 살펴보게 되면, 다층성장모형은 기본
적으로 크게 1수준의 기업 내 모형과 2수준의 기업 간 모형으로 구성된다. 이
때 2수준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종속변수의 절편인 초기치와 시간에 따
라 변화하는 변수의 변화율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evel 1 :            
Level 2 :            
            

위와 같은 다층성장모형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1수준의 분석은 사업체 내에
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독립변수가 가지는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
며 연령이나 연도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변수를 투입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다음으로 2수준의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의 초기치에 해당하는  와 시
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율에 해당하는  을 종속변수로 삼는다. 이 경우
  는 종속변수 초기치의 전체평균을 반영하고   는 종속변수 변화율의 전

체평균을 의미한다.  와  는 투입된 변수를 통해 설명되지 않은 잔차라고
볼 수 있으며 임의효과(random effect)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 아직 설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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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초기치의 분석단위 간 차이를, 후자의 경우 아직 설명되지 않은 변화율의
분석단위 간 차이를 반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한 분
석모형은 아래와 같다.
1) 여성 관리직 비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모형
Level 1 : 여성 관리직 비율          
Level 2 :        초과근로     기업특성     
        초과근로     기업특성     

2) 초과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여성 관리직 비율 변동량의 변화 모형
Level 1 : 여성 관리직 비율           과업    
Level 2 :        초과근로     기업특성     
      
        초과근로     기업특성     

Ⅴ. 분석결과

1. 기초모형
분석에 앞서, 분석단위인 사업체별로 여성 관리직 비율의 초기값과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표 3>의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때 분석에는
최소 2개 조사시점에서 최대 5개 조사시점 모두에 응답한 사업체가 각각의 응
답횟수만큼 분석사례로 포함된 한편, 초기 조사연도(초기값)에 대한 단년도 분
석에서는 각각의 독립된 사업체를 분석단위로 사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평균적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이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다소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통해 관리직 일자리에서의 젠더불평등이 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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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에 따른 여성 관리직 비율의 초기값과 변화율 차이

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사업체 수준에서는 기업의 여
성 관리직 확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임의효과
부분에 따르면 개별 사업체별로 여성 관리직 비율의 초기값과 변화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는
것의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그림 1]과
같은데, [그림 1]은 시각화를 위해 정렬순으로 첫 번째에서 100번째의 기업을
추려 나타낸 결과이다. 한편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초기 패널에서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이었을수록 변화율 자체는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애초에 기업 내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았던 기업은 시간에 따른 여성 관리직 비율의 증가폭이 기업
내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 높지 않았던 기업에 비해서는 작은 것으로 보인다.

2.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여성 관리직 비율 차이
이를 바탕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기업 내 과업시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표 3>의 모형 1은 첫 조사시점인
2005년에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이 2005년의 여성 관리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변화량이 초기값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
행되어야 할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초기의 값이 향후 변화의 정도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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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결정지을 여지가 있으며, 이 같은 초기값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
하고 이를 변화량 분석에서 통제하여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에 대한
고유 효과를 분석해내는 과정은 중요할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이 긴 사업체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업
체와 비교하였을 때 여성 관리직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모형 3을 살펴보면, 초기치인 2005년의 초과근로시간뿐 아니라 동일 연도의 여
성 근로자 비율, 산업군, 규모 역시 2005년 시점의 여성 관리직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기업이 여
성 관리직 비율은 낮았던 것에 비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고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체, 그리고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통신 및 금융업, 보건 및 교육산업 등
에 해당하는 사업체일수록 여성 관리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복지후생비와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는 여성 관리직
비율에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사업체패널자료를 통해 육아휴직제도와 여성 근로자의 상향진출의 비일관적인
관계를 지적한 바 있는 윤명수․부가청(201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기
업에서 실시되는 모성보호제도가 여성 근로자들의 기업 내 유리천장을 해소하
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 초기치와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대한 분석결과

연도
초기치
초과근로시간
여성 근로자 비율

기초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계수(SE)

계수(SE)

계수(SE)

계수(SE)

계수(SE)

1.224***

1.194***

1.431***

1.030***

0.00463

(0.000)

(0.000)

(0.000)

(0.000)

(0.985)

계수(SE)

계수(SE)

계수(SE)

계수(SE)

계수(SE)

-0.392***

-0.360***

-0.098*

-0.095*

(0.000)

(0.000)

(0.029)

(0.045)

0.186***

0.166***

(0.000)

(0.000)

1.219

0.922

(0.213)

(0.372)

제조업 (참조)
화학 및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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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기초모형

모형 1

모형 2

서비스업
통신 및 금융업
보건 및 교육산업
농업 및 광업

모형 3

모형 4

2.122**

1.697*

(0.001)

(0.013)

4.344***

3.787***

(0.000)

(0.000)

7.715***

7.368***

(0.000)

(0.000)

2.631+

2.391

(0.086)

(0.141)

1.658*

1.376+

(0.016)

(0.057)

-0.114

0.066

(0.855)

(0.920)

-0.0309

-0.047

(0.809)

(0.714)

-0.167

-0.461

(0.795)

(0.496)

계수(SE)

계수(SE)

중간규모 (참조)
소규모
대규모
복리후생비 (로그)
육아휴직제도
시간에 따른 변화율
초과근로시간
여성 근로자 비율

계수(SE)

계수(SE)

계수(SE)

-0.0374*

-0.000

(0.015)

(0.982)
0.023***
(0.000)

제조업(참조)
화학 및 건설업

0.292
(0.365)

서비스업

0.384*
(0.060)

통신 및 금융업

0.499*
(0.030)

보건 및 교육산업

0.234
(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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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기초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0.173

농업 및 광업

(0.702)
중간규모(참조)

0.217

소규모

(0.316)
-0.143

대규모

(0.455)
복리후생비(로그)

0.000
(0.855)
0.298

육아휴직제도

(0.139)
임의효과
초기치
변화율

1수준 오차

분산(SE)

분산(SE)

분산(SE)

분산(SE)

분산(SE)

137.07

129.68

126.49

54.285

54.512

(5.031)

(5.064)

(4.771)

(2.686)

(2.686)

4.694

5.119

4.809

2.795

2.523

(0.363)

(0.388)

(0.358)

(0.240)

(0.225)

38.097

34.955

35.283

20.304

20.129

(0.818)

(0.832)

(0.834)

(0.576)

(0.569)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초기 조사시점의 기업특성을 고려한 후 시간에 따른
여성 관리직 비율의 변화 정도 자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모형 2는
기초모형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여성 관리직 비율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동
시에, 그 변동폭은 사업체별로 다르다고 가정하여 개체 간 차이 검증을 시도하
였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을 통해 여성 관리직 비율의 변
동폭에 대한 기업 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
이 긴 사업체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시간에 따른 여성 관리자 증가
폭이 다소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조사시점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여성 관리자 증가폭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초과근로시간 외에 기업의 배경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결과
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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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여성 관리자 증가폭이 다소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과 통신 및 금융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 역시 여성
관리자 증가폭은 다소 작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간에 따른 여성 관리자 비율
의 변동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성 근로자 비율과 산업군의 효과를 고려하
였을 때, 모형 2에서 나타난 초과근로시간의 효과는 상쇄되어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정 부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혹은
그러한 업종이 초과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방증
하는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산업군과 조직 내 여성의 대표성의 차이가 각
사업체별로 초과근로 자체를 더 경험하거나 혹은 덜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
다는 점에서 조직에서 초과근로가 가지는 효과가 상쇄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
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초과근로시간과 기업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다음으로는 초과근로시간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값으로 설정하여 추가적
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표 4>와 같이 시간변수인 조사시점과 초과근
로시간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로 설정되었다. 이는 앞선 분석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도하게 많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를 모형에 포함할
경우, 해당 변수가 가진 개체 내 효과(within effect)와 개체 간 효과(between
effect)가 복잡하게 뒤섞여 도출되는 값에 편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변수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초과근로시간을 함께 고려하는 조
사시점과 같은 시간변수는 모형에 포함될 수 없는 모든 잠재적 시변변수의 대
리변수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설명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 관리자 비율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할 경우, 여성 관리
직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초과근로의 값
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가 개체 내 효과와 개체 간
효과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경우로 중복적인 해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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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과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모형 5
계수

SE

연도

1.049***

(0.078)

초과근로시간

-0.153*

(0.069)

초과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변화율

계수

SE

초기 초과근로시간

-0.001

(0.753)

여성 근로자 비율

0.004***

(0.000)

화학 및 건설업

0.036

(0.607)

서비스업

0.045

(0.327)

통신 및 금융업

0.126*

(0.024)

보건 및 교육산업

0.164*

(0.025)

농업 및 광업

0.025

(0.849)

소규모

0.063

(0.201)

대규모

-0.041

(0.372)

복리후생비 (로그)

-0.007

(0.443)

육아휴직제도

0.0350

(0.428)

제조업 (참조)

중간규모 (참조)

임의효과
초기치

분산

74.34

SE
(3.581)

초과근로시간 변화율

0.000

(0.000)

시간에 따른 변화율

3.042

(0.254)

20.081

(0.571)

1수준 오차

데, 첫째로는 하나의 사업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하면
해당 사업체의 여성 관리직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시간성
을 배제하고 동일한 시점에서 초과근로시간이 긴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
에 비해 여성 관리직 비율이 더 낮다는 해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시
간에 따라 증가하는 초과근로시간이 여성 관리직 비율을 낮추는 개체 내 효과
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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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초과근로시간의 증가가 여성 관리직 비율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
의 사업체 간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는 대체로 앞선 <표 3>의 결과와
유사한데, 변화하지 않은 기업의 고유값으로 설정된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아지는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군에서도, 제조업에 비해 통신 및 금융업과 보
건 및 교육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여성 관
리직 비율이 낮아지는 정도가 완화되었다. 즉 초과근로시간이 시간에 따라 점
차 증가하는 경우에도, 여성적 대표성을 내제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
은 사업체에 비해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아지는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젠더불평등을 조직수준에서 설명하기 위
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주요 설명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지는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여성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근로의 규범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
존의 논의에서 나아가 장시간 근로와 젠더불평등의 관계의 역학을 조직적 수준
에서 고려하고자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젠더불평등은 여성 관리직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특히 조직 내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이 산업군,
여성비 등 조직의 구조적 요소들과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에서 젠더불평등을 강
화시킬 수 있음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높은 초
과근로시간은 여성 관리직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더 나아가 여성 관
리직 비율의 시간에 따른 증가 역시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
직 내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로서 고려한 결과,
시간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할 경우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 내의 장시간 근로가 만
연해질수록 관리직 비율의 성편향성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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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조직의 다른 구조적 특성을 초과근로시간과 함께 고려한 결과, 조직의
특성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이 여성 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
는 여성 근로자가 비교적 많은 기업에서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시간 근로가 조직 내 관리직 일자리의 남성 편향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는 여
성의 대표성이 낮은 기업에서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군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다른 산업군에 비해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서의 초과근로
시간의 증가가 여성 관리직 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의 효과는 산업군과 여성 근로자 비율로 측정된
구조적 요인들을 고려한 후에는 다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의 남성 근로자의 대표성이 높은 기업 혹은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제조업과 같은 산업군에 비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거나 비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서 장시간 근로의 여성 관리직 진출 저해
효과가 완화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앞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성비와 남성 중심적인 산업군의 특성
이 조직 내의 여성 관리직 확대(Ferguson, 1984; Blau, 1977)에 주요한 변인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
향 진출의 한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조절 변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들의 교육수준 신장과 경제활동참여율의 비약적인
증가, 그리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성별고용평등지표수립 등과 같은 고
용시장의 젠더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명
하게 나타나는 관리직 성별격차 문제의 실마리를 노동시간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간 규제정책들과 탄력근무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의 확대는 장시간 노동이 가지는 고용시장의 젠더
불평등 해소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
시간 규제정책은 기업별 특성과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규
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근로가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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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근로시간 규제정책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제의 시도들은 조직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장시간 근로
의 규범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여 장시간 근로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
결하지 못하는 데 맹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남성 성비가 높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조직에서 엄격한 장시간
근로 규제정책 실천이 요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대표성이 낮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가지는 산업군의 경우 장
시간 근로로 인한 여성의 상향진출이 저해되는 효과가 증대되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근로시간 규제정책과 유연화 제도를 확대하는 과
정에서 성별 대표성과 산업군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
의 대표성이 낮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강하게 발현되는 산업군에 근무하
는 소수의 여성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 규제정책의 보호를 받는 데 한계를 경
험하게 되며, 이는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규제정책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적용과
보편적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조직의 특성에 맞는 대책들이 수반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조직 내 근로자들의 생산성 평가와 근로시간의 밀접
한 관계를 해체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행 근로시간 규제정책이 근로자들의 노
동시간을 축소에 기여하고 있음에는 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여
전히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양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평가되는 방식
을 벗어나지 못해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해방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직 내 임금 상정, 인사평가 등 조직 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전반적
인 과정에서 근로시간은 주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곤 한다. 때문에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근로자들은 긴 노동시간
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생산성과 노동시간의 밀
접한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노동시간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
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고용시장의 젠더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장시간 근로가 가지는 허상적 관계를 해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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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상향 진출을 결정짓는 보다 합리적인 도구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장시간 근로가 조직 내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력에 대한 저평가와
상향진출 저해로 이어지는 동시에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충돌로 인하여
스스로의 상향진출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이면에 과중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각
축의 장이 숨겨져 있음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연구는 장시간 근로와 젠더불평등의 관계를 조직 차원에서 살펴보는
탐색적인 시도라는 데 한계를 가진다.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는 개인
적 수준에서 또 가구 단위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이 연구는 조직
수준에서 장시간 근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으며, 국내 고용시장의 젠더불평등을 논의함에 있어 제한적인 변인만을 고려
하고 있다는 데 한계를 가진다. 조직적 수준에서 근로시간과 젠더불평등의 관
계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적 변인들을 고려한 다각적인
시도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시간 근로뿐 아니
라 조직적 수준에서 작용하는 젠더화된 조직 원리들을 밝히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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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work and Organization : The Effect of Overtime Work
on Female Managerial Position in Organizations in Korea
Shin Heeyoun․Han Boyoung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time work and gender
inequality in organiza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ies which put
emphasis on individual level working hours,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extra
working hours at organizational level. In detail, this paper aims to zoom in
the influence of averaged extra working hours within organizations on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This article uses data from Workplace Panel
Survey from 2005 to 2013 and multi-level analysis is used to verify the
hypothesis. It is found that companies with lengthy extra working hours tend
to have lower percentage of female employees in managerial positions and
as time passed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decreased within those
companies. Also,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 declines in companies
where overtime working hours have risen continuously. This effect is
moderated by the number of female employees in companies and strengthened
if a company is engaged in manufacturing busi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iffusion of overtime work in organizations hinders growth of female
managers, and intensifies vertical sex segregation in organizations by excluding
female employees from managerial positions which have stronger power on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insists that overtime work
should be reconsidered in order to overcome gender inequality in organizations
and attempts to de-construct overworking norms within organizations should
be needed for the further studies.
Keywords : overwork, female managerial position, gender inequality, multilevel analysis,
workplace panel survey(W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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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의 중소기업은 경기변동의 충격을 흡수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Nugent and Yhee, 2001) 1990년대 이후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는 반면, 고용비중은 올라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 없
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OECD, 2016a; 이두원, 2014). 정부는
중소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고 지원의 규모와 강도를 확대했지만 중소기
업은 기술력과 자금 및 인력 부족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어 저생산성 문제
가 악화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김태기, 1994). 중소기업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이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강화시키지만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던
국내외의 경험에도 불구하고(Olson, 1971; Dannreuther, 2007; Shimizu, 2013)
한국은 중소기업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지원정책의 개선보다는 ‘9988’
등 중소기업의 수적 비중 때문에 여전히 지원정책의 확대에 치중했다1)(조덕희,
2016).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로 중소기업이 저생산성저임금
의 덫에 갇힐 위험은 더 커졌다. 중소기업 부실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
리고 그 원인이 저생산성에 기인하기 때문에(한국개발연구원, 2003) 기술과 경
제환경의 변화를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비용 우위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중화학공업에
자원투입을 집중하는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에 힘입어 대기업은 고생산성의 벽을
넘었지만 그때와 다른 현재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정부는 생
산성 증대를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자금, 거래관계, 기술, 인력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

1) 중소기업이 사업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라고 해
‘9988’이라고 한다. 미국, 독일, 일본도 사업체의 비중은 99%이지만 고용비중은 각각 50%,
62%, 76%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도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76%로 한국보
다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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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지만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연구는 드물다.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의 악화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의 역할
에 주목하고 지원 확대와 함께 지원정책의 개선에 나서고 있다(OECD, 2009).
생산성은 노동, 자본, 기술, 기업가정신, 정치사회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Syverson, 2011) 한국에서는 자본과 기술의 역할은 지나치게 강조하고 노동이
나 기업가정신 및 정치사회적 환경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자금
이나 연구개발지원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설 정도로 활발하지만 지원정책의 효
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OECD, 2016b).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논문
은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성과와 한
계를 살펴보고 기술혁신과 세계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
책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준과 저생산성의 원인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핵심인 자금지원, 하도급거래개선, 기술혁신지원의 실태를 살펴보며
이러한 지원정책의 장애요인을 인력 측면에서 조사해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찾는다. 지식경제로의 전환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
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현실과 비교한다. 생산성에 대한 연구가 국
가 간 산업 간의 생산성 격차에 치중한 반면,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의 효과
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제가 방대하고 정책에 대한 평과와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기 때문
에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와 원인을 조사
하고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자금, 하도급거래, 기술혁신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과 숙련개발 등 중소기
업의 인적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적자원개
발정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감안해 중소기업지원
시스템의 개선전략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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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저생산성의 원인과 대응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대기업보다 높았다가 1990년대
들어와 역전되었다. 1980년대 후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
연 평균 8.6%인 데 비해 20～99인 중소기업은 12.4%로 더 높았다. 그러나 1990
년대 후반에 역전되어 대기업은 증가율이 20.7%로 급증한 반면, 20～99인 중소
기업은 9.3% 증가에 그쳤다(강동수, 2004).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대기업이 타
격을 받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일시적으로 좁혀졌다가 대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00년대 이후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큰 폭으로
증가해 중소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졌다(김진웅 외, 2012). 2008년 세계금
융위기로 대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어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일시적으로
좁혀졌다가 그 이후 대기업의 생산성이 반등해 격차가 커졌다. 2006～2010년
기준 대기업의 생산성은 중소기업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 서비스중소기업의 비중이 90%로
높아졌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보다 낮아 2004～2012년 서비스
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52.6%)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 간 생산
성 격차보다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가 크고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서비스
업보다 뚜렷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서비스산업보다 제조
업에서 더 벌어졌다. 2006～2011년 기준 서비스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1.81배이지만 제조업에서는 2.22배로 두 배가 넘는다(이근희,
2014).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를 일본과 비교하면 1991년 한국과
일본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50% 정도였는데, 일본은 큰 변화가 없고 한국은
격차가 벌어져 2000년대 중반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Cho, 2008).
1990년대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원인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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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경험한 대로 ICT 투자와 활용 그리고 이를 촉진하
는 조직 및 인적자본혁신 등 무형자산의 차이에 있다(Park and Shin, 2012;
Fukao, 2013; Eicher and Strobel, 2008).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 2000
년대 들어와 제조업과 대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지속한 반면,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도 연구개발투자를 늘렸지만 지속적이지 못했다(주현․조덕희,
2006).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무형자산 등 기술혁신의 기반이 약하고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연구개발을 사업화하는 데 성공한 비율이 낮아(임재윤 외,
201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
기술혁신 요인 이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벌린 요인들이 있
다. 노사관계 불안으로 1990년대 초반 제조업 대기업이 고용은 줄이고 자본투
입을 늘려 중소기업과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김태기, 2016a). 대기업은 외
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을 줄이고 외주와 하도급 비중을 늘리면서
중소기업 중에서 5～9인의 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
비정규직의 증가도 일본에서 경험한 대로(Aoyagi and Ganlli, 2013) 중소기업
의 생산성 증가를 둔화시켰다. 중소기업은 2000～2009년 상용근로자가 35천
명 감소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0천 명 대폭 증가한 데 비해 대기업은 상용
근로자가 156천 명 대폭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은 3천 명 증가에 그쳤다(조덕
희, 2013). 대기업의 부가가치 상승이 아니라 고생산성과 고임금이 실현되도록
분업전략을 추진한 것이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켰다(김주훈,
2012).

2. 중소기업지원 금융정책의 성과와 한계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서 자금부족이 지적된다. 중소기업
은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직접조달하기보다는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담보대출관행 때문에 유
망 중소기업이라도 은행대출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시장실패 때문에 중소기업
의 자금조달을 정부가 지원한다(OECD, 2009). 게다가 한국은 1970년대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하면서 발생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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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도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일조했다. 1980년대 들어와
소득불평등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 금융제
도를 도입했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제123조 제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
호․육성하고, 제5항에 국가는 중소기업 자조조직을 육성하며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강화되었다.
자금 지원은 한국의 중소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자원배분의 효
율성을 저하시켰다. 중소기업의 도산 우려가 커지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획기
적으로 늘리고 그 이후에도 영속적으로 지원해 생산성이 낮은 부실 중소기업이
연명되었다(강동수, 2004). 2009년 제조업과 광업에 제공된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만 봐도 2조 5천억 원의 잠재적 GDP 손실을 끼쳤고 중소기업 생존율은
5.32% 높인 반면, 부가가치를 4.92% 저하시켰다(장우현, 2016). 2012년 금융기
관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이 한국은 70% 이상인데 미국, 영국 등은 20%
내외에 지나지 않으며 중소기업 대출에서 정부의 공적신용보증이 차지하는 비
중이 한국은 15%인데 미국, 영국 등은 5%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남창우, 2014).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적극적이라는 점은 중소
기업의 주된 자금 조달처인 은행의 대출이자율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대출이자율 격차가 2007년 0.76에서 2014년 0.18로 좁혀졌고
OECD 조사대상 37개국의 중간치인 1.52와 비교할 때 매우 작다. 정부의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규모를 GDP와 비교해도 그 비율이 한국은 4.06%로 일본
의 5.68%보다 낮지만 조사대상국의 중간치인 0.18%보다는 매우 높다. 중소기
업에서는 은행 이외의 대체적 자금조달도 많아지는데 이 또한 한국은 적극적이
다. 팩터링(factoring)의 경우 한국은 2007～2003년 11배 이상 증가했는데 조사
대상국 중간치 1.26배에 비해 높다(OECD, 2016b).
지원정책이 자금에 의존하면서 중소기업이 최신 기계 도입에 매달리는 반면,
인적자원개발은 더 소홀하게 만들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중시켰다. 일본은 중
소기업지원 금융이 중소기업의 주된 자금 조달처인 지역은행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었고(Lam and Shin, 2012),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
에 처했지만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중소기업지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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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속하게 개선하지 못해 경기침체를 장기화시켰다(Shimizu, 2013). 대출기
관이나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중
소기업의 기업가적 스킬과 능력,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지원과 연계하고 훈련과
멘터링(mentoring)지원을 강화하며(OECD, 2015c), 중소기업이 인적자본을 개
발하고 축적하도록 자금지원은 평가지표를 매출액, 고용 등 양적 지표보다 영
업이익, 생산성 등 질적 지표로 바꾸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을 개
선해야 한다(장우현, 2016).

3. 하도급중소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자금조달과 이에 따른 자본장비율의 차이에
도 있지만 거래관계와 교섭력 차이에도 원인이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과 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데 하
도급거래 등 비자금적 요인의 중요성이 크다. 고도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중요
축으로 하도급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2000년 중소기업의 3분의 2가 하도급
거래를 했는데 기술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비중이 감소해 2분의 1 이하로 줄
었다.2) 그러나 세계화로 대기업의 해외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하도급거래는 크게 줄고 중소기업끼리의 하도급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도급이 다층화되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하도급이 국제화되면서 하도급
거래정책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하도급거래를 통해 대기업은 경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중소기업도 안정적인 수요확보와 마케팅 등의 비용절감과 정보와 기술
의 공유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중소기업은 거래에 특화된 혁신에
치중하고 일반 기업보다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이 저조하며 마케팅
혁신에서 뒤지며 환경변화에 대응이 늦어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Lee et al.,
2010). 하도급중소기업이 생산성을 증가시켜도 이익의 일부를 단가 인하 등으
로 대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의 인센티브가 작아진다. 이러한 문
2) 제조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비율이 1981년 36.7%에서 2000년 66.4%로 증가했다가
2007년 46.6%로 감소했고(조덕희, 2009)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1998
년 33%에서 2001년 22.8%로 급감했다(주현․조덕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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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의 이익을 본다.
하도급 의존도가 낮은 EU3)와 비교하면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년도
생산성 격차는 금년도의 중소기업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생산성 변화가 공조하고 있다(Chung, 2008).
하도급거래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얻는 이익은 비대칭적이다. 대기업
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줌으로써 얻는 생산성 증대효과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을 받음으로써 얻는 생산성 증대효과보다 2.7배 크다(김진웅 외, 2012). 하도급
거래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로 나타나 하도급의
존도와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높은 상관관계(0.68)를 가지며 하도급의존
도가 높을수록 임금격차가 커진다(김태기, 2004). 일본에서도 하도급거래는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세계화와 ICT 그리고 버블경제 붕괴와 대기업의 해외진출로 1990년대 중반 이
후 감소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기술력 제고, 수익성 개선에 장애
가 되는 관행으로 평가되고 있다(Kimura, 2001).
기술혁신이 성장을 주도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중소기업도 새로운 대응책을
찾고 있다. 유럽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영전략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협력에 나서며, 수출을 하거나, 국내외 대기업은 물론 다른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다면적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다(EIM, 2009). 한국의 중소기업
대응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지만4) 수직적인 하도급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거나(정재헌․홍장표, 2015)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
은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1차 하도급중소기업의 수
는 줄어 대형화․전문화되지만 하도급구조가 다층화되어 외주가공비 비중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주현․조덕희, 2006). 중
3) EU는 중소기업 중 17%가 하도급거래를 하며(15개국 평균) 54%는 하도급을 받으면서 하
도급을 준다. 하도급기업은 건설업이 36%로 가장 높고, 수송통신이 30%인 반면, 제조업은
16%로 낮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액 중에서 하도급을 통한 생산비중은 EU-27개국 평균
7.3%이다. EU 신규가입 동유럽 국가는 하도급이 증가한다. 서유럽 기존 국가는 감소하나
해외하도급거래가 증가한다. EU 중소기업의 7%는 국제하도급거래를 한다(EIM, 2009).
4) 일본도 대기업에 전속되는 폐쇄적인 하도급은 줄고 중소기업이 대학과 협력하면서 독자적
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
에 하도급을 주는 경향도 커지는데 고성과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진다(Kimur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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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중앙회의 2014년 하도급 실태조사를 보면 하도급단계가 내려갈수록 제
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커지고(1차 협력업체 3.4%, 2차 7.3%, 3차 9.4%)
하도급계약서의 작성비율은 낮아진다. 하도급의 다층화는 단가 인하나 비용의
연쇄적 전가로 중소기업의 저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그리고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중소기업은 직접 수출보다는 간접 수출로 참여할 가능
성이 커지만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일수록 개방형 혁신이 활발하다
(OECD, 2015b). 한국의 하도급 제조중소기업도 수출을 통해 자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전자, 기계, 화학부문의 경우 하도급중소기업 중에서
30%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수출의 성과는 기술과 경영역량뿐 아니라 하
도급을 준 대기업과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도급중소기업의 수출에서
협력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기업 퇴직 근로자의 하도급중소기업 취업 등
대․중소기업의 고용관계 협력이 하도급중소기업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Kim and Hemmert, 2016).
서비스중소기업에서는 하도급이 외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도급이
제조중소기업에서는 생산의 일부를 하도급중소기업에게 넘기는 기능적 분업이
많지만 서비스중소기업은 하도급을 주는 기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의 일부
를 고정적으로 넘기는 외주가 많다.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 하도급
실태조사에 의하면 하도급서비스기업의 비율은 56%로 제조업보다 낮지만 하
도급거래조건은 서비스기업이 더 열악하다. 사내하도급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
으로 2004년 노동부가 사내하도급조사를 했는데 36.4%의 사업체가 사내하도
급을 활용하고 있다(조성재, 2011). 제조대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서비스의 아
웃소싱을 확대하면서 외주 서비스중소기업이 제조업의 인력을 흡수하게 되어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Ok, 2015).
외주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대되어 아웃소싱의 시대
에 놓이게 되었다(Grossman and Helpman, 2005). 기업이 핵심 업무는 제외하
고 제품설계부터 조립까지, 연구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배송과 사후관리 등 최
대한 아웃소싱을 늘리면서 아웃소싱을 주는 기업이나 고숙련 근로자는 생산성
을 높이지만 서비스의 가격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에 대해 하도급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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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저숙련 근로자는 저생산성저임금의 세계에 살게 된다. 하도급의 다층
화와 아웃소싱의 글로벌화는 비정규직 증가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소득불평
등을 야기하고 있다. 하도급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규제완화보다는
불공정한 외주를 막는 공정경쟁정책과 노동정책이 중요하며(Ok, 2015) 사내
하도급에 관한 법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조성재, 2011). 하도급 활용이 적은
미국에서는 하도급 노동시장(subcontracted labor market), 갈라진 일터(fissured
workplace)의 우려가 제기되고, 동유럽국가와 경제통합으로 확대된 EU는 하도
급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의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 모두가 이익을 보기 때문
에 유지되지만 거래이익의 차이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하도급갈등의
주된 문제는 단가인데 하도급을 주는 기업은 우세한 지위를 이용해 단가를 인
하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려고 한다. 정부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법제도를 강화해왔고 하도급거래로
파생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정규직과 하도급노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왔다. 정부는 부당한 단가인하 금지나 계약서 작성 등 하도급거래의 공
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세한 규정까지 만들고(최정표, 2012) 사내하도급 근로
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하
청 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하며 수급사업주를 교체하는 경우 원사업주가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펴왔다.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중소기업지원시스템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하도급거래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원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 그리고 하도급 기업과 원료공급자의 거래관
계 등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제도의 강화만으로 공정성을 제고
하기 어렵다(최정표, 2012).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공유나 성과
공유 등 동반성장정책도 원가나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가 납품단가 인하나 기술
탈취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 때문에 실효성이 낮아 제도적인 개선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높이도록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이수일․이호준,
2012). 또한 하도급의 다층화와 아웃소싱의 글로벌화 추세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숙련 인력개발을 통한 하도급 중소기업의 전문 중소기업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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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대기업과 거래관계에서 지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변
수이고 지식경제로 전환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 커진다. 놀랍게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기술혁신에 더 적극적인데 2011년 기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중소기업은 3.4%로 대기업(2.4%)보다 높다(김진웅 외, 2012). 기
업 전체의 연구개발비에서 중소기업(25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한
국이 24.3%로 미국(14.9%), 독일(11.0%), 일본(4.4%)보다 높다. 정부의 연구개
발지원도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정부의 연구개발지원비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
율은 2011년 한국이 51.6%로 독일(31.5%), 미국(11.4%), 일본(7.6%)보다 높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액 중에서 정부조달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은
12.9%로 독일(13.9%)보다는 낮지만 미국(8.2%), 일본(1.8%)보다 높다(임재윤
외, 2014).
그러나 연구개발투자확대의 성과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의 중소기
업 기술개발 성공률은 89～93%로, 미국(82%), 독일 (76%)에 비해 낮지는 않지
만 사업화 성공률은 한국이 46%로 미국(25～61%), 독일(76%)보다 낮다. 그 이
유는 중소기업이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경영역량과 마케팅 등 전문인력이 부족
하며(임재윤 외, 20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제조업 부문 기술혁신 조사에서
도 인력부족이 기술혁신의 주된 걸림돌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Lee et al., 2010).
EU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2002년 1.9%에서
2010년 3.0%로 증가했지만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했는 데 그 이유는 연구개발
투자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중소기업은 기
술혁신뿐 아니라 비기술적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했으며 기술혁신의 강
조가 정형화된 R&D 투자 확대에 집중된 반면, 지식의 전파나 숙련 개발에 소
홀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활용하지 못한 데 있다(OECD, 2010).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성과는 연구개발투자가 좌우한다(김기완, 2012). 한국
은 기술혁신 활동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2005년 혁신활동을 하는 기업의 비율
은 평균 49.2%인데 서비스산업은 19.7%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
에 서비스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2000년 1.56%에서 2008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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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했고 정부도 서비스산업 기술혁신 지원을 늘려 2008년 전체 연구개발
지원예산의 2.5%를 서비스산업에 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여전히 저조하다. 2008년 서비스사업체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
행하는 비율은 5%에 지나지 않고,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서비스업
의 비중은 1% 수준, 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3.1%
에 지나지 않는다. 2004년 민간 연구개발투자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한국이
6.9%로 OECD 평균(23.77%)에 비해 매우 낮고(장병열 외, 2009) 다른 나라와
의 격차가 벌어져 서비스업의 연구개발투자는 2009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
하위권에 속한다(김기완, 2012).
2006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비스부문 기술혁신조사에 의하면 지식집약적
인 IT서비스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하다. 서비스중소기
업만 놓고 보면 기술혁신보다는 기술모방의 사업화에 치우쳐 있고 수출을 하는
비중이 낮으며 지식집약적인 사업체의 비율이 낮다. 연구개발투자규모가 작지
만 연구개발과 영업이익은 양(+)의 관계를 보이며 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IT투
자가 많고, 수출이나 외국인투자로 네트워크효과를 보는 사업체일수록 연구개
발 성과가 높고 보상체계 강화는 혁신을 촉진한다(최성호, 2011). 서비스중소기
업에서 개방형 혁신의 가능성은 제조업에도 나타나는데 2005년과 2008년 과학
기술정책연구원 제조업부문 기술혁신조사는 제조업에서 개방형 혁신은 유효하
며 정보탐색활동의 범위가 넓을수록 자체 연구투자가 활발할수록 개방형 혁신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김기완, 2012).
개방형 혁신은 정보탐색 비용을 줄이고 직업훈련, 연구개발, 마케팅 등 외부
의 자원을 모아서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며(Gilson et
al., 2008) 클러스터(cluster)는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OECD, 2000).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은 무형자산의 부족으로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중소기업은 개방형 혁신을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독립적인
중소기업도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정보탐색 비용과 외부자원과의
협력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매개자가 없으면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
(Lee et al., 2010). 혁신형 중소기업정책도 무형자산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치
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 중소기업지원보다 효과가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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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고용증가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반면
혁신인증과 관계없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1% 증가하면 고용이 2% 증가한
다(이병헌, 2009). 이것은 혁신인증제의 평가지표가 기술우위의 판단에 치우치
고 인적자원관리 비중이 10%도 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창출을 기대하는 벤처기업 인증제도도 비슷
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5)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있는데
인증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유, 연구개발투자 비율 충족 등 정형화된 기술
혁신활동에 치우친 반면, 인력의 확보와 보상 등 인적자원관리의 비중은 낮다.
기술적 요인을 강조하고 비기술적 요인과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벤처
중소기업정책이 성공할 확률은 낮아진다. 혁신형 중소기업정책도 마찬가지이
지만 기술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력을 과대평가
할 수 있다.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기술통계조사에 의하면 첨단기술 중소기업
비율은 32.0%나 되고, 중간기술 비율은 34.5%, 범용기술 비율은 33.5%로 나타
났다(김선우․홍성민, 2012).
반면 EU 국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 실태를 보면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비율은 1～3%에 지나지 않고 선도기술활용 비율도 10～15%, 기술추격 비율은
80～85%나 된다. OECD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중소기업에서 일자
리를 창출하는 고성장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8%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
은 2002～2008년 사이에 6%의 고성장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절반을 창출했
다. 59개국을 대상으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가 조사한 결과, 벤처
기업을 포함한 신생기업 중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의 비중은 6.5%에 지나
지 않는다(OECD, 2010). 이러한 차이는 벤처중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
증제도는 지원의 실질적 성과보다는 지원정책의 편의를 중시하는 정부주도형
기술혁신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정책은 시장과 기술환경 변화는 물론 대기업과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
는데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비율은 2011년 기준 17.7%로 미국(55.1%)의 3분
5) 미국은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50% 정도로 한국보다 낮지만 일자리창출은 중소기업 특히
창업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이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Adam and Ph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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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 수준이며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28%)이나 일본(32%)은 물론 중국
(19.3%)보다 낮다(장병열, 2015).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제품혁신보다는
공정혁신을 중시하며, 과학이 주도하고 전담 연구인력이 요구되는 첨단적 혁신
보다 기술의 개선과 숙련인력이 주도하는 점진적 혁신에 치중하고(Jensen et
al., 2007), 공식적인 혁신보다 비공식적인 혁신이 활발하고 비공식적인 혁신에
서도 디자인 혁신이 중요하며 디자인 혁신은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얻는
지식에서 나온다.

Ⅲ.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1.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방향
지식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혁신이고
중소기업의 혁신은 숙련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기술혁신뿐 아니라 비기술적
혁신도 조직이나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의 역할이 크므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특성을 살려야 한다(OECD, 2015a).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유연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기
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인적자본의 혁신이 필요하
다(OECD, 2010). 1994～2003년 고성장 중소기업을 분석하면 업체별로는 인적
자원 고도화가 매우 중요하고 개별 업체 수준을 넘어 산업별 연구개발의 외부
효과가 크다(안상훈, 2005). 200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분석
하면 기업의 기술혁신은 인적자원관리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노동조합변수
는 부(-)의 관계를 보인다(김동배 외, 2008). 혁신형 중소기업의 전체 인력 부족
율은 높지 않지만 연구직과 기술직 등 전문인력의 부족률이 높은 데 비해 혁신
형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자금지원에 치중하고 인적자원개발은 소홀하다(최희선
외, 2011).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은 조직 및 인적자본 혁신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유형자산 투자보다 많은데 한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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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높은 수준이지만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OECD, 2011). 한국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지원정책은 있지만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정책은 없다.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해 가장 관
심 있는 정보는 인적자원관리인데(조진환, 2011) 인적자원개발의 당사자인 중
소기업은 인재육성에 소극적이다. 고용노동부의 2011년 기업훈련실태조사를
보면 근로자 1인당 훈련비용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59천 원으로 300인 이
상 대기업(422천 원)의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제
조중소기업은 98%의 기업이 느끼는 반면, 서비스중소기업은 12%에 지나지 않
는데, 제조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불확실하고 종업원의 높은
이직 등으로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백필규, 2013).
이직은 개별 중소기업은 물론 인적자본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에도 손실이다. 그러나 혁신기업부문에서는 이직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U-12개국의 근로자 이동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는 근로자의 이동이 지식의 이전을 수반해 경제전체에 지식을 파급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특히 고기술산업으로부터의 이동은 효과가 크다(Pöschl and Foster,
2013). 기업의 혁신과 종업원의 이동에 대한 네덜란드의 실증분석 결과는 혁신
기업으로부터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동과 혁신기업으로 입직하는 근로자의 이
동 모두 혁신에 도움이 되며 그 효과는 혁신기업으로의 입직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또한 혁신기업으로의 이동에 따른 이익은 종업원이 떠남으로
써 입는 기업의 손실을 상쇄하며 종업원이 떠난 기업도 직장을 떠난 종업원이
이전 직장의 동료와 접촉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혁신에 정(+)의 피드백을 하
는 사회적 네트워크효과(social network effects)가 발생한다(Ksiaser et al., 2011).
숙련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며 직업교육훈련
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변화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이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직업교육훈련은 투자
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통계와 사람에 대한 직무기능은 더 요구되는 반
면, 사물에 대한 직무기능은 덜 요구되어 육체적 숙련이나 감각적 숙련에 비해
원리나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숙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숙련수익률의 변화를 보면 2000～2012년까지 인지적 숙련의 수익률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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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증가한 반면, 감각적 숙련과 육체적 숙련의 수익률은 감소했다. 숙련을 통
제하지 않았을 때 교육의 수익률은 평균 10%였으나 숙련요인을 통제하면 평균
6%로 줄어들어 교육이 근로자의 숙련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낮고 학력이 숙련
수준에 대한 신호기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장혜원․김혜원, 2014).
기업은 인지적 숙련에 대한 수요 증가를 내부에서 충족했고 육체적 숙련이나
감각적 숙련은 아웃소싱 등을 통해서 수요를 충족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종과 숙
련 분포가 변화해왔다. 1990년대 이후 기능직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기술기
능직은 증가했다. 기능직은 1990년대 사무관리직으로 대체되고 2000년대에는
단순노무직으로 대체되었다. 2000년대 이후 상위 숙련직은 전반적으로 증가하
고 하위 숙련직은 감소해 숙련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에서는
하위 숙련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여성의 기능인력도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서비스부문에서는 증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인력 중에서 기
술적 이해도가 높고 인지적 숙련을 가진 핵심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기능
인력을 고교나 전문대 출신자에 한정하지 말고 대학 출신자도 핵심기능인력으
로 양성해야 한다(황수경, 2007).
세계경제포럼이 측정한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를 보면 2015년
기준 순위에서 일본은 124개국 중에서 5위인데 한국은 30위로 뒤처져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24개국 중에서 1위로 가장 높지만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가 낮고 숙련근로자가 부족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저조
한 데 있다. 교육의 숙련개발에 대한 기여도는 더 낮아 고숙련자의 고용 비율이
21.7%로 124개국 중에서 61위에 지나지 않으며 숙련근로자 확보의 용이성은
더 떨어져 73위로 하위권에 가깝다(World Economic Forum, 2015).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이 2015년 실시한 국가숙련전망조사를 보면 숙련인력 부족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서 심각하고 직종별로는 판매, 관리, 전문가에서 심각하며 하
도급중소기업에 대한 원수급기업의 지원은 기술력향상지원에 치우치고 종업원
에 대한 숙련향상지원은 미미하다(양정승 외, 2015).
유럽의 경험을 보면 중소기업은 공식적 훈련보다 비공식적 훈련이 숙련개발
에 더 효과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며 고숙련 인
력에 대한 훈련은 기술습득이나 경영역량 강화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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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이 종업원훈련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정부의 규제나 인센
티브가 아니라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서 작동하는 시장의 힘에 있다(OECD,
2013). 한국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보면 2010년 재직 근
로자의 참여율은 평균 31%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10%포인트 높고 10～29
인 중소기업은 28.9%로 300인 이상 대기업(58.3%)의 2분의 1 정도이다. 또한
공식적 훈련에 집중되어 2011년 예산에서 사업주지원이 75%이고 근로자지원
은 25%이며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지원, 훈련컨
소시엄지원, 학습조직화지원,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등 특화사업예산 비중은
15%에 지나지 않아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훈련지원이 빈약하다(이승렬, 2011).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은 비공식적 훈련의 역할이 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동
기부여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생산성이 급증한 이
유는 ICT투자와 기업의 조직과 숙련을 포함한 인적자본 혁신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차이에 있었고 이것은 주식공유제,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로 특
징 지어지는 공유자본주의 보상제도에 의해서 촉진되었다(김태기, 2016b). 한
국은 ICT정책을 일찍이 도입했지만 ICT효과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집중
되었고 ICT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적자본 혁신 등 무형자산에 대
한 투자가 적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졌다(Jung et al., 2013).
일본도 ICT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로 노사 모두 ICT에 대한 인식이 낮아 노
동투입을 줄이는 수단으로 보고 무형 자산에 대해 투자가 작았고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직 고용이 늘지만 교육훈련을 하지 못한데 있다(Fukao, 2010).
기술개발을 뒷받침하는 힘도 보상제도에 있다. 1988～1998년 미국의 혁신기
업은 기업의 성과를 무형자산의 주체인 종업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 액수가 크
고 현금지급에 의한 단기보상보다는 스톡옵션 등 장기보상에 중점을 두는 특징
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의 총급여 중 장기 인센티브 비율은 50% 급
증했고 금액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보상제도 혁신은 서비스업에서 두
드러졌다(Lerner and Wulf, 2007). 서비스기업은 제조기업에 비해 ICT활용과
소프트웨어와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의 축적을 촉진하고 지식의 이전과 전파에
필요한 네트워크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 보상제도의 뒷받침이 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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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Uppenberg and Strauss, 2010). 일본의 서비스기업도 영업비밀의 보호 등 비
공식적 혁신의 성과보호가 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Morikawa, 2014)
독일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한다(Yanisky-Ravid, 2013).
글로벌 가치사슬로 외주와 오프쇼링(off-shoring)이 무역질서로 자리 잡으면
서 근로자의 숙련이 생산성 결정에 있어 핵심 변수가 된다(Tüzeman and Willis,
2013). 선진국은 고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특화되고 저소득 국가는
저 숙련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특화되며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경제국은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자본집약적인 업무에 특화되었다. 생산의 국제화로 대기
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했다(안상훈 외, 2013). 한
국은 1995～2009년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감소했지만 글로벌 부가가
치 창출의 기여율은 중국효과에 힘입어 1995년 5.9%에서 2011년 8.0%로 증가
했고 자본과 고숙련의 몫은 각각 9.3%, 8.0% 증가한 반면, 저숙련 노동의 몫은
-11.6%로 감소해 고숙련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저숙련 노동수요는 감소함으로
써 숙련 수준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혜택이 크게 달랐다(Timmer et al.,
2014).
세계무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라 확대되고 ICT에 의해 촉진되면서 중소
기업도 국제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OECD, 2008). 그러나 하도급거
래의 국제화와 오프쇼링은 저임금 지역으로의 사업이전을 수반해 반대의 결과
에 직면할 위험도 커진다. 숙련인력이나 전문인력의 확보에 따라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소기업의 위상은 달라진다. 미국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투자로 다국
화 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갔고(Khachaturian, 2012) 일본은 중소기업이 오프셔
링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졌고(Todo, 2013), 독일은 수출중소기업의 현지화가
생산성을 높였다(Böttcher, 2013).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기여율이 증가
했지만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이 다르며(윤우진, 2014) 중소기업의
혁신은 기업규모 다음으로 수출액이 중요하나 숙련노동의 부족이 크면 혁신의
확률은 낮아진다(정우수․김승건, 2015).
기술혁신과 세계화가 숙련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소기업가와 근로
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기술혁신에 대해 노동조합이 소극적인
인식을 보이는데(김동배 외, 2008) 중소기업이 해외고객 및 파트너 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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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나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사슬에서 등장하는 틈새시장을 발견하고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숙련인력을 양성하면 고생
산성고임금을 실현할 수 있다(OECD, 2008).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 엔지니어
링,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도하고 이런 분야로 나
아가는 데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문
직종과 혁신적인 생산물을 만드는 분야에서 고용을 유발하지만 상시적 일자리
의 감소와 전문인력의 해외로부터의 도입 증가로 나타난다(Marcolin et al.,
2016).

2.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확립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이 일자리와 숙련의 양극화 문제를 악
화시킴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연계가 미약하다.
한국은 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계의 미약한 연계,
직업교육훈련의 질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이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Kis
and Park, 2012).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대응이 미약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인적자
원개발을 정부가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은 학문중심주의에 빠져 있고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공급에 치우쳐 있으며 중소기업정책은 자금지원에 주력하
는 데 있다.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부처가 분산된 반면,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된다.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인력난의 양
적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인력확보지원 사업을 벌여 그 숫자가 100개를
넘을 정도로 많지만 인력난의 질적 문제해결은 소홀하다.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중소기업지원사업의 구
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사업의 구조와 특징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비교하는 데 조심해야 하지만, 한국과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을 보면
2011년의 경우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이 72.2%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 인력지원이 11.1%, 대외무역지원이 8.3%, 자금지원은 5.8%이다.6)

6) 독일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하는 독일재건은행이 조달한 자금(224
억 유로)에 대한 이자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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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중소기업지원 예산의 규모가 독일에 비해 월등하게 많고 사업의
구성 비중은 자금지원이 54.6%로 가장 많고 기술지원이 16.4%, 인력지원이
6.1%, 수출판로지원이 1.5%다(공영일, 2013). 한국은 독일과 비교해 중소기업
의 생산성 제고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부족과 생
존을 지원하는 데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시장임금보다 낮게 중소기업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지원책이지만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한 효과
가 지속되기 어렵다. 중소기업지원 자금제도처럼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도 도
덕적 해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정부의 인력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종업원의 숙련개발에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 인력지원사업도 중소기업이 일자
리의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개발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내재해야 한다.
기술혁신과 세계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지만 노동력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실현되기 어렵고 고용을 창출하더라도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며 일자리의 질을
낮춘다(Litwin and Phan, 2013). 중소기업이 인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선발,
교육훈련, 종업원참여, 보상제도 등 고성과 작업관행 등으로 인적자원의 가치
를 높이지 못하면 인력유지가 어렵다(조진환, 2011).
중소기업 인력양성지원 사업은 비용은 많이 들고 인력의 유지와 생산성 제고
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고비용저효율의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2011～2013년
예산 10억 원당 고용유발인원이 평균 19.5명으로 1명을 취업시키는 데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취업률은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훈련을 받고
취업한 다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참여자 비율은 3명 중 1명 정도로 낮은
데 이 비율은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유지율과 차이가 없다(윤혜준 외,
2013). 한국의 경우 산업현장에서의 훈련은 해당 직종에서 요구되는 숙련이 아
닌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을 배우는 데 치우치고 실습을 받는 직업훈련
생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Kuczera et al., 2009). 중소기업
의 외국인력 도입 지원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하는 사업체의 국내 청년층 근로자를 줄이는 반면, 고령자는 늘리고 저숙련 국
내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떨어뜨리며 고용유지에도 크지는 않지만 효과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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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이규용 외, 2011).
개방형 혁신과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는 종업원의 숙련개발을 촉진하지만
(OECD, 2000) 한국의 중소기업은 활용이 미약하다. 대․중소기업 간의 훈련격
차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숙련부족 해결을 위한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사업
과 숙련개발을 위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을 보면 국가인적자원컨소
시엄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숙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만 미흡하고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는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중소기업끼리의 컨소시엄이나 대
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소, 지자체의 참여는 미미하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
의체는 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 중심으로 접근하고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보다
역할이 작으며 직무표준 및 자격기준 개발이나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된다(이규용 외, 2014).
한국은 질 높은 고용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
야 한다(OECD, 2014). 중소기업은 지역적 기반이 장점이고 지역의 고용창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과 산업별 인적자
원개발협의체사업은 지역노동시장정책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노동
시장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큰 데 비해 실제 활동은 미약하며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에 기능이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센터와 지자체의 일자리센터가
모두 취업 계층의 취업지원업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고 갈
등이 발생한다. 반면 독일은 지역고용정책을 교육훈련정책, 복지정책, 산업정책
과 연계하고 프랑스는 직업교육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윤윤규 외, 2014).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종업원의 숙련을 제고하는 데 고성과 작업관행이 중
요하며7) 중소기업의 가족경영은 고성과 작업관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Pittino
et al., 2016). 한국은 일터혁신정책으로 고성과 작업관행을 도입․정착시키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성과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 역할이 기대되지만 담당 기관의
변경 등으로 위상이 저하되었다(장홍근, 2013). 고성과 작업관행은 미국의 생산
성 증가에 기여한 것이 확인되면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은 고성
7) 고성과 작업관행은 여러 가지 관행을 조합할 때 효과가 크며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40% 생산성을 증대시킨다(Tamk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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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작업관행의 촉진을 위해 한국의 일터혁신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혁신적 노동
발전(Innovative Arbeitsgestaltung)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기술
혁신과 세계화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 지식경영, 기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박명준, 2013).
기업의 임금정책은 근로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생산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근로자의 50% 정도가 공
유자본주의 보상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프랑스는 종업원이 50인 이상 기업에 대
해 이윤공유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김태기, 2016b). 한국은 성과배분제도
와 우리사주제를 도입했지만 제도의 문제와 노사 당사자의 인식문제로 활용도
가 낮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에 의하면 2013년 성과배분제도
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평균 11.5%이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율이
낮다. 우리사주제는 상장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중소기업의 활용은 미미하
다(김동배, 2014). 2005년 노동부의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에서 100～
299인 중소기업의 57%가 성과배분제도 도입계획이 없지만 2004년 한국노동연
구원의 보상체계에 대한 근로자의식조사는 성과배분제도를 수용하겠다는 비율
이 62%로 높다. 2006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혁신에 실태
조사를 보면 성과배분제가 성과목표의 기준설정 등 제도화 수준이 낮아 경영성
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백필규, 2006). 미국이나 유럽도 공유자본주의를 오
래전에 도입했지만 확산되지 못했다가 기술혁신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영
향을 미친 1990년대 이후 활발해졌는데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
부의 적극적 세제지원 등이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도 공유자본주의의 확
산을 기대할 수 있다(김태기, 2016b).

3.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규모나 강도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작지 않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조직의 유연성이나 의사결
정의 신속성 등 중소기업이 가진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을 성장시키고 혁신을 이끄는 지식의 활용에 대한 기업가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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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적인데(OECD, 2000) 중소기업지원정책은 기업가정신의 제고를 유인하
지 못했다. 한국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실업
을 흡수하는 등 사회정책적인 기능에서 출발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해 경제혁신의 동력을 만들도록 개선되지
못하면 소득격차 축소와 중산층 육성 등 기존의 사회정책적인 기능도 수행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과 지원정책의 연
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정책은 중소기업 보호에, 금융정
책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기술정책은 공식적인 연구개발에, 공정거래정책은
하도급거래 규제에, 교육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은 인력공급 확대에 매달려 인적
자원개발은 소홀했으며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책과 담당 부처가 중복되어 지원
의 시너지를 높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이 겹치고(윤혜준 외, 2013) 지원대상인 중소기업 스스로도 중소
기업지원정책의 연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그 방법으로 정책자금 개
선(77%), 조세지원(56%) R&D지원(24%)을 들고 있다(백필규, 2013).
한국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시장과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
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그 수가 많고 다양한데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중
소기업지원정책을 주도하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경제의 서비스화와 제
조업의 서비스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방형 혁신이 확산되고 비기술적 혁신과 비공식 훈련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지원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공식적인 연구개발과 공식적인 훈
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OECD(2013)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훈련정책은 비공식적 훈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원하
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훈련 그 자체보다는 훈련기관이 정보 부족이나 동
기유발의 부족 때문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도록 기반
을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전략적으로 추진해 지원의 목적과 방법을 지원대상과
일치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은 소수의 고생산성기업과 다수의 저생산성기업이
분포하는데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해 평균적인 기업에 초점을 맞추면 고생산성

118

 노동정책연구․2016년 제16권 제4호

기업과 저생산성기업 모두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져 Savage(2012)의 평균의 결
함(flaw of average)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일반적인 인력지원정
책이 아닌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김선우․홍성민, 2012). 중소기
업의 다양성뿐 아니라 가족경영 및 사업주중심의 의사결정과 네트워크효과 등
을 고려해 생산성 증대에 성공한 선도기업의 사례 공유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 없이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우며 고용문제와 소
득불평등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생산성 제고로 목표를 전환하고 지원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혁해야 한
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성과를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지원정책에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종업원의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기능이 내재화되
도록 만들며 중소기업지원정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식경제로의 전
환과 개방형 혁신의 이점을 중소기업이 살릴 수 있도록 개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줄이고 숙련인력 양성과 숙련 고도화를 위한 기반투자를 늘려 생산성
제고의 장애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정책이 고비용저효율구조에서 탈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인적자원개발에
성과를 내면 보상하고 중소기업은 종업원이 인적자본축적에 성과를 내면 보상
하는 연쇄적인 유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이 논의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의 확립 방안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정책 관행에 비
추어보면 쉬운 일은 아니다. 중소기업지원은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데 이 또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개혁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다. 관행화되다
시피 한 자금 중심의 지원과 고용의 양에 치중한 인력지원정책이 가지는 한계
와 부작용을 일반국민들은 잘 모른다. 중소기업의 저생산성과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도 인식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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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이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리도록 개편하는 것이 일자리 악화와 중산층 축소문제의
해법이라는 점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편은 정부의 권한은 줄이고 수요
자인 중소기업의 니즈를 강화하는 대신 정부의 업무조정 및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의 방법론과 생산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
하다. 중소기업은 약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국민들 사이의
공감대가 확고하지만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경제민주화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설득
력이 있어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법론으로서는 한계가 있
다. 대기업과 직접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은 줄고 중소기업 간의 하도
급거래가 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소기업의 지위가 저하되는 문제를 경제
민주화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을 실질적으
로 보호․육성하는 방법은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데 있으며
이는 숙련인력의 양성과 숙련의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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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w Productivity of SMEs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Kim Taigi
This paper studies the causes of low productivity of Korean SMEs and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SMEs policies includ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financing
assistance so muc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trengthened the fair trade
of subcontracting and expanded innovation assistance, which have contributed
to sustaining SMEs in the economy but failed to raise their productivity
commonly due to the shortage of skilled labor.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for SMEs have focused on assisting to secure workers
instead of to develop employees’ skill and utilize incentive mechanism. It
suggests the Korean SMEs policies need to be transformed so as to target
raising productivity, raise synergy effects by coordinating related policies and
to reflect the features of SMEs management to take advantage of knowledge
economy and global value chains as well as to resolve the problem of high
cost-low efficiency in SMEs policies.
Keywords : SME Policies, high cost-low efficiency, labor productivity, SME labor
marke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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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노사관계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전
통적인 주제이며,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함께 한 국가나 산업 등의 미래 노사관
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 20여 년
간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하락 또는 정체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주요 국가들
과도 유사한 점을 보인다(Deery & Cieri, 1991; Farber, 2005; Riley, 2003;
Scruggs, 200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인 한국노동패널은 지난 9차 조사부터 지속적
으로 노조도구성(union instrumentality)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도
구성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노동조합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의미하
며(Wheeler & McClendon, 1991),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은 향후 노동조합 활
동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패널조사의 경
우 시간 경과에 따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노동조합 도구성에 대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태
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고용형태와 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노
조도구성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구조조정 등이 활
발하였던 시기 이후에 근로자들 전반의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그 추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침체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나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
이는 근로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
로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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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단시간에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는 사실과 노동조합 운동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
에 둔 것이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달리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이 어
려운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전반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
적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물을 직접 누리는 조합원과 달
리 비조합원은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물을 수혜하지 못하고 배제되거나 간접적
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비조합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노조도구성에 대한 태도도 더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Ⅱ.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와 노동조합 가입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은 넓게 보아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의 일부로 다루어
질 수 있다. 태도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노조도구성을 비롯한 노조에 대한 태도 측정을 통해 향후의
노조 관련 활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노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나 인식,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및 노조몰입, 노조참여, 노조지원인식, 노
조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노동
조합에 대한 태도와 노조가입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다.

1. 노동조합 태도에 관한 해외연구
가. 노동조합 태도에 관한 초기 연구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느끼는 호감
이나 비호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 관한 영
어권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연계되었는데, Bakke(1945)는
‘자신의 좌절과 짜증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와 ‘노동조합 가입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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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선호도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근로자들이 노조 도구성(union
instrumentality)을 높게 인식할수록, 노조가입의도(intention to join union)가 커
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Van de Vall(1970)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
이며, 이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호불호 감정과 신념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였
다. 그는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로 파악하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
적 태도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태도로 구분된다.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노동조합에 대한 호불호 감정을,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태도는 노동
조합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근로자의 신념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Van de
Vall이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태도라고 설명한 것이 노조도구성에 대한 태도
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Van de Vall(1970)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라 하였다. 이 의사결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이미지), 노동조합을 통해
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태도는 다시 개인․집단․사회에 이
익을 가져다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였고, 욕구는 자기자신
에게만 도움이 되는 개인중심적 욕구와 동료 및 전체 사회를 포함하는 사회중
심적 욕구로 대별하였다. 사회적 환경도 가족환경, 사용자․상사․동료환경 그
리고 친구 및 이웃환경으로 구분하였다.

나. 1990년대 이후 노조에 대한 태도 연구
초기의 연구가 노동조합 가입에 중점을 두었다면, 1990년 이후에는 노조에
대한 태도가 노조몰입(union commitment)이나 노조참여(union participatio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연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Barling, Fullagar, and Kelloway(1992)는 친노조태도(pro-union attitude), 노
조수단성,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모두 독립적이고 직접적으로 노조몰입에 영향
을 미치며, 이는 곧 노조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Newton and Shore
(1992)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친노조태도는 직접적으로 노조몰입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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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조수단성은 친노조태도를 매개하여 노조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Iverson and Kuruvilla(1995)는 조직몰입, 친노조태도, 노조수단성 인식
은 노조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노조몰
입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Bamberger, Kluger and Suchard(1999)는 메타분석을 통해 이상의 세 모델은
서로 경쟁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것이며, 친노조태도는 최소한 노조․직무․
조직과 관련된 다른 요인 이상으로 강하게 노조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다. 최근의 연구 경향
2000년 이후에는 기존 연구에 더하여 노조에 대한 태도를 노조지원인식
(perceived union support), 노조시민행동(UCB : Union Citizenship Behavior)과
같은 더 많은 개념들과 연계시켜 연구한 것이 눈에 띈다.
Fullar and Hester(2001)는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조지원인식
이 노조도구성보다 노조몰입에 더 큰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반면 Aryee and
Chay(2001)는 싱가포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조지원인식보다는
노조도구성이 노조시민행동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차
이가 문화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 노사관계시스템의 차이나 노동조합의 발
전단계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하였다(Snape and Redman, 2004).
Fiorito, Gall and Martinez(2010)는 친노조태도는 노조참여에 있어서 노조도
구성 이상으로 강력한 변수이며, 조직화하고자 하는 의도(willingness to help
organize)와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Goeddeke and KammeyerMueller(2010)은 미국의 교원(faculty)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지원
(organizational support)은 노조 참여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노조지원(union
support)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노조도구성은 노조참여와 가장 강력한 관
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Fiorito, Padavic and DeOrtentiis(2015)가 미국의 공립대학 교원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조도구성과 노조활동(activism)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친노조태도와 노조몰입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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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인식만 노조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노조도구성과 노조활동 또는
참여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선행연구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인 것이다. 비
슷한 시기에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Fiorito, Padavic and Russell(2014)의 연
구에서도 도구성과 노조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
론이 있었다. 2014년의 연구에서 친노조활동은 향후 노조활동의도와 상관관계
가 있고, 노조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의 노조활동과
향후 노조활동의도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2015년의 연구 결과에
대해 Fiorito 등은 참여를 측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2. 국내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관련 연구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차원, 즉 노동운동 차
원에서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대한 구조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활동이 사실상 자유롭지 못
했고, 주로 노동운동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국내에서 진행된 개별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연구는 많지 않다.
이지우(1993)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철강관련산업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노조의 권익대변기능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직무만족도가 높은 근로자가 노조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김재기(2001)는 현직 공무원과 시민에 대해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조
사를 시행하였는데, 연구 당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
에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시민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12%에 이르렀고, 대체로 중립적
인 수준이었다.
윤영삼․양윤희(2002)가 전교조 조합원의 노동조합태도에 영향요인을 살핀
연구에서는 노동조합몰입의 정도와 노동조합관련행동의 지향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그 영향요인으로 노동조합특성과 사용자특성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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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아니라고 하겠다.
김동배(2009)는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과 그에 대응하는 무노조기업 근로자
를 대상으로 근로자 참여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의 경우 근로자 참여는 노조참여와 노조몰입에
정(+)의 효과가 있는 반면,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참여는 노조의 수요를
줄이는 노조 대체효과가 있다.
이상준(2011)은 러시아 생산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는
데, 러시아의 체제전환 이후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2008년의 금융위기 때도
대량해고가 많았음에도 눈에 띄는 노사갈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을 통
해 근로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
만 이 연구는 국내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찬수․손헌일(2015)은 간호사, 항공사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노동 차원 중 표면행위와 강도가 노조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손헌일․정현수(2015)는 부산, 울산, 경남, 포항 지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용불안이 높을수록 노조몰입과 노조 관련
활동에 대한 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3.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와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바로 노동조합 가입이나 탈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심리적인 요인 외에 조직특성, 환경특성 등이 실제 행동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이직의사(또는 이직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직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은 직무
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효용 제고 가능성과 관계가 있다
고 분석한다(Wheeler and McClendon, 1991).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째는 노동조합이 작업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고, 둘째는 노동조
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며, 셋째는 작업장의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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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노동조합 결성이나 노동조합 가입에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Budd, 2008: 239). 본 연구는 이 중 노동조합이 작업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
라는 믿음(노조도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조도구성과 관련하여
박경원(2014)은 노동조합의 도구성과 노동조합 가입의사,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의 관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
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바 있다.
셋째 조건은 사회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료 중에 훌륭한 동료들
이 노동조합을 지지하느냐 하는 여부라고 할 수 있다(Davy and Shipper, 1993).
이는 오래전에 Seidman, London, and Karsh(1951)가 다수의 조합원들이 신념
을 가지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다. 신념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변 동료들의 압력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
입한다는 설명이다. 작업장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동료들 간에
연대감이 부족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결성이나 노동조
합 가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제조업의 경우 대부
분 근로자들이 밀집된 형태로 작업을 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
의 압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하지만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이러
한 동료 간 압력의 수준을 낮추는 경향을 보인다. 작업공간이나 작업형태, 근무
시간, 고용안정성 등이 다르고, 일하게 된 동기 등도 다양해서 서로 간에 동일
성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동료들의 노조가입 압력은 과거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외적인 요인 즉,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
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안정과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
였다는 점을 감안한다. 이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외부요인이므로 근로자들 간 집단성과 연대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결국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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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적인 접근, 즉 특정 시점에서의 횡단면 연
구를 시행했지만,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
하게 됨에 따라 변화하는 도구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겠다.

Ⅲ.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이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태
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노동패널과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는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5천여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 1998년에 1차 조사가
실시된 이후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의 12차 조사(2009년 시행)부
터 17차 조사(2014년 시행)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면 조사의 단점을 보완하
고 동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진다. 표본추출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준조사구(전국 21,675조사
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대상
으로 층화하였고, 조사구의 추출 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 내에서는 5
가구를 임의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
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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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설문지에 한해 유치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설계 및 결과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
본의 숫자는 각 연도별로 <표 1>과 같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제10차 조사부터 노조 관련 태도 중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을 세 개의 설문문항으로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나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지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표 2>는
실제 설문지의 내용이다. 다만 응답에 있어서 더 큰 값이 더 부정적인 응답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표본수(2009～2014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4,263

14,081

13,578

13,574

13,606

13,169

정규직

3,407

3,386

3,378

3,404

3,422

3,275

비정규직

1,784

1,899

1,982

2,046

2,033

2,046

계

5,191

5,285

5,360

5,450

5,455

5,321

541

473

484

501

542

532

4,650

4,812

4,876

4,948

4,919

4,794

5,191

5,285

5,360

5,449

5,461

5,326

전체 패널 표본수
정규직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
조합원 비조합원
여부
계

<표 2> 노조도구성에 대한 관련 설문내용
아래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______님께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아래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⑴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부
당한 대우로부터 근로자들을 보
호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⑵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
⑶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도움이 된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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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기술통계와 변수의 측정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조
사 자료인 2014년의 17차 조사를 기준으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총표본수
는 13,169개이며 표본의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특성 : 2014 기준
예

무응답(결측치)

아니오

빈도

%

빈도

%

빈도

%

규모

중소기업소속

2,125

16.1

58

0.4

10,986

83.4

업종

제조업종

1,420

10.8

6.251

47.5

5,498

41.7

성별

남성

6,217

47.2

6,952

52.8

0

0

고졸 미만

3,715

28.2

9,451

71.8

3

0

고졸

4,433

33.7

8,733

66.3

3

0

대졸

4,578

34.8

8,588

65.2

3

0

440

3.3

12,726

96.7

3

0

30세 미만

1,823

13.8

11,346

86.2

0

0

30～39세

2,440

18.5

10,729

81.5

0

0

40～49세

2,587

19.6

10,582

80.4

0

0

50～59세

2,430

18.5

10,739

81.5

0

0

60～69세

1,866

14.2

11,303

85.8

0

0

70세 이상

2,023

15.4

11,146

84.6

0

0

3,275

61.5

2,046

38.5

7,848

59.6

532

10.0

4,794

90.0

7,843

59.6

학력

대학원졸

연령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
조합원 노동조합 조합원

<표 4>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변수 3개의 신뢰도
변수의 신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ronbach's alpha

.943

.938

.919

.934

.938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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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부당
한 대우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등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3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한 다음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3개 질문의 내적 일치성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전체 표본에서
Cronbach's alpha가 .9 이상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리고 다음의 회귀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변수들에 대해 통제변수를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들로 성별의 경우 남녀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로 취급
하였고, 연령의 경우 표본의 규모를 고려하여 6개 그룹(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70세, 70세 이상)으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으며, 학
력의 경우 4개의 그룹(고졸 미만, 고졸,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원(석사 및 박
사))으로 구성하였다. 업종은 노사관계에서 제조업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별도의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

3. 노동조합 도구성 인식의 변화 추이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조사는 2006년(9차)부터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9년(12차)부터 2014년(17차) 조사 자료를 토대로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가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에 일시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이다. 노조도구성 인식의 변화 추이는 <표 5>와 같다. 설명 전에 유의할 점은
표본수에서 보는 대로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모든 설문응답자를 포함하여 비
임금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설문의 척도가 ‘매우 그렇다’를 1,
‘전혀 그렇지 않다’를 5로 한 것을 감안하여 역코딩을 하였고, 세 항목의 평균
을 ‘노조도구성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값이 커질수록 노조도구성에 우호
적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를 보면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초반에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상반되게 노조도구성 인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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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동조합 도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전체) : 2009～2014년
노동조합 도구성
평균
부당한
대우로부터 편차
근로자 보호 표본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36

3.41

3.40

3.43

3.46

3.42

.729

.661

.654

.676

.666

.644

14,245

14,083

13,570

13,568

13,608

12,863

3.34

3.39

3.39

3.42

3.45

3.42

평균
근로자들의
편차
고용안정
표본수

.724

.654

.649

.683

.676

.658

14,247

14,081

13,572

13,570

13,608

12,866

평균

3.36

3.43

3.44

3.48

3.50

3.46

.730

.660

.661

.693

.679

.652

표본수

14,245

14,083

13,574

13,569

13,606

12,860

평균
노동조합
도구성
편차
(3개 평균) 표본수

3.35

3.41

3.41

3.44

3.47

3.43

.697

.621

.611

.646

.635

.613

14,263

14,081

13,578

13,574

13,606

12,860

임금인상

편차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일반적인 해석 외에 특히 비임금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근로환경이 악화되
면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오히려 노동조합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도구성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해당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임금근로자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14년에는 전반적인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하락하였다. 한
번의 경제위기로 인해 노조도구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경제위기가 근로자들의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졌을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 한차례 하락한 것
이므로, 2015년 이후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 추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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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5>에서는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 2009년부
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비조
합원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최소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두 집단 간 노조도구성 인식의 상승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때에는 일정한 요
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갖는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
다. 반대로 비조합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은 법에서 정해놓은 정리해고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는 일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응하여 줄 것을 상대적으로 높
이 기대하게 될 것이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대로 우리나라의 최근 10여 년간(2003～2014)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초
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상당히 큰데, 정규직
은 평균 15%를 상회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5%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다.
2009년 이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직률 격차가 5배 이상으로 벌어져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11.4 12.4 11.8 11.3 12.1 12.7 12.2 11.4 10.9 11.5 12.4 12.5
정규직
비정규직

15.3 16.7 15.9 15.1 16.0 17.0 17.3 15.7 15.2 15.8 17.0 16.9
3.4

5.2

4.6

4.3

5.1

4.4

2.5

2.8

2.6

2.9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기준.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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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임금근로자 외에 비임금근로자가 포함
되어 있어서 오히려 우리 국민 전체의 일반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7>에서는 우선 임금근로자로 표본을 제한하고, 이를 노동
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대체로 보면 조합원 대비 비조합원의 비율
은 1 : 9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일반적인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도구성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 모두 상승하고 있으나, 그 상승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 중
심으로 조직화된 조합원의 경우 정리해고 등과 같은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많
아, 경기침체기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된
다. 반면 정규직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전술한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등을 통
해 상대적으로 보호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
할 때,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
로 생각되었다.
<표 7> 노동조합 도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조합원과 비조합원) : 2009～2014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노동조합 도구성 조합 비조 조합 비조 조합 비조 조합 비조 조합 비조 조합 비조
원 합원 원 합원 원 합원 원 합원 원 합원 원 합원
부당한 대우 평균 3.73 3.37 3.80 3.42 3.78 3.43 3.81 3.44 3.87 3.46 3.89 3.41
.702 .739 .758 .671 .734 .670 .738 .697 .702 .672 .625 .660
로부터 근로 편차
자 보호
표본수 539 4,609 472 4,806 480 4,833 495 4,893 540 4,886 530 4,743
평균 3.73 3.36 3.79 3.41 3.82 3.41 3.78 3.43 3.89 3.45 3.87 3.40
근로자들의
편차
.709 .732 .757 .660 .697 .659 .755 .704 .718 .685 .647 .671
고용안정
표본수 539 4,608 472 4,806 480 4,834 495 4.895 540 4,884 530 4,743
평균
임금인상

편차

3.74

3.39 3.82

3.45 3.82

3.47 3.82

3.51 3.89

3.51 3.88

3.44

.707

.740 .719

.671 .724

.676 .731

.718 .715

.692 .653

.669

표본수 539 4,608 472 4,806 480 4,835 495 4,894 540 4,886 530 4,742
노동조합
도구성
(3개 평균)

평균
편차

3.73

3.37 3.80

3.43 3.81

3.44 3.80

3.46 3.89

3.47 3.88

3.41

.669

.700 .708

.626 .677

.618 .710

.666 .682

.641 .612

.626

표본수 539 4,610 472 4,806 480 4,835 495 4,896 540 4,884 530 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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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노동조합 도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정규직과 비정규직) : 2009～2014년
2009
노동조합 도구성

2010

2011

2012

2013

2014

정규 비정 정규 비정 정규 비정 정규 비정 정규 비정 정규 비정
직 규직 직 규직 직 규직 직 규직 직 규직 직 규직

평균 3.47 3.29 3.51 3.37 3.50 3.38 3.52 3.40 3.55 3.42 3.52 3.36
부당한 대우
.738 .741 .694 .666 .695 .657 .714 .692 .689 .672 .677 .652
로부터 근로 편차
자 보호
표본수 3,378 1,770 3,384 1,894 3,355 1,958 3,375 2,014 3,404 2,015 3,245 2,024
평균 3.45 3.30 3.49 3.36 3.48 3.38 3.51 3.39 3.53 3.43 3.49 3.36
근로자들의
편차
.737 .731 .687 .655 .687 .643 .723 .697 .707 .685 .685 .671
고용안정
표본수 3,378 1,769 3,384 1,894 3,356 1,958 3,376 2,015 3,402 2,015 3,247 2,022
평균
임금인상

편차

3.48

3.32

3.52

3.41

3.55

3.43

3.59

3.45

3.59

3.47

3.54

3.39

.740

.741

.690

.665

.702

.656

.730

.707

.711

.685

.681

.670

표본수 3,378 1,769 3,384 1,894 3,356 1,959 3,376 2,014 3,404 2,015 3,246 2,022
노동조합
도구성
(3개 평균)

평균
편차

3.46

3.30

3.51

3.38

3.51

3.40

3.54

3.41

3.56

3.44

3.52

3.37

.695

.713

.649

.624

.643

.607

.684

.660

.662

.643

.641

.627

표본수 3,378 1,771 3,384 1,894 3,356 1,959 3,377 2,015 3,402 2,015 3,245 2,022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직의 노조도구성 인식의 정도가 비정규직에
비해서 높았다. 이상에서의 차이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먼저 연
도별 노동조합 도구성 인식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과 비조합원 집단으로 구분하여 네 집단 내에서 연
도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정규
직, 비정규직, 조합원, 비조합원 집단 모두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
다. 하지만 F-검정의 경우 집단 간 차이는 확인되지만, 값에 대한 순서를 확인
할 수는 없으므로 <표 9>에서 보는 대로 연도별 차이가 나는 집단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Waller-Duncan 검정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표 9>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도구성에 대한 인식
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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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확인 결과 : 2009～2014년
2009
1
전체
표본

2010

2011

3.409

3.411

2012

3

3.432

4
정규직

3.465

3.506
3.506

3.511

3
비정규직

3.379

비조합원

3.7335

2
1
2
3
4

3.516
3.556

3.516

3.306

2
1

3.542
3.542

3.398

3.416

3.398

3.416

3.803

3.807

3.804

3.803

3.807

3.804

3.426

3.436

3
조합원

3.466
3.444

2
1

2014

3.353

2

1

2013

3.371
3.440
3.886

3.878

3.372
3.436

3.414
3.463
3.463

3.472

주 : 유의수준=0.05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구분하여 표시함.

4. 노조도구성 인식과 고용형태와 조합원 여부의 관계
다음으로 고용형태가 노조도구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합동
(pooled) 회귀분석과 패널분석(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을 실시하였다. 분
석에는 여섯 차례의 조사에 모두 응답한 표본만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노조도구성 인식은 대체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높고, 노동조합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과
비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본 연구 표본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매우 낮아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거나 노동조합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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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용형태와 조합원 여부가 노조도구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2)
독립변수
상수항
비제조업=1
여자=1
고졸=1
학력
대졸=1
(기본 고졸 미만)
대학원졸=1
30~39세
40~49세
연령
50~59세
(기본 20대)
60~69세
70세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1
조합원
비조합원=1
2
R
수정된 R2
Model F
N
업종
성별

종속변수 : 노동조합 도구성
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3.762 ***
3.568 ***
3.691 ***
-0.052 ***
0.002 *
-0.049 ***
-0.001
-0.001
0.050 ***
-.0.047
0.060 ***
0.074 ***
-0.099
0.096 ***
0.108 ***
0.119
0.126 ***
0.015
0.026
0.015
0.028
0.069 *
0.029
.0030
0.135 **
0.038 *
0.003
0.172 **
0.021
0.053
0.273 *
0.053
-0.048 ***
-0.040 *
-0.050 ***
-0.344 ***
-0.176 ***
-0.289 ***
0.037
0.009
0.037
0.036
71.070***
22,254
22,254
22,254

주 : 1) * : p<0.10, ** : p<0.05, *** : p<0.01.
2) 표준화 계수가 제시됨. 계수 유의성 검증은 양측검정임.
3) 패널분석의 두 모형을 비교한 Hausman 검증값은 61.58로 p=0.01 수준에서 귀
무가설이 기각됨.

직 위주의 노동운동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나 기
대감이 낮다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 표본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도구성에 대
한 인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과 관련하여서는 비제조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도구성 인식
이 낮다.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비교적 밀집되어 근무를 하는 제조업 종사자들
2) 필자들이 2014년 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분석한 내용에 비해 표본수가
많아진 것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정의한 ‘기업규모’가 결측치가 많아서 이번 분석에서
는 기업규모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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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비제조업 종사자들은 사업장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종사자 간에
서로 접촉할 기회가 낮고, 종사자의 특성상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단결력이 약
해 노동조합 결성 가능성이 낮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파견근로, 도급 등의 여지가 큰 비제조업 분야가 제조업에 비해 근로자들 간
동질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노조도구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Hausman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델이 가장 적합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40대 이상의 근로자들은 20대인 근로자보다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1. 연구의 의의
지금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 중에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측정된 노
동조합 도구성 인식의 변화 추이와 고용형태와 조합 가입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조합에 대한 태
도와 더 나아가 노동조합 조직률에 대한 방향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고용불안이라는 요소까
지 추가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의 비
율은 정체 또는 하락 추이를 보이는 데 반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은 정체 또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즉 그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2009년 이후 6년 동안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들은 임금근로자뿐
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실제 노동조합 조직률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
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조사대상자의 과반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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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
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도구성 인식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높고, 조합원을 경험하는 경
우 긍정적인 평가, 즉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로 차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
체집단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구성 인식의 증가가 연도별로 통계적
인 유의성을 보였고, 정규직의 경우는 2009년과 비교할 때, 2012년 이후에 확
실히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조합원의 도구성 인식
이 조합원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노동조합 활동을 경험
한 조합원들이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즉 우호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로 집단을 구성해 비교한 결과를 보면, 조합원의 경우에는
금융 위기 이후 2013년이 되어서야 다소 상승하였고, 비조합원의 경우는 금융
위기 직후부터 노조도구성 인식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서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그리고 조합원
이 비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조도구성의 인식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원에 비해 노조도구성 인식이 낮음에도 불구하
고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통
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노동조합의 활
동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여론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비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이해
관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2014년에 이르러서는 상당
히 하락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표본추출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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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발전 방향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조도구성 인식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하였으므로, 당연히 금융위기 이전의 자료와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에서 2007년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표본만이
조사되었고, 그 이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아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충분히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처음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태도를 살피고자 하였
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의 다양한 형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통계적 분
석을 시도하고 결론을 도출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노조도구성 인식에 대한 연령별(세대별), 고용형태별 차이를 연구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인 영향요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연구를 통
해 노동조합 태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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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Workers Attitude towards Union Instrumentality by
Employment Type and Union Membership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Lee Young-Myon․Na In-Gang․Park Jae-Hee
Attitudes towards union instrumentality have been researched for a long
time. However, it is still a very important topic because it helps to predict
the future of union density rate or industrial relations in general.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mpacted severely the working condition of Korean
workers but the union density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lthough the
employment types diversified further. Employment type diversification
typically reduce the solidarity of workers while the impact of global crisis
may increase the solidarity of workers to protect their common working
condi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net result of these two contradicting
forces to the attitudes toward union instrumentality .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attitudes toward union instrumentality of general citizen
including both wage earning and non-wage earning workers, became more
favorable to unions in Korea. The absolute level of the attitude were higher
for permanent workers than temporary workers and higher for union members
than nonmembers. However, the employment type does not increase consistently
the attitude to union instrumentality although the union membership increase
consistently the attitude during the period of 2009 and 2014.
Keywords : union instrumentality, employment type, union membership, global financial
crisis, union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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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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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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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임찬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보험을 중심으로(이병희)
▪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전인․오선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준)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제도 인
식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노동조합과 노사
협의회 관계를 중심으로(최준하․이영면)
▪감정노동과 노동법(박은정)
▪산재보험 이용여부가 건강문제로 인한 노
동 미복귀에 미치는 영향: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박지은․권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