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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서 정 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불안정 노동의 하위 영역으로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을 노동법에서의 배제와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로 살펴보았다. 각 불안
정성에 대한 분석은 관련 법률과 판례 및 학설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비정규 고용형태별로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에 모두 노출되어 있는 고용형
태는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일일(호출)근로이고, 일부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시간제 근로로 나타났다. 고용에서는 불안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에서
는 안정적인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와 파견제 근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비정규 고용형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정규 근로자
는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핵심용어 :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 고용 불안정, 사회보장 불안정, 기간제 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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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4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하다’)에서 발
표된 글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해주신 백인립 교수님(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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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불안정 노동이다(Standing,
2011). 불안정 노동은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일자리의 질이 낮은 상태를 말한다. 불안정 노동은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사회보장 불안정으로 세분화된다(백승호, 2014 : 61). 불안정 노동의 하위 개념
으로서 고용 불안정은 고용형태, 근로제공 방식, 근로시간 등 고용조건과 관련
된 불안정성을 의미하고, 소득 불안정은 저임금이나 임금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보장 불안정은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사회보장 급여
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백승호, 2014 : 58, 61~64). 그동안 불안정 노동은
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비정규
고용지위는 여러 가지 고용형태로 세분화된다.1) 다양한 고용형태가 모두 불안
정 노동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비정규 고용지위에 해당하는 일부의
고용형태가 질 좋은 형태로 제공될 때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비정규 고용지위의 상당 부분은 자영자로 간주되거나 공식적으로 비공식 고용
(informal employment)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공식 고용을 형식적
의미에서 ‘공적 파악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용’으로 규정할 때 행정자료에 가입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인 171만 명에
달하고, 실질적 관점에서 ‘공식적인 또는 법적인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고
용’으로 파악할 때 전체 임금근로자의 40.2%인 1,750만 명에 달한다(강성태,
2014 : 152). 이러한 임금근로의 불안정성은 비정규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고, 동시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1) 고용지위(employment status)와 고용형태(employment form)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고
용지위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로 세분화되는 개념으로 고용형태의 결과에 해당한다.
고용형태는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구체적 고용의 형태로 기간제, 파견제, 시간제 등으로 세
분화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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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차원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02년 노사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으로서 ‘비
정규 근로자 대책’이라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 당시 비정규 근로자 대책은 크
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비정규 근로자와 취약근로자를 보다 구체
적으로 정의하여 각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비정규 근로자와 취약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을 이루는 것
이었다. 다시 말해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다
고 할 수 있다. 동 합의가 이루어진 지 1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한 해법으로서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 근로자 대책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
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적 실현이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법적 점검을 요구한다. 첫째, 고용형태별 근로감
독의 강화에 대해서는 개별 노동법이 어떻게 비정규직을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
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둘째, 비정규 및 취약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에 대해서
는 사회보장법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포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법체계가 불안정 노
동의 요소 중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에 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불안정성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불
안정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보장법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기본
적으로 사회보험의 기본 정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사회보장법보
다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동법의 법조항과 각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 해석
으로서 판례, 학설 등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법에서 사
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각 고용형태별 근로자
에 대한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지 않고서는 답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정은 사회보장의 불
안정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비정규 고용지위를 구
성하는 구체적 고용형태는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는 잘 이루어
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개별 법령들과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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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의 법규범, 판례, 학설을 분석한다.
둘째, 비정규 고용지위의 구체적 고용형태별로 사회보장 배제가 어떤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문제는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 규정
을 하고 있는 개별법들과 사회보장법들 간의 상충의 문제 혹은 조화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비정규 고용지위
기본적으로 정규 고용관계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기간의 정함이 없
는 무기계약이고, 둘째, 전일제이며, 셋째, 종속 고용이다. 넷째, 상당한 근로소
득을 제공하고, 다섯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는 고용관계를 의미한다
(Eichhorst & Mark, 2012 : 77). 이 중 고용형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특징은
앞의 세 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비정규 고용은 무기계약에서
벗어나거나, 전일제에서 벗어나거나, 종속고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Eichhorst & Mark, 2012 : 77).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용형태 구분 틀
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비정규 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의한 고용형태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고용형태 :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근로자
비정규직 일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② 시간
근로자 제 근로자, ③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됨.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
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
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
한시적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근로자
- 비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
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일의 완료, 이전 근
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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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시간제
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파견근로자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
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
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
-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
비전형
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
근로자
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
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
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 가정 내 근로자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
- 일일(단기)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
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2. 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은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일자
리의 질이 낮은 상태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안정 노동은 고용 불
안정, 소득 불안정, 사회보장 불안정으로 세분화된다(백승호, 2014: 61). 본 연
구에서는 불안정 노동 중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을 중심으로 불안정
노동을 살펴볼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두 가지 불안정성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 불안정(precarious employment)
고용 불안정은 고용형태, 근로제공 방식, 근로시간 등 고용조건과 관련된 불
안정성을 의미한다. 정규 고용지위를 제외하고 비정규 고용지위에 해당하는 각
고용형태는 고용 불안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고용 불안정의 문제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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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니다. ILO는 1990년대부터 불안정 노동에 대해 지속
적인 문제제기와 논의를 해 왔는데, ILO는 고용 계약적 측면과 근로조건 측면
에서 불안정 노동을 정의한다(ILO, 2012 : 29). 이 중 고용 계약적 측면에서의
조건은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첫째, 계약기간의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불안정 노동으로 정의한다. 이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 일용(호출)
근로이다. 둘째, 고용관계의 속성상 삼각 근로관계이거나 위장된 고용관계이거
나, 위장된 자영업이거나, 도급계약이거나 파견계약이거나 하면 불안정 노동
으로 정의한다. 이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는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파견근로
이다.
계약기간의 제한이 불안정 노동을 야기하는 이유는 일시근로자(temporary
workers)는 근로계약의 불확실성과 저임금으로 인해 결혼 계획, 출산 계획, 주
택 구입 계획 등의 ‘일관성 있는 인생 계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ILO, 2012
: 36). 근로관계의 속성이 삼각 근로관계나 위장된 고용관계일 경우 역시 불안
정 노동을 야기하는데, 이들은 근로관계의 종속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종
의 자영업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위험을 전적으로 본인이 떠안게
된다(ILO, 2003). 이러한 비정규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위험성이 높은 직무나
건강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직무 역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밖
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ILO, 2012 : 37〜38), 이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ILO, 2012: 44)

나. 사회보장 불안정(precarious social security)
불안정 노동은 일자리의 질의 반대말로 사용된다. 일자리의 질에서 핵심 차
원 중 하나는 비임금 급여(non-wage benefit)이다(Appelbaum et al., 2012 : 12).
비임금 급여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라고도 불리는데, 연금ㆍ건강보험 등
의 사회보험, 퇴직금, 유급 휴가 등이 있다. 비임금 급여에서의 차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 측면에서 보면 임금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차이로 나타난다
(Appelbaum et al., 2012 : 12).
비임금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보장 불안정은 서비스 경제에서 정규 고용
관계가 흔들리면서 가속화되었다. 서비스 경제 이전에는 조직된 고용에 기반한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서정희) 

7

정규 고용관계하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임금 대체 제도로서 기능을 해 왔다
(Hinrichs, 2010 : 47). 그러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더
이상 정규 고용관계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정규 고용관계가 흔들리면서 사
회보장 제도 중 특히 사회보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정규 고용관계와 사
회보험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복지가 작동해 온 유럽 대륙 국가들은 사회보장
불안정을 겪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용자가 비정규 고용형태 중 어떤 유형의 비정규 고용을 활용할 것인
가는 퇴직금과 같은 해고비용이나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임금 급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선택의 폭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영업이 사회보장법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사용자는 ‘가짜 자영업
(bogus self-employment)’ 형태의 특수고용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Eichhorst &
Mark, 2012 : 77).
정규 고용관계의 요소들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고용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각 고용형태별로 처해지는
불안정 노동의 영역을 도식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노동비용 절감 경로별 불안정 노동
노동비용 절감 경로

영향을 받는
노동비용 유형

무기계약에서 벗어남 해고비용

고용형태
기간제, 파견근로

불안정 노동 영역
고용 불안정

전일제에서 벗어남

일부 국가의 비임금 시간제, 특히 초단
사회보장 불안정
시간 시간제
급여

종속 고용에서 벗어남

임금비용, 비임금 급 1인 자영업(우리나라 고용 불안정, 사회
여, 해고비용
의 특수고용 포함)
보장 불안정

자료 : Eichhorst and Mark(2012 : 7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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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정규 고용형태별 불안정 노동

그렇다면 비정규 근로자는 어떤 형태로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게 될까? 이 장
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로 각 고용형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 노동법에서의 배제가 유발하는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가
유발하는 사회보장 불안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한시적 근로자
가. 고용형태 정의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
법상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한정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
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법 제2조제1호).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하기 어렵기 때
문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간을 따를 수밖에 없고, 기간
만료 후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는 사용자의 재계약(갱신)이라는 선처에 대
한 희망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신권철, 2011 : 198).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성
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해고 제한의 법리인데, 기간제 근로는 해고
제한의 법리를 봉쇄하는 체계이다(신권철, 2011 : 198). 기간제 근로의 ‘기간 만
료’와 해고는 유사한 점이 많다. 기간 만료와 해고는 근로자의 노동을 사업과
분리시키는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기간 만료든 해고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신권철, 2011 : 201). 기간제 근로
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
약 체결(갱신)은 사용자에게 원칙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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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권철, 2011 : 198).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자동 종료 이후 계약 갱신
을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보다 강화된 성실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러한 고용불안을 통해 근로자의 종속성과 사용자의 권한이 동시에 강
화되는 결과를 야기한다(신권철, 2011 : 198~199).
이러한 이유로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은 유기 근로계약 기
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기간제 근로를 보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구 근로기
준법 제23조가 규율하였다. 이 규정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
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유기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였
다. 이와 같이 한정한 이유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가 장기간의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헌재 2010
헌마219 : 1531). 이후 1996년 대법원의 판결2)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며, 약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종료되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실
상 그 효력을 잃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도 무효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헌재
2010헌마219 : 1531). 사법부의 법해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유기계약(기간
제 계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사정위원회의 합의 이후 기간제법 제정을 통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
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법 제4조제1항) 하는 보호조치를 두었다.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는 단기 근로계약 체결
을 강요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헌재 2010헌마219 : 1529).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헌
법재판소는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기준
2)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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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었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는 동안 기간
제 근로관계는 전 산업에 걸쳐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
간도 계속 늘어나 상시적인 업무에까지 기간제 근로 사용이 남용됨으로써 기간
제 근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절실해졌는데,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4호로
기간제법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헌재
2010헌마219 : 1532).

나. 고용 불안정 : 노동법에서의 배제
2013년 3월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259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774만
명) 중 14.6%에 달할 만큼(김유선, 2013: 53) 그 비중이 매우 높다. 259만 명에
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기간제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 보
호조치에는 예외조치가 존재한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적용제외 영역을 설정하고 있는데(법 제4조제1항), 이 중 “정부
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법 제4조제1항제5호).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
체가 되기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계약기간을 1
년으로 설정하여 매년 기간제 재계약으로 근로하던 공공도서관의 근로자가 3
년 후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위 예외조항을 근거로 소송에서 패소하
거나3),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로 규정된 영
어회화 전문강사는 헌법소원의 본안심사조차 가지 못하는 사례4)들이 현실의
곳곳에서 발생한다.
애초 근로기준법이 유기계약(기간제 계약)에서 해고와 유사한 논리로 작용하
3)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2누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등.
4) 헌재 2014. 4. 24. 2012헌마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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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기간 만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유기계약의 최
소화 조치의 필요성은 현실에 여전히 존재한다.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 통지는
그 사유가 명백해야 하고, 사업체의 부도나 경영상의 명백한 어려움이 아니라
면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의 사용
은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사용자의 권한 강화와 근로자의 권한 약화 기제를 국가가 사용자가 되
는 사업에서 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사용자의 권한 행사를 추
구하기보다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구
선진국의 정부들이 취하고 있는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서정희 외, 2013: 96).
유럽에서 모범 사용자(model employer)는 고용형태,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에
서 민간부문에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선도적 역할과 적극적인 공공고용
을 강조하는 개념이다(Beaumont & Leopold, 1985: 19; Morgan & Allington,
2002 : 35; 서정희 외, 2013 : 96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영국의 프리스틀리 위
원회의 보고서(1953～1955)5)에 따르면 모범 사용자는 단순히 가장 높은 임금
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사용자를 의미한
다(Beaumont & Leopold, 1985 : 19). 정부는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민간부문에 노사관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Morgan
& Allington, 2002 : 35). 그러나 현재의 기간제법은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
하는 정부가 아니라 가장 비모범적인 사용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
간 기업에게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2년까지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직접고용
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는 무한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
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둘째,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차
별적 처우에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라목). 이 조항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기간제 근
5) Report of the Priestley Commission on the Civil Service(195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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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불안정 노동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법 제3조
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로 고용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에서 배제
된다. 이러한 규정은 기간제 근로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법은 ‘보호법’이라기보다
는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 체결
의 질서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목적을 둔 ‘계약원칙에 관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예를 들어 이호근, 2010 : 31).
셋째, 기간제법은 2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제한적
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 그 자체를 제
한하고 있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간 만료를 통한 근로계약 종결은
근로자에게 큰 위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통해 기간제 근로 사
용에 대한 업종이나 직무 등에 제한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사회보장 불안정 :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무기계약에서 벗어난 유형은 엄격한 해고보호 규정을 둔 체제에서 사용자가
높은 해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경로이다(Eichhorst
& Mark, 2012 : 77). 노동시장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해고법률의 전반적 자유
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의 임시직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
제 확대는 좋은 전략이 된다(Eichhorst & Mark, 2012 : 77). 이 전략의 사용에서
기간제 근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 등
의 해고비용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임금 급여(non-wage
labor costs)를 낮추지 못한다(Eichhorst & Mark, 2012 : 77). 그러나 실제로 효
과적인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직기간이 짧기 때문에 임금과 비임금
급여를 동시에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Eichhorst & Mark, 2012 : 77).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
이 모두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법 제2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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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가목 내지 라목), 4대 사회보험법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직장가입 적용제외
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보장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2. 시간제 근로자
가. 고용형태 정의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언급된 시간제 근로자는 현행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시간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개념인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에서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시간제 근로와 단시간 근로는 동의어로 사용한다.
이때 고용형태를 언급할 때는 주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에 의거하여 ‘시간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법의 내용을 설명할 때는 법률 용어인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하면 단
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서(법 제2조제2호) 구
체적으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
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이다(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그러므로 같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
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보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라 할 수 있다.

나. 고용 불안정 : 노동법에서의 배제
2013년 3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는 175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9.9%에
달한다(김유선, 2013 : 53). 대다수의 다른 국가들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수는 외국에 비해 그 비율이
높지 않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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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조치로는 기간제법에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기간제법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차별적
처우에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이 모두 포함된다(법 제2
조제3호 가목 내지 라목). 이 조항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준수 여부에 대한 관
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시간제 근로가 불안정 노동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법 제3조제1항), 시간제 근로자가 주로 고용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규정은 시간제 근로자의 상당
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다. 사회보장 불안정 :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비정규 근로의 확대는 외국에서는 주로 시간제 근로의 확대로 나타난다. 시
간제 근로는 시간당 임금이 낮고, 사실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공식적 초과
근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Eichhorst & Mark, 2012 : 77). 일부 국가에서 주
당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초단시간 시간제 일자리’(marginal part-time work)들
이 확충되었는데,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초단시간 시간제 일자리는 조세와 비
임금 급여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값싸고 유연성이 높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Eichhorst & Mark, 2012 : 77). 이러한 전략의 사용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시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차별적 처우에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법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라목), 사회보험 등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보장법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회보험에서 배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시간강사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
망하는 사람을 제외한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국민연금법｣에서 배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
자”(법 제6조제2항제4호, 시행령 제9조제1호, 제2호)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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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모든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건강보험 제도로부터 배제시키고
있다(서정희ㆍ백승호, 2014 : 12).「고용보험법｣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법 제10조제2호, 시행령 제3조제1항), 이들 중 “생업을 목적
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단시간 근로자임에
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조항).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규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시간제 근로
자의 사회보장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사회보장법은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 기
간제법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법은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배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전일제 근로자나 초단시간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게 된다. 물론 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에 사회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초단시
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나 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를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실제
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에서의 차별을 다툰 사건에서 주당 근로시간
이 문제가 되었고, 중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가 아닌가가 쟁점이 되었다. 법
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
41990 판결)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계
산하여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9. 9. 18. 선고 2008구합24828 판결)으로 판
시하여 사회보험의 시간 규정 해석을 보다 현실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다툼
의 여지는 실상 사회보장법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몇 시간 이상의 근로자만
사회보장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근로시간을 세분화하여 몇 시간 이하
의 근로자를 활용할 여지를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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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일한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회보험은 적용이 되고, 어떤
사회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서정희ㆍ백승호, 2014 : 15). 국민연금은 월 60
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적용 제외하되 시간강사는
적용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은 모든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적용 제외자
로 본다. 고용보험은 모든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적용 제외하되, 3개월 이
상 생업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일하는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든 초단시간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동일
하게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간강사인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
는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는 배제
된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은 적용되지만 국
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보장법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위험
분산의 방식으로 사회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고려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회보험에서 배제시키되, 일부 초단시간 근로자를 서로 다른 사회보
험에 부분적으로 포섭하는 방식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시간강사의 생계고나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그 대책으로 국민연금법에만 시간강사를 포함
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시간강사의 생계고와 삶에 대한 비관이 노후소
득보장책인 연금만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료의 문제나 실업, 산
업재해의 문제 또한 존재한다. 어떤 사회적 의제가 주어졌을 때 단편적으로 사
회보험 하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 현재의 사회보
장법의 적용 대상은 모두 제각각인 형태가 되었다.
셋째, 고용보험법이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단서조항을 통해 적용 근로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듯 보인다(시행령 제3조제1항). 그러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
를 제공하는 자’라는 단서조항은 다툼의 여지만 둘 뿐 실효적이지 않은 규정이
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주3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생업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는 시간에 용돈을 벌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용돈 벌기는 생업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법
률 그 어디에도 생업이 무엇을 뜻하는 의미인지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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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견근로자
가. 고용형태 정의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이다(법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파견 사업주’에게 고용
되어, 실제 노동은 파견된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
아 수행하게 된다(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 그러므로 종래의 근로관계가 사
용자와 근로자라는 양자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파견근로관계는 파견사
업주,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라는 3자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헌재
2011헌바395 : 938).
3자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관계는 근로자 파견 계약을 통해 형성된다. 근로자 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되는데, 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
용, 파견 사유, 파견근로자가 근무할 사업장,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
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파견기간 및 개시일,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
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 파견
의 대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0조).
이러한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직업 또는 기술상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파견기간 동안 공급하는 채무를 부
담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헌재
2011헌바395 : 938).
둘째,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관계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한다(법
제2조제5호).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
고, 파견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임금, 해고, 각종 보상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34조 제
1항 단서).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노무제공 의무
를 부담하는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제
3자인 사용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이 일반적 고용관계와 다르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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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011헌바395 : 938).
셋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될 수 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제3자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
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
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
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
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
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서울고법 2013. 3. 13. 선고 2012나
59376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하나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함께 존재하는 근로계약관계와 달
리 근로자 파견관계에서는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분리되어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와 맺고, 지휘명령관계는 사용사업주와 맺는다(서울고법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사
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채용, 징계, 해
고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서울고법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더 이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직접고용
관계가 된다.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4조제1항). 제6조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
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
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사용사업
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근로자를 즉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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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
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
나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私法)관계에서
도 직접고용관계 성립을 의제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
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7두22320). 또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
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
여 책임을 진다(법 제34조제2항)(헌재 2011헌바395 : 939～940).

나. 고용 불안정 : 노동법에서의 배제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로서 충분한가?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파견제 방식의 비정규 근로를 확대할 유인이 없도록 최대한의 법
적 보호 장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파견제 근로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노동
법에서 배제된다.
첫째, 파견 업무의 허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근로자파견제도는 본래 노동조
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된 일부 사업(경비용역법에
의한 경비용역사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청소용역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근로자파견제도도 금지하는
엄격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여
건 변화에 따라 파견근로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보
호와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파견근
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헌재 2011
헌바395 : 939). 이후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및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
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파견기간 초과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파견근로의 활
용 범위인 파견대상 업무를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지하되 대상 업무
가 확대되었다(헌재 2011헌바395 : 940).
2014년 현재 파견 사업 대상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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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
업분류 중 32개의 직업으로 한정된다(기간제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
항, 별표 1). 그러나 업무로 보면 이는 187개 업무에 해당한다(이호근, 2010 : 36).
동시에 파견 사업을 행하면 안 되는 사업 역시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 업무 등 10가지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법 제5조제3항제1호
에서 제5호,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제6호). 파견업이 가능한 업무는 187
개로 광범위한 반면, 파견업이 불가능한 업무는 10개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규정은 결국 파견업체가 1998년 789개에서 2013년 현재 2,31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기여했다 할 것이다.6) 현재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
은 153만 원으로(고용노동부, 2014 : 1)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매우
낮다. 특히 파견 업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섯 가지 업무는 사무지원, 음식
조리, 고객관련 사무, 자동차운전, 수금 및 관련 업무 순이다(고용노동부, 2014 :
4). 사무지원이나 고객관련 사무 등을 파견 허용 업무로 할 만큼 전문 기술을
요하는 업무도 아니거니와 간헐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런 업무까지 파견대상 업무로 허용하고 있는 법 규정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은 파견법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를 사
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시행령 제7조의2제4
항).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법 제11
조). 파견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사용사업자는 파견근로
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되어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규정에서 도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는
그 사업장의 근로에 대한 지휘ㆍ명령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 사업장의 안전
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의 가장 최저 기
6) 고용노동부(2014)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1998년 789개에서 2013년 2,314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용사업체 수 역시 1998년 4,302개소에서 2013년 15,587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 수 역시 1998년 41,545명에서 2013년
132,10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7)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가 사용사업주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
원은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1다60247 손해배상 판결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
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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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해당하는 근로기준에 대해서는 면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논리적
으로도 도의적으로 근거가 없다. 근로기준법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기
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산입된다(시행령 제7조의2제
4항). 고용형태 중 파견근로자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논
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프랑스의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와 파기
원은 기업 내 종업원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기업의
노동 공동체에 밀접하고 상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박제성 외, 2009 : 15).8) 현
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파견근로자 수 제외조항은 전적으로 사용사업주만
유리할 뿐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셋째, 불법 파견을 처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가장 큰 비정규 고용의 형태로 제시되는 문제 중 하나는 사내하도급이다(은수
미 외, 2007 : 1). 이 문제는 용역 혹은 도급의 문제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현재
상당수의 사내하도급은 명칭만 도급일 뿐 파견제에 해당한다. 물론 법원은 “근
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
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
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
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대법
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등)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래서 법원
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
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
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8) 프랑스 헌법위원회 2006년 12월 22일 판결(2006-545), 프랑스 파기원 2007년 11월 7일
판결(06-12309), 2007년 2월 28일 판결(06-60171), 2008년 4월 1일 판결(07-60287) 등
(박제성 외, 2009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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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령 도급계약이라고 지칭하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면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 근로관계에 따라 파
견제로 판단한다(예를 들어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
그러나 현실에서 근로자는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자신이 행하
는 근로가 위장된 불법 파견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귀결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걸림돌이 존
재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강력하게 불법 파견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파견 수행 시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
었던 입법 목적(중간착취 금지)이 파견법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근로자 파견은 원래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인데,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으로서 사실상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 아래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자유로이 허용하면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
는 폐단이 생길 염려가 있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8조,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9조), 다만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면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그 허가 대상을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었다(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1호).”(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1998년 2월 9일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른바 노사정합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 방법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
가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은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었다(직업안정법 제4조제7호)(대법
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파견근로는 매우 위험한 형태의 근로 방식이다.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
이에 존재하는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보내줌으로써 중간
에서 수수료 방식의 이익을 취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하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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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마진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데, 파견사업주가 얻게 되는 사업
상 이익을 전적으로 파견사업주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부
분이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업무의 일시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파견근로가 필
요하거나 적절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이유로 파견근로가 필요하다면, 근로자
를 보내주는 것만으로 이익을 취하는 파견사업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
부의 일자리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라도 파
견사업주가 아닌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워크넷 DB를 구축하고 있고, 각 지역
별 고용센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하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견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묵시적 근로관계의 법리는 한계가 있다. 파견근로의 기본은 사용사
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왜 근로관계가 묵시적인가 하는 것이다. 묵시적 근로관계를 다투기 위
해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실질적 역할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
으로 가기 이전에 현실에서 과연 이런 법리적 판단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가 있다.

다. 사회보장 불안정 :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노동시장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는 해고법률의 전반적 자유화가 어렵기 때문
에 파견제 확대는 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좋은 전략이 된다(Eichhorst
& Mark, 2012 : 77). 파견제 근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
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의 해고비용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
임금 급여를 낮추지 못하지만, 실제로 파견제 근로에 대해 효과적인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직기간이 짧기 때문에 임금과 비임금 급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Eichhorst & Mark, 2012 : 77).
사회보장법은 명시적으로 파견제 근로자를 사회보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보장법 조항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파
견제 근로자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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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로 규정하고(법 제3조제1항제6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
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로 정
의한다(법 제3조제1항제1호). 이러한 국민연금법의 규정은 파견제 근로자를 적
용 제외시킬 소지가 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
공’한다는 규정은 파견근로자처럼 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
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기는 하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배제시
킬 소지가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사용사업자와 파견사업자 중 누가 직장 가입
의 사업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9)
이러한 규정은 표준고용형태가 일반적인 노동시장 구조에서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고용계약을 맺는 사업자(파견사업자)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
용자(사용사업자)가 동일인이 아닌 파견제 고용형태가 존재하는 현재의 노동시
장 구조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법적 사각지대를 유발하게 된다. 사회보장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용자를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정의하고(법 제3조제2호가목), 이때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법 제3조제3호) 국민연금법과 달리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
부 책임이 파견사업자에게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원은 사업장의 의미에 대
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
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
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
니”라고 판시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
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법원은 명확하게 ‘고용관계’라
고 명시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건강보험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임을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9. 18. 선고 2008구합24828 판결)
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임을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다. 그러
9) 이에 대해서는 ILO(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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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법에서의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4. 용역근로자
가. 고용형태 정의
용역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별도의 용역근로자를 위
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용역은 본래 민법상 ‘도급’의 다른 이름이다. 민법
상 도급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수급인)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타방(도급인)
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민법상 도급계약의 대상인 ‘일’이란 근로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로서
건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가구의 제작이나 수선 등과 같은 유형적 결과뿐만
아니라, 원고의 출판, 화물의 운송, 병의 치료, 소송 사건의 처리, 음악의 연주
등과 같은 무형적인 결과도 포함한다(박제성 외, 2009 : 9). 일의 ‘완성’이란 근
로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근로를 제공하였
더라도 소기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으며, 반대
로 약정된 결과를 발생시키면 수급인 자신이 스스로 근로를 공급하지 않았어도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박제성 외, 2009 :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도급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여 하도급
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ㆍ수리위탁ㆍ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
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
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
정의한다(법 제2조제1항). 이때 용역위탁을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
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
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법 제2조제11항). 하도급법은 도급의 유형으로서
용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지식ㆍ정보성과물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
나 고용형태로서의 용역 근로는 하도급법의 용역위탁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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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에 나타난 용역 근로는 “용역업체에 고
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
는 고용형태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에 규정된 고용형태로서의 용역 근로
는 하도급법에 의한 용역위탁을 수행하는 근로라기보다는 민법상 도급을 위한
고용형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용역이란 민법상의 도급의
다른 이름으로서 일의 완성을 약정한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계약을 말하며, 고
용형태로서의 용역이란 도급의 수급인이 그 일의 수행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0)
현실에서 민법상 도급은 다양하게 불리는데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사내하
도급), 서비스업에서는 용역 또는 외주화, 공공부문에서는 민간위탁 등으로 불
린다(이병희, 2012 : 2). 법률에서 용역과 도급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향
이 있다. 개별법에서 용역이 언급되어 있는 법률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
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법｣ 등
2014년 10월 현재 총 162건에 달하고, 도급 역시 2014년 10월 현재 모두 71건
의 법률에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다.
용역(혹은 도급)근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견과 용역(도급)의 차이를 살펴보
면, 헌법재판소는 “근로자 파견과 민법상 도급은 모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가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채 간접고용의 형태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
용한다는 점에서 유사” 하지만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
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구법 제2조제1
호, 법 제2조제1호)으로서 노무의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고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민법
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10) 보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민법상 도급은 계약관계만을 의미하고 있는 데 반해, 하도급법
은 도급을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ㆍ용역위탁으로 도급의 종류를 분류하여 도급과
위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심재진, 2012 : 294). 민법상 도급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
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고(법 제664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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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4조)으로서, 일의 완성이 계약의 목적이며 도급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헌재 2013. 7.
25. 2011헌바395 : 940). 또한 파견과 도급의 차이로 파견 사업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파견법 제7조제1항) 민법상 도급은 그러한 허가를 요하지
않고, 그 계약의 목적이 노동력 자체인지 아니면 노동의 결과인지 여부, 실제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의 가능 여부 등
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헌재 2013. 7. 25. 2011헌바395 : 940).
그러므로 고용형태로서의 용역근로는 파견근로와 달리 고용사업주와 노동의
지휘ㆍ명령을 하는 사업주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업무 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받기만, 용역근로자는 고용계약
과 업무 지시 모두 용역업을 수행하는 사용자와 행한다. 2013년 3월 현재 용역
근로자는 68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에 달한다(김유선, 2013 : 53).

나. 고용 불안정 : 노동법에서의 배제
용역근로의 노동법에서의 배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용역근로의 노동법적 한계는 용역근로 자체가 노동법적 규정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모든 비정규 고용형태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ㆍ시간제ㆍ파견 근로만을 대상으로 하고, 최근 격렬한 노사갈등
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용역근로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병희, 2012 : 2). 불법파견이나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용자는 그런 판결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사내하도급 활용 관행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병희,
2012 : 2).
용역근로는 개념상으로 그리고 판례의 법 해석과 적용에서 파견과 구분되지
만, 현실에서는 용역이라는 이름하에 파견근로가 행해지고 있다. 용역근로가
중요한 사회적․법률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에는 용역근로가 한 가지 중
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용역근로 역시 파견근로와 마찬가
지로 ‘삼각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박제성 외, 200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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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아 각국의 입법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노동력 사용 방식인데, 용역(사내하도급)은 도급인(원사업주) — 수급
인(하도급 사업주) — 수급인의 근로자(하도급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 공급 또
는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노동관계, 즉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도급인이 일
정한 지휘명령권 또는 강한 지시권을 행사하는 관계가 나타난다(박제성 외,
2009 : 2).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의 직접 생산공정이나 대형 할인매장
및 백화점의 판매ㆍ계산, 건물의 청소와 경비 등은 형식상 도급계약서 작성을
통해 용역근로 형태를 취하지만, 원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용역근로가 아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박제성 외, 2009 :
10).11) 실제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ㆍ용역 등의 간접고
용으로 대체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병희, 2011). 공식적인 통계에
서 포착되지 않는 사내하도급을 고려하면, 간접고용의 증가는 더 클 것으로 예
상되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일부 근로형태만을 규율하는 비정규직법의 내재적
인 한계뿐만 아니라 불법 파견을 적발하고 시정하는 행정지도가 취약했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이병희, 2012 : 2).
둘째, 용역근로는 고용승계나 해고제한 등의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현재 사법부는 용역근로에 대해 상법상의 영업양도 개념의 틀로 접근
하여 노동법상의 고용승계나 해고제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
다.12)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영업이나 사업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반면, 용
역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원사업주가 도급이나 위임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
의 결과를 여전히 향유하기 때문에 영업양도와 용역은 고용관계의 문제에서 다
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심재진, 2012 : 295). 그럼에도 사법부는 원사
업주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다룬 판결에서 아파트
관리업무의 용역업체로의 위탁이 관리비 절감 등의 경영상의 긴박한 욕구의 필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에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
11)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
으나, 실질적 근로관계에서 파견근로이기 때문에 그 근로형태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12) 심재진(2012)은 용역근로라는 표현 대신 사업의 외주화(outsourcing)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고용형태로서의 개념적 정의는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 고용형태에 대해 합의한 개념
인 용역근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용역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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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부탁하는 정도를 해고회피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심재진, 2012). 용
역근로는 직접 운영하던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줄 경우나 용역업체를 변경하게
될 경우 등에서 고용승계와 같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13)

다. 사회보장 불안정 :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용역근로자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상 대상으로서 노동법상의 규
제에서 다소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에서도 크게 쟁점이 되지는 못했
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용
역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이 도급인인가 수급인인가 하는 예상 쟁
점에 대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
으로써(법 제9조제1항)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
부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다른 사회보험에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서비스 제공이나 일의 완료를 기준으로 건당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의 용역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취급하여 대우할 경우 근로자는
비공식 고용에 놓일 위험이 높고, 사용자는 사회보장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
지 않게 된다. ILO(2003; 2012)는 이러한 방식의 용역근로가 사회보험료와 소
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비용절감형 고용(cost-saving employment)으로 활용
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에
서는 민사상 건당 계약 방식이나 일용 형식의 용역 근로를 규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 고용형태 정의
노사정합의안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표현이 의
13) 용역근로의 구체적인 형태별 노동법상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재진(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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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바는 흔히 특수고용이라고 불리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실질적 측면에
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와 판례 등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있어 ‘종
사자’로 불린다.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의미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노동법적 보호로부터 배제
된다는 것이다. 인적종속성을 전제로 한 사용종속관계 기준으로 근로자성이 인
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는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노동법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영업자성이
다.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그 판례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해석하고 있지 않다(도재형, 2013 : 208). 법원의 해석을 통해 자영업자를 “근로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고, 사업계획ㆍ손익계산ㆍ위험부담 등의 주
체로서 사업 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고 강행법규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자”로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도재형, 2013 : 209). 또는 법원이 근
로자성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 틀 속에서 자영업자
적 요소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적 요소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
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
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②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
고 있는지 여부”(심재진, 2013 : 203～205)이다.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러
한 자영업자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라
는 틀 속에서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나. 고용 불안정 : 노동법에서의 배제
2013년 3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3.1%에 달하지만(김유선, 2013 : 53), 자영업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규율
할 수 있는 노동법적 규율이 전혀 없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

14) 장우찬(2014)의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자영인으로 구분하고, 사용종속
관계의 요소 중 전속성ㆍ계속성ㆍ비대체성을 기준으로 자영인을 일반 자영인과 산재보험
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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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종사자를 비정규 근로자의 범주로 넣는 것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
안정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무공급자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그 인적 적용 대
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재형, 2013 : 20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확대는 1990년대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로 나
타난다. 기존에 정규직이 행하던 업무를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근로자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강제 혹은 유인하는 방식에 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확대되었다(도재형, 2013 : 210).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장 자영업자로서 실질
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이 아닌 도
급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
인 통제 방식 대신에 간접적인 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
무수행의 자율성이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도재형, 2013 : 211). 그러므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는 실질적으로는 종속성을 갖지만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인정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관계로 인해 일부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 근로하는 직종에서 표준계약서 없이 불평등 지위에 의한 계약 체결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없어 장시간 및 불규칙 근무로 과로와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고, 실적 저조 시 해고나 무단 휴무 시 벌금, 법정 휴일에
영업 행위 강요 등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근로하고 있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201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다. 사회보장 불안정 :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사용자가 해고비용 절감이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 고용을 활용하는 방
식 중에 대표적인 방식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종속 근
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다(Eichhorst & Mark, 2012 : 77). 특히 비스마르크식 체제에서 자영업
자는 사회보험제도에 포괄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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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여가 낮고, 임금경직성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비용도 없다(Eichhorst
& Mark, 2012 : 77). 이런 접근 방식은 근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타당한 방식이
아니며, 더 나아가 실제로 종속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대우하는 ‘가짜 자영
업(bogus self-employment)’ 등의 법적 회색지대를 유발하게 된다(Eichhorst &
Mark, 2012 : 77). 사회보험 등에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
고 있다면 사용자는 이 유형의 비정규직을 만들 유인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법에서의 규정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법이 노동법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짜 자영업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 활용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장 불안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
태근로종사자 중 일부인 6개 직종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특례 규정을 통해 일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동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로
상정하고 있다(법 제1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직종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집
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퀵서비스 종사자로 한정된다(시행령 제125
조).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12년 현재 약 39개 업종에 종사하며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12 :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인정
되지 않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화물연대운송차주, 홍익회
판매원, 프로선수, 대리운전자, 영화산업스태프, 오케스트라 단원, 방문 판매원,
간병인, 텔레마케터, 정수기 코디, 수도검침원, 시청료 징수원 등 다양하다(국민
권익위원회, 2012 : 1). 산재보험에서 소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 대상
자로 인정되고 있을 뿐 나머지 3대 사회보험법은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전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둘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사회보장법 일부는 여전히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를 배제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규정(법 제3조제1항제6호)과 ‘사업장에서 노
15)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특례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우찬(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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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제공’한다는 규정(법 제3조제1항제1호)을 통해 존재한다. 그러나 ‘소재지
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제2호). 이러한 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레미콘기사와 같은 근로자를 국민연금에서 배제시킬 소
지가 있다. 동시에 학습지교사와 같이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근로하는 근로자
역시 배제시킬 소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
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시행령 제9조제3
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이고(법 제3조제2호가목), 이때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법 제3조제3호)
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배제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동일한 문제가 예상된다.

6. 일일근로자
가. 고용형태 정의
일일근로자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누가 일일근로자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일일근로는 일용근로로 불리기도 하고, 호출근로로 불리기도 한다. 하루나 며
칠 혹은 몇 주 단위로 근로를 계약하는 형태인데, 노사정합의안에 의하면 일일
근로는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
하는 형태”를 말한다.

나. 고용 불안정 : 노동법에서의 배제
2013년 3월 현재 일일근로자는 79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4.5%에 달
한다(김유선, 2013 : 53). 일일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는 제한적으로 이루어
진다. 대법원은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 외부 제작요원이 형식상 일용근로
자이나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그 근거로서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
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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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
을 계속 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만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
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라고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원고들의 월평균 근무일수가 25일 정도이고, 원고들이 참여하던 프로
그램을 마치고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 공백기간을 갖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았으며, 위 기간을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식하여 온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들이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기간만이 아니라 피고 공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일용근로의 기준으로 제시한 25일 이하 근무
기준은 본 소송이 진행된 시기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음을 감안
하면, 주6일 상용근로자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준으로라면 월 20일 이내의 근로가 일용근로인가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종속성의 기준이 월 20일이 절대 기
준으로 삼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법
원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개월 동안 최소
한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그러나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 상용근로자로 판단하고, 일용관계가 상당 기간 동안 단절이 되는 경우
는 상용근로자에서 제외하였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그러므로 일용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는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해서 실질적 상용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등의 노동법상의 보호조치가 행해
지지만, 일용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의 보호로부
터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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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보장 불안정 :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국민연금법｣은 일용근로자를 국민연금의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한다(시행
령 제2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
자”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한다(법 제6조제2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
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
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
자’라 한다)”로 규정함으로써(시행령 제23조), 일일근로자란 임금 지급 기준이
일당인 근로자임을 나타낸다. 또한 동 시행령은 단서조항을 통해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
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금산정 기준이 근로일인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지급 기준과 근로기간을 결합하여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타난다. 대법원(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은 일용으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하
게 되면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지속성과 상근성
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Ⅳ. 결 론

비정규 고용형태별 불안정 노동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비정규 고용형태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정규 근로자는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장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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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서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고용 불안정과 사회
보장 불안정의 요소별로 도식화해 보면 <표 3>과 같다.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에 모두 노출되어 있는 고용형태는 용역근로,
특수형태근로, 일일(호출)근로이고, 일부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시간제 근로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에서는 불안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에서는 안정적
인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의 비정규 고용
형태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연구(Eichhorst & Mark, 2012)와 비교해 볼 때 유
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 근로에 대한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장법적 보호
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어떤 수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정규 고용지위 중 대부분의 고용형태는 질 좋
은 일자리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비정규 고용대책으로서의 노동법
과 사회보장법의 보호는 대부분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불안정 노동과
불안정 사회보장의 틀 속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모두를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사회보장에서의 안정을 제외하고, 비정규 고용형태는 고용 불안
정 요소가 너무 크고, 일부 고용형태에서는 사회보장 역시 불안정하게 나타났
<표 3> 고용형태별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
고용형태

불안정 노동
고용 불안정

사회보장 불안정

기간제

불안정

안정

시간제

일부 불안정(5인 미만)

일부 불안정(초단시간)

파견

불안정

안정

용역

불안정

불안정

특수고용

불안정

불안정

일일(호출)

불안정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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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비정규 고용형태에 대한 대책은 고용 불안정을 해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사회보장에서의 불안정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고용형태별로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문제의 경우 특정 고용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어떤 사회적 위험은
시급하고, 어떤 사회적 위험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특수
고용 근로자는 산업재해는 시급하고, 건강상의 문제나 노후소득보장, 실업의
위험은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고용형태별로 모든 사
회보장의 문제를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고
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 입법의 문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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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carious Work of Non-Standard Workers : Exclusions
from Labour Laws and Social Security Laws
Seo Jeonghee
This study analyzes how precarious non-standard workers are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exclusions from labour laws which mean precarious
employment and exclusions from social security laws which mean precarious
social security. The summary of this analysis are followings. First,
economically dependent work, subcontract work and daily employed work
are precarious employment and precarious social security. Secondly, part-time
work is partially precarious employment and partially precarious social
security. Thirdly, fixed term contracts work and agency work are precarious
employment but non-precarious social security.
Keywords : non-standard employment, precarious work, precarious employment,
precarious social security, fixed term contracts work, part-time work, agency
work, subcontract work, economically dependent work, daily employ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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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가구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많은 시기 동안
여성의 소득 격차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야기했지만,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
구에서는 남성의 소득 격차가 더 가구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08년부터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여성
의 시간제 근로가 확연히 증가한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2002~2007
년)와 이후 시기(2008~2012년)로 구분하여, 남성 배우자가 정규직, 비정규
직, 그리고 자영업주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가구소득에 대한 여성 시
간제 근로의 종단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간제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은 예상대로 2008년 이후에 더 뚜렷했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의 가구소득 불평등 효과를 2003년과 2012년에 5분위의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2003년과 달리 2012년에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가구 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했다. 주당 노동시간이 가구 간 소득불평
등을 심화시켰지만, 시간당 임금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자 시간제 노동시간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았
고, 2008년 이전과 이후 시기 모두에서 시간제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배우자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특성은 2008년 이후에 더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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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득불평등을 분석할 때 분석 단위는 가구일 수도 혹은 개인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가구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개인들이 겪는 불평등 정도의 합일까, 개인
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그대로 가구의 소득불평등으로 이전되는 것일까? 아직
성 평등적 균형(gender-equality equilibrium)이 달성되지 않은 노동시장에서 대
부분의 여성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해 있다. 하지만 기혼 여성이
겪는 소득불평등 문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함께 추산되는 가구소득 때문에 은폐
되며, 때로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가정하고 지불되는 가족임금(family wage)
하에 정당화되었다. 여성의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 기여한다면 가구소득 불평
등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금까지 기혼 여성의 일을 용돈 벌이(pin-money)나
이차소득원으로 간주해 온 사회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설명할 때 가계경제에 대한 근로소득의 효과와 사회
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성이 경제활동
을 하여도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이런 기대는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도입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도 ‘양질
의 시간선택제 일자리1)’를 장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과 컨설팅 지원 등을 하였고,2) 박근혜 정부도 인건비, 사회보험, 컨설팅
1)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제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편견도 없이 여건과 상
황에 맞게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 개인의
자발적 수요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4대보험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전일제 대비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로 정의된다. 정책적으로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신규형 시
간선택제 일자리와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김유휘 외, 2014 : 112).
2)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3개
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한도에서 인건비의 50%를
1년 간 지원해 주는 내용이었다. 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컨설팅 지원’은 사업주가 시간
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무설계, 노무체계 개편, 신규직무 창출 등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었다(2012년 10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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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 시간제 근로자 수와 비정규직 중 비율
(단위 : 천 명,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 연도 8월.

비용,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 242만 개까지 늘린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만들어, 2014년부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채용했다. 그런데 시간제 근로는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반듯한 시간제 근로’는 열악한 근로조건이라
비판받았고3),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임금이 낮고 고용보장도 안 되어 비정규
직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4). 이 밖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간의 전환이나 근로자가 시간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 및
직종이 제한적이고, 고용주의 전환도 ‘노력’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전일제 근로와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김
유휘 외, 2014 : 117〜118).
그런데 시간제 근로는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

3)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은 4주 기준 102.7시간으로, 주당 25.7시간이었다.
평균임금은 4주 기준 78만 3,500원, 시급으로는 7,630원으로 2013년 시간당 최저임금 4,860
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2013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자료, 세계일
보, ｢말로만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2013. 10. 16 기사).
4) KBS 뉴스,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과는 ‘글세’｣, 2014. 6. 2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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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2008〜2012년) 때 시간제 근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증가하여 성별
로 불균등한 모습을 보였다. 2012년 8월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남성 50
만 6천 명, 여성 132만 명으로 총 182만 6천 명이었는데, 특히 여성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이명박 정부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1.9%를 나타내, 이명박
정부의 초기인 2008년 8월 31.2%보다 10.7%포인트가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남성이 13.8%에서 18.4%로 4.6%포인트만 증가한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 참조). 실제로 2008년 8월 시간제 여성 근로자는 85만 7천 명이었지만,
4년 만에 46만 3천 명이 증가하여 132만 명이 되었다. 같은 기간 남성은 37만
2천 명에서 50만 6천 명으로 13만 4천 명이 증가하여, 증가폭이 여성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처럼 시간제 근로는 여성에게 편향되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이 가구의 소득불평등 문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하
여 소득이 증가한다면 가구소득도 증가하고 보다 평등해질 수 있는 것일까, 그
래서 가구소득에 대한 여성 노동의 기여를 백안시했던 기존 관념들이 수정되는
기회가 될 것일까?
[그림 2] 기혼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와 여성 비율
(단위 : 천 명,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G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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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혼 여성의 시간제 근로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2002년부터 최근 2014년까지 기혼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 또한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림 2 참조). 기혼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가장 낮을 때도 2006년 75.3%로, 매년 기혼 시간제 근로자 중
약 5분의 4는 여성이었다. 특히 2008년부터 기혼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2.9%포인트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
을 보였다. 이후에도 기혼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7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2008년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기혼 여성
은 배우자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여부와 강도를 결정한다. 예컨대
기혼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가족 부양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두는 경향이
있다. 가구의 생계부양자를 남성으로 상정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성역
할 고정관념이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맞벌이 부부
일지라도 가족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에 대해 기혼 남성, 기혼 여성, 미
혼 남성, 미혼 여성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아, 기혼 남성이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을 고수하는 것 못지않게 기혼 여성도 여기에 순응하는 정도가 높았다(공
선희, 2009 : 20, 22). 마찬가지로 기혼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에도 노동
시장의 참여와 근로시간의 선택은 배우자의 영향 하에 결정될 것이다. 이 글은
여성의 시간제 근로와 가구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지만, 배우자
와의 관계에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갖는 권력과 영향력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가구소득은 부부합산소득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시간제 근로
는 월 임금이 낮아서 임금 차이의 상당 부분이 노동공급의 양, 즉 노동시간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주당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여성 시간제 근로자
의 노동공급이 이 부부합산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
동시간이 길더라도 단위시간당 소득이 낮으면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당 임금도 포함하여 분석한다. 지금까지 여성의 시간제 근로
는 가정의 이차적인 소득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과연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소
득이 부차적이고 배우자 소득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것이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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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 젠더 관점에서 여성의 시간제 근로의 의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적다면 성, 고용형태 등에 의한 임금 차별
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 차별을 크게 받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시간제 근로의 임금격차는
인구학적 요인, 교육, 근속기간, 사업체규모, 종사상 지위, 산업 등 설명될 수
있는 차이에 의한 것이었고(금재호 외, 2013 : 34),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에는 연령, 교육수준,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 등이 같다면 임금격차가 발생하
지 않았다(성재민, 2014 : 29). 대신 시간제 일자리가 특정 산업과 직업군의 저
임금 일자리에 집중됨에 따라 ‘저임금 직업의 직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
가 심화되어 여성 시간제 근로의 임금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성재민, 2014 :
29).
하지만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시간제 근로자는 법에 따라 전일제 정규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에 비례하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비례보호의 원칙),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
자리는 2012년 기준 3.3%(6만 개)에 불과한데(이준협, 2013)5), 더욱이 우리나
라의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이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 등 저임금 취약계층이
다. 특히 여성은 ‘시간제 근로의 여성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비
율로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여성은 시간제일 가능성이 남성의
3배 이상이며, 학력이 낮을수록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모든 학력
수준에서 시간제 종사율이 남성보다 높았다(금재호, 2014 : 35). 또 2013년 기준
5) 이준협(2013 : 13)은 “자발적인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며,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을 제공하고,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 이상인 시간
제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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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 약 37%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60세 이상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 중 하위 일자리는 81.4%에 달한다(김복순, 2013 : 143).
2008년 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중고령 여성들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특성이 있는 것이
다(신경아, 2014 : 101). 그럼에도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이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이라 그런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약 83%는 이렇게 열악한 일자리라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
였다(김복순, 2013 : 137). 또 여성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거나 경력단절 후
재진입할 때, 체력 안배 등 건강상 이유로, 그리고 가구주가 부재하거나 퇴직을
하여 가구소득을 보완해야 할 때나 가구소득이 낮아 생계활동이 필요할 때 상
대적으로 노동시장의 진입이 쉬운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고 있다(성지미 외,
2012 : 58〜59).
그런데 이처럼 시간제 근로를 여성이 선택한 결과로만 본다면, 시간제 근로
자 중 44.2%만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고 절반이 넘는 55.8%가 비자발적
으로 시간제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금재호, 2014 : 36). 일-가정양립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여성의 수요에 의해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는 면도 있지
만, 가정, 복지, 사회 영역에서 여성에게 시간제 근로가 ‘주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업사회에서 여성은 자녀들과의 교류를 포기하는 것을 싫어
하기 때문에 여성들 대다수가 시간제 근무를 원한다고 간주되었으며(엘리자베
트 벡, 2014 : 30), Hakim(2003)은 여성이 직장 일보다 가정생활을 더 선호하여
시간제 근로같이 이차적이고 배우자에게 종속적인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사회는 남성을 노동시장의 삶으로, 여성은 타인을 돌보는 일로
성역할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작동하는 사회였다. 즉 여성의 삶은 교육, 법률
등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정의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남성에게만 보
장되었다. 현대사회에도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강조하는, 성별 역할 분리의 실
례인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이 존속하고 있다(배규식, 2010 : 이주희, 2013).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성역할이 제도화된 ‘젠더레짐’ 하에
서는 자녀 양육과 가족의 돌봄 책임이 국가가 아닌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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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혹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지원정책에 의해 젠더레
짐이 전환되어도, 여러 상반된 요인들에 의해 완전한 부부 동등 맞벌이형으로
가기보다 1.5소득자모델 혹은 남성 우세형 맞벌이형으로 귀결되었고(장지연
외, 2014 : 223), 이것의 한 예가 여성의 시간제 근로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선택했다기보다 사회의 제도화된 성역할 규범인 젠더레짐에 의
해 여성의 경제활동은 시간제 근로로 제약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하게
‘성평등적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의 여성은 시간제로 일하며 자녀
를 방치하지만, 고소득 가구의 여성은 배우자와의 동질혼으로 더 높은 소득을
얻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쉴 자유도 얻는다. 그래서 이러한 돌봄시간의
차이로 인해 가구소득 불평등은 자녀 세대로까지 이전되어 존속될 수도 있다
(에스핑 엔더슨, 2014).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는 여성의 수요보다 시장의 필요, 저출산과 고
령화라는 인구학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려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논의
도 주로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원할 때 지원 가능한 양육관련 복지정책이 아니
라 노동시간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
한다는 시혜적 차원의 ‘일자리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신경아, 2014 :
87). 또 시간제 근로는 여성에게 제한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
시에 돌봄 부담도 전가하는, 즉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성별 분업구조를 오히
려 더 강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독일의 구서독 지역은 시간제 고용 확대
중심의 일-가족양립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
고용이라는 성별 분리 현상이 뚜렷해지게 되었다. 또 구동독 지역의 여성은 노
후에 도움이 될 정도의 실질적인 시간제를 원해서, 결국 시간제는 전일제를 구
하지 못해 마지못해 일하는 잔여적인 선택지로 전락하였다(홍찬숙, 2011 : 369).
따라서 시간제 근무가 노동시간의 선택이라는 권리 행사 차원에서 증가하기보
다 성과 중심의 정책 차원에서 여성에게 ‘주어질’ 때, 오히려 보수적인 젠더레
짐으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계속 여성에게 제도적 억압이 ‘주어진다
면’,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산업사회의 수동적이고 불평등한 근로와 마찬가지
가 될 것이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문지선) 

51

2. 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
가구소득은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자본소득),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근로소
득이 주된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김진욱 외, 2010; 장지연 외, 2013; 이
병희, 2014), 특히 근로소득 중 임금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
로 지목받아 왔다(최바울, 2013).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개인단위
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심각하지만, 가구단위에서는 가장 평등한 국가로 보고되
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덕에 가구소득은
높지만(장지연, 2012),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공적소득이전 등 재분배정책이
반영된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불평등한 게 현실이다(장지연 외, 2013 : 75～76).
즉 우리나라는 개인단위의 노동시장 불평등이 노동공급에 의해 가구단위에서
완화되지만, 소득재분배제도가 부실한 탓에 최종 가구소득이 낮은 것이다. 결
국 저소득층 가구로서는 이래저래 여성이나 가구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한 늘려
가구소득을 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장지연, 2012 : 153).
이처럼 하위소득계층 여성의 고용률과 노동시간 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고소득계층 여성의 노동공
급이 증가한다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구소득 불평등도
는 어떤 소득계층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한지가 관건이 된다. 이성림(2005)
에 따르면, 중하위층 여성 배우자의 취업률 효과가 상층 여성 배우자의 취업률
효과를 압도하여, 여성 배우자의 취업이 가구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었다. 여
성 배우자의 취업으로 소득계층의 변동도 있었는데, 여성 배우자가 취업한 경
우 약 54%는 소득계층이 상승했고, 약 39%는 변동이 없었으며, 하락은 7%에
불과했다. 하지만 만약 최고소득층인 10분위 가구에서 여성 배우자가 취업하면
월평균 소득 기여 액수가 1분위 가구에서보다 6배나 높았고, 가구주 소득 대비
기여율과 총 가계소득 대비 기여율도 10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고
소득층 여성의 취업률이 중하위층 여성보다 높으면, 계층 간 소득 격차는 확대
될 위험이 있었다. 최바울(2013)은 남편과 아내의 노동소득이 가구소득 불평등
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노동소득 불평등의 증가기(2003〜200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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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편의 취업 비중 변화가, 노동소득 불평등 감소기(2008〜2010년)에는 아내
의 취업 비중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08년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은 주로 저소득가구 아내의 취업 비중이 증가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김수정(2014)도 1998년 외환위기의 충격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커서, 현재
남편 소득에 비해 아내 소득 불평등도가 더 높은 상황이지만, 여성의 노동공급
이 특히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아내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가
구소득 불평등도 감소했음을 보였다. 그런데 여성의 노동공급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하위소득계층부터 중간계층 이상의 소득계층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서,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이 상반되게 변하기도 한다(장지연, 2012; 장
지연 외, 2013). 미국의 경우 1970년 이전에는 저임금 남편을 둔 아내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여 가구소득이 평등했지만, 1970년 이후에는 중간이상 소득자 아
내들의 참여 수준이 더 높아 가구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Maxwell, 1990).
여성의 노동공급이 소득계층 전방위로 확산될수록 가구소득 불평등은 더 확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은 본인의 경제활동 여부를 남편 소득에 따라 결
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남편의 소득이나 가구소득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여성은 본인의 임금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만, 배
우자 소득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참가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윤자영, 2012). 남
편의 소득 분위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남편
을 둔 기혼 여성이 가장 강했으며, 저임금을 받는 남편을 둔 여성의 고용률만
배우자 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듯 모든 소득 분위에서 여성의 노동공
급이 증가하더라도 남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장지연 외(2014)에서도 남편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아내가 전일제 고
용으로 취업할 확률이 낮았다. 상위소득계층 남편의 아내가 전일제로 일할 확
률은 중위소득계층 남편의 아내보다 줄곧 낮았고, 중위소득계층 남편의 아내가
전일제로 일할 확률도 하위소득계층 남편의 아내보다 대체로 낮았다. 그러나
여성의 시간제 고용에 대한 남편 소득의 영향은 전일제 고용만큼 크지 않아서,
중위소득계층의 아내와 저소득층의 아내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가구의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임금도 가구소득 불평등
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가구별 가구원 간의 임금 격차가 크다면 가구소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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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커지게 된다. 특히 가구소득 불평등에는 가구의 주소득원인 가구주 임금의
영향이 가장 커서(장지연 외, 2013: 79; 구인회 외, 2007),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도 가구주 간의 임금 격차가 더 클 경우 가구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공급과 임금 이 두 변수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기도 한다. 한
예로 이철희(2008)는 가구소득 불평등이 가구의 노동공급보다 주로 임금 불평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우자보다 가구주의 임금에 주목했는데, 배우
자 임금은 격차가 확대되어도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가구소득
격차 확대에 대한 설명력이 가구주의 임금 격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하위 가
구 가구주의 노동공급(고용률과 근로시간) 감소는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의 약
3분의 1을 설명했지만, 가구주의 임금불평등 증가는 최상위 및 최하위 가구소
득 격차 확대의 77%를 설명했다. 그런데 하위소득 가구의 배우자는 가구주와
똑같이 임금이 감소했음에도 노동공급은 반대로 증가하여 소득불평등 증가가
상쇄될 수 있었다. 결국 가구주의 임금 격차 감소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노동공
급 증가도 가구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요인인 것이다. 장지연 외(2013: 90〜92)
도 1996년과 2011년 두 시기 동안 10분위와 1분위 간 가구 가처분소득 격차를
분석하여, 두 기간 동안의 불평등 확대에 취업률로 측정한 노동공급(28%)보다
취업소득 격차(122%)의 영향이 더 컸음을 실증했다. 특히 가구주의 취업소득
격차는 가구소득 격차의 111%를 설명하여 배우자의 취업소득 격차(11%)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 또 가구주의 취업률 격차가 전체 가구소득 격차의 27%를
설명했지만, 배우자의 취업률 격차는 1%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병희(2007)는 시간에 따라 임금불평등과 노동공급 격차의 영향이 다
를 수 있음을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약화된 시기
(1999〜2002년)와 증가한 시기(2003〜2006년)에서 1분위와 5분위 간 가구소득
격차를 분석하여, 전기에는 부부의 근로소득 격차 확대가, 후기에는 부부의 노
동공급 격차 확대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더 확대하는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즉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가 외환위기 직후에는 주로 가구주 근로소득의 격차 확대
에서 기인했다면, 그보다 이후에는 가구소득분위별 노동공급의 격차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시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가구소득 불평등을 결
정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성별에 따라서도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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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다. 가구소득 불평등은 주로 노동소득 불평등
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시간당 소득인 임금률의 불평등에 의한 것이었다. 그
런데 남성은 임금률의 불평등이 가장 주된 요인이지만, 여성은 임금률뿐만 아
니라 근로기간과 노동시간의 차이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여성 취업자의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중간 분위(3분위)와 하위 분위(1분위) 간 소득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근로기간, 노동시간, 임금률 순으로 높아, 여성 저임금 취업
자의 저소득은 낮은 고용안정성과 짧은 근로시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
(이병희, 2014). 여성은 남성보다 집단 내 소득불평등과 소득불평등도의 변동
폭 모두 커서 여성 집단의 높은 소득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도를 높이고 있
다(김혜연 외, 2009). 가구소득 불평등은 부부소득의 동질성에 의해서도 결정되
었는데, 이처럼 여성 내부의 소득 격차가 클 때 영향력이 더 컸다. 예컨대, 부부
가 모두 고소득자로 동질적이더라도 여성들 간의 소득불평등이 큰 경우가 여성
집단의 소득불평등이 작은 경우보다 가구 간 소득불평등이 더 컸다. 심지어 남
편들의 소득 분포는 부부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부인들 내
부의 소득불평등 증가와 부부소득의 동질성 증가는 부부소득 불평등을 증가시
켰다. 여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소득 양극화 상황에서,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신
광영, 2013 : 195〜197, 209〜210). 반면 김수정(2014 : 116)은 고소득 가구 여
성의 노동공급이 동류혼과 결합하면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지만, 고
소득 배우자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아 소득동류혼의 경향이 약한
탓에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
다. 그러나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부소득이 아닌 학력과 직업의 동질혼으
로 맞벌이 가구의 가구소득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부부의 고학력 동질혼이나
고소득 가구의 직업 동질혼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 격차가 증가할 수도 있었다
(석재은 외, 2013 : 183). 가구 간 소득불평등이 부부의 소득 외에 학력과 직업
등의 동질성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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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 과정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인의 일자리 특성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개 연도의 자료를 구축한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크게 3개의
분석을 하였다. 먼저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더 가구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 개괄적으로 파악해 본다. 그 후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확연히 증가한 2008
년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20026)〜2007년)와 이후 시기(2008〜2012년)로 구분
하여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 여성의 노동공급(주당 노동시간)과 임금률
(시간당 임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종단 영향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남성 배우
자가 정규직7),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업주(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인 경우로 가구를 구분하며, 여
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도 역시 패
널 분석을 하여 비교해 본다8). 또 2008년 이전과 이후 시기에서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여성의 소득 격차가 가장 큰 2003년과 2012년에 5분위의 분위회귀
분석을 하여(표 3 참조), 소득계층별로 여성 시간제 근로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시간제 근로의 가구소득 불평등 효과를 배우자
6) 한국노동패널에 파견, 용역, 특수고용, 재택근로, 호출근로 등의 비정규직 유형이 모두 구
분된 것은 5차 연도인 2002년부터라 할 수 있다. 또 3차 연도인 2000년에는 자기선언적
고용형태 변수가 조사되지 않았다. 이에 안정적으로 일자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2002
년부터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있는 가구를 분석하였다.
7) 정규직을 엄격하게 정의하여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이고, 직접 고용되었으며, 전일제로 일
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한 경
우'로 구분한 결과 표본 수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어, 고용형태를 응답자가 직접 구분하는
자기선언적 고용형태 구분 변수를 이용하였다.
8) 여성 전일제 근로자 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구와 비교한 이유는, 전일제 근로자는 임금근
로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표본 수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또 임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이 취업한 경우가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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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형태에 따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며, 여기서는 배우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각 가구의 표본 수가 적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2〜
2007년과 2008〜2012년으로 자료를 묶어(pooling) 분석한다.
이 글은 여성의 노동공급 및 임금률과 가구소득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정
하기 위해 세후 월평균 근로소득을 가구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또 여
성의 경제활동이 부부의 관계적 차원에서 결정된다고 보아 부부는 사실혼을 포
함하여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별거 중 제외), 학생과 은퇴
자를 제외하기 위해 25〜59세의 부부만 분석하였다. 종단 분석 시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2년 이상 부부가 근로자였던 경우만
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한 결과,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2008
년부터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확연히 그 수가 감소하였다.9) 시간제라 할지
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이들을 빼고 비정규직 근로자로만 분석하
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표본 수가 더 적어지는 문제
가 있어 정규직도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포함하였다.

2. 변수 설명
독립변인인 여성의 노동공급은 주당 노동시간으로, 여성의 임금률은 시간당
임금으로 측정하였으며, 정규분포와 가깝게 하기 위해 종속변인인 부부합산 월
평균 근로소득과 함께 로그값을 이용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산업, 직업, 기업
규모의 ‘노동시장 특성’과 부부 평균연령과 부부 교육연수합인 ‘부부인적특성’
을 이용했다. 여성 내부에서도 생계 문제의 책임감이 다른 만큼 여성 내의 변이
9)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변화
(단위 :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시간제
정규직
여성

37

33

17

19

13

8

3

4

2

1

0

시간제
비정규직
여성

80

76

77

78

75

81

78

120

131

14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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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여, 예컨대 학력을 교육수준별 더미변수로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것
이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고학력 여성은 자신의 선호와 본인이 인식한 기회
상황에 따라 경제활동 여부를 결정하지만, 저학력 여성은 스스로를 이차소득자
로 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에스핑 엔더슨, 2014 : 47). 그런데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변수(confound variable)로서
분석에 포함되는 의미만 있을 뿐이므로(김현식 외, 2012), 더미변수로 통제변수
의 수를 확장하지 않았다10). 대신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
치는 영향을 부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 글의 취지에 맞게 부부관계적 차원
에서 부부의 평균연령과 교육연수합을 포함하였다.
<표 1> 분석에 이용되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설명

종속변수 가구소득
독립변수

부부합산 월평균 근로소득(자연대수)

여성의 노동공급

주당 노동시간(자연대수)

여성의 임금률

시간당 임금(자연대수)

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1(기준변수),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2, 운
수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 임대업, 기계장비 임
대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연구 및 개
발, 회원단체, 외국기관=3, 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 출판, 영상, 하수폐기물 처리, 수리 서비
스업=4

직업

의회의원, 경영전문직, 준전문가=1(기준변수), 사무
직, 판매서비스직, 보안서비스(군인 포함)=2, 생산
기능직, 단순노무직=3

기업
규모

1~9=1(기준변수), 10~299=2, 300 이상=3

노동 여성
통제변수 시장 및
특성 배우자

부부인적특성

부부 평균연령
부부 교육연수합

10) 또 여성과 남성 각각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더미변수로 넣었을 때 다중공선성 문제로 빠
지는 변수가 많아서였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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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25〜59세의 맞벌이 가구는 2012년 1,145가구로 2002년보다 368가구가 증가
했고, 특히 2009년에는 전년도보다 143가구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
냈다. 하지만 2009년 가구소득은 전년도보다 4.7만 원, 전년도 소득의 1.1%가
증가하는 데 그쳐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여성 시간제 근
로자 가구도 2009년 전년보다 43가구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53.1%)을
보였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가구소득은 맞벌이 가구와 달리 부침을 거
듭했지만, 가계 소득 대비 기여율인 여성 소득의 비중은 전체 가구와 마찬가지
로 2006년에 가장 높고, 2011년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09년에는 가구 수가 증
가했음에도 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9.7만 원, 3.0%가 감소하여, 2005년(10.9%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가구소득 감소율을 나타냈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가구 수가 감소해도(2004년, 2008년) 가구소득이 감소한 적은 없었지만,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는 2005년과 2009년 가구 수가 증가했음에도 가구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가구소득 내 여성 소득의 비중은 이렇게 가구 수와 가구
소득의 증감 방향이 다른 2006년에 27.2%로 가장 높았고, 2005년에도 26.3%
로 세 번째로 높았다. 가구 수가 많아져도 가구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은 평균적
으로 가구당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구소득 내
여성 소득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종합하면, 여성이 시간제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해 시간제 가구가 증가했지만 저임금으로 인해 가구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
향이 작아 가구소득은 여전히 낮은 것이다. 2009년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했음에도 가구소득이 감소했고, 이들을 포함한 맞
벌이 가구의 가구소득 증가율도 가장 낮은 1.1%에 그쳤던 것이 일례이다.
그러나 부부 중 누구의 근로소득이 더 가구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맞벌이 가구와 달리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는 남성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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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맞벌이 가구와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가구 수, 만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777

815

812

840

854

894

가구소득

283.9

320.1

335.7

346.9

370.8

388.0

남성소득

173.9

194.7

209.0

211.5

222.7

239.7

여성소득

110.0

125.4

126.7

135.4

148.1

148.2

여성소득 비중

38.7

39.2

37.7

39.0

39.9

38.2

여성시간제
근로자가구

117

109

94

97

88

89

가구소득

207.5

238.2

283.0

252.1

267.7

297.7

남성소득

152.4

180.8

222.8

185.9

194.9

226.2

여성소득

55.1

57.4

60.2

66.2

72.8

71.5

여성소득 비중

26.6

24.1

21.3

26.3

27.2

24.0

맞벌이가구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가구

885

1,028

1,091

1,113

1,145

가구소득

410.1

414.8

431.4

454.0

472.3

남성소득

254.0

258.4

269.0

287.0

297.3

여성소득

156.2

156.4

162.5

167.0

175.0

여성소득 비중

38.1

37.7

37.7

36.8

37.1

81

124

133

142

147

가구소득

324.5

314.8

342.3

373.6

382.1

남성소득

255.5

242.7

266.9

295.5

300.9

여성소득

68.9

72.1

75.3

78.0

81.1

여성소득 비중

21.2

22.9

22.0

20.9

21.2

여성시간제
근로자가구

격차가 가구소득 불평등과 더 관련이 있었다. 맞벌이 가구는 세 연도(2004년,
2009년, 2011년)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소득 격차가 남성의 소득 격차보다 컸으
며, 가구의 소득 격차도 남성보다 컸다(표 3 참조). 따라서 2000년 이후 대체로
여성의 소득 격차가 맞벌이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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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부의 근로소득 격차 : 근로소득 비율(제5소득분위/제1소득분위)
맞벌이 가구
여성
3.56
4.25
3.36
3.91
3.51
3.45
3.55
3.36
3.50
2.29
3.04

남성
2002
3.37
3.64
2003
2004
3.39
2005
3.62
3.16
2006
2007
3.34
3.41
2008
2009
3.58
2010
3.37
2011
2.31
2012
2.98
주 : 에스핑 엔더슨(2014 : 109)의 분석

가구
3.45
3.88
3.38
3.74
3.30
3.38
3.47
3.49
3.42
2.30
3.00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남성
여성
가구
3.08
1.72
2.59
4.47
2.15
3.69
3.97
1.35
3.07
3.50
1.68
2.81
2.82
1.68
2.45
4.34
1.41
3.21
4.50
1.18
3.27
1.31
2.41
2.92
3.59
1.41
2.91
1.44
2.81
3.43
4.01
1.50
3.25

방식을 차용함.11)

반면,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는 남성의 소득 격차가 계속 여성의 소득
격차보다 커 여성보다 남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 가구소득 불평등 요인인 남성의
근로소득 격차가 들쭉날쭉한 변화를 보여 일정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여성의 소득 격차는 2008년부터 줄곧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기
혼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200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여기에 1분위 가
구와 5분위 가구 여성의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 이전에는 일정치 않았지
만, 2008년 이후부터는 적어도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여성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었고, 이것이 가구 간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11) 1분위 가구 가구소득 대비 5분위 가구 가구소득의 비율로 가구소득 격차를 구한 후, 두
가구소득분위에 속한 남성 소득과 여성 소득을 구분하여 가구소득 비율과 마찬가지 방식
으로 각각의 소득 격차를 계산하였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남성 : 여성 : 가구소득 비율 =
가구소득 중 남성의 소득 가구소득 중 여성의 소득 가구소득
:
:

가구소득 중 남성의 소득 
가구소득 중 여성의 소득 
가구소득
만약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 비율이 더 크다면, 즉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간 소득 격
차가 여성에서 더 크다면, 여성의 소득 격차가 가구 간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 격차가 남성의 소득 격차보다 크다면, 여성의 소득 격차가 가구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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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특히, 2008년 이전에는 2003년, 2008년 이후에는 2012년에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여성의 소득 격차가 가장 컸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큰 이 두 해를 중심으로 가구의 소득 격차를 분석하여, 여성의 시간제
근로로 인한 가구 간 소득불평등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2. 가구소득에 대한 여성 시간제 근로의 종단 영향
가. 2002〜2007년과 2008～2012년의 비교
2008년부터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가구소득에도 영
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2002〜2007년과 2008〜2012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2008〜2012년 배우자가 비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만 제외하고 고정효과 패널분석이 가장 적합했다.12)
2002〜2007년 맞벌이 가구는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이 1% 증가하면 가구소
득이 0.42% 증가했지만 2008〜2012년에는 이보다 낮은 0.35%가 증가했으며,
여성의 시간당 임금의 영향도 2008년을 기점으로 0.49% 증가에서 0.37% 증가
로 감소했다. 반면,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는 배우자가 정규직일 때 2008〜
2012년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이 1% 증가하면 가구소득이 0.24% 높아져 2008
년 이전(0.18%)보다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더 증가했다. 배우자가 비정규
직인 경우에도 2008년 이전에는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 모두 가
구소득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각각 1% 증가할
때 가구소득을 각각 0.41%, 0.25% 증가시켰다. 또 배우자가 자영업주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도 2008년 이후에야 여성의 시간당 임금의 가구소득에 대
한 영향이 유의미했다(0.32%). 따라서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에 미치
는 영향은 2008년 이전보다 이후에 더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배우자가 자영업주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는 2002〜2007년과
12) 시기별 및 가구 유형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
2002~2007
2008~2012

고정효과 분석
고정효과 분석

여성 시간제
x정규직
고정효과 분석
고정효과 분석

여성 시간제
x비정규직
고정효과 분석
확률효과 분석

여성 시간제
x자영업주
고정효과 분석
고정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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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2〜2007년 기간 동안 여성 시간제 근로의 영향
맞벌이 가구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운수통신, 금융보험,
임대업
서비스업
여
사무, 판매서비스직
성
생산기능, 단순노무직

10~299인
300인 이상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운수통신, 금융보험,
임대업
서비스업
배
우 사무, 판매서비스직
자
생산기능, 단순노무직

10~299인
300인 이상
부부 평균연령
부부 교육연수합

Constant
표본 수
Within R-squared
패널개체 수

0.424***
(0.0198)
0.493***
(0.0160)
-0.0536
(0.0357)
-0.117**
(0.0497)
-0.0286
(0.0392)
-0.0144
(0.0479)
-0.0440
(0.0508)
-0.0152
(0.0165)
-0.0490**
(0.0229)
-0.0517
(0.0393)
-0.115***
(0.0393)
-0.0703*
(0.0402)
0.0244
(0.0349)
-0.108***
(0.0396)
0.0237
(0.0161)
0.0543**
(0.0229)
0.0346***
(0.00281)
0.00159
(0.00427)
3.096***
(0.164)
2,388
0.513
825

주 : *** p<0.01, ** p<0.05, * p<0.1.

여성 시간제
x정규직
0.180***
(0.0544)
0.160***
(0.0589)
0.0277
(0.245)
0.129
(0.311)
0.106
(0.222)
-0.0303
(0.272)

여성 시간제
x비정규직
0.0684
(0.196)
0.00981
(0.233)

0.0356
(0.0690)
0.0525
(0.0851)
-0.459**
(0.189)

0.0515
(0.150)

여성 시간제
x자영업주
0.878
(0.891)
0.707
(0.586)

1.774***
(0.447)

0.608
(0.347)

-0.252
(0.247)

0.314*
(0.161)

-0.0074
(0.0705)
0.00947
(0.0897)
0.0828***
(0.0108)
-0.00151
(0.0216)
1.598**
(0.689)
171
0.551
63

-0.0398
(0.396)

0.0979
(0.0856)
0.120
(0.153)
-0.0130
(0.0334)

-0.0551
(0.0552)

5.539***
(1.568)
46
0.208
22

4.719
(2.885)
30
0.73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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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8〜2012년 기간 동안 여성 시간제 근로의 영향
맞벌이 가구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운수통신, 금융보험,
임대업
서비스업
여
성

사무,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 단순노무직

10~299인
300인 이상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운수통신, 금융보험,
임대업
서비스업
배
우
자

사무,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 단순노무직

10~299인
300인 이상
부부 평균연령
부부 교육연수합

Constant
표본 수
Within R-squared
패널개체 수

0.347***
(0.0171)
0.370***
(0.0147)
0.0466
(0.0285)
0.123***
(0.0394)
0.0436
(0.0341)
0.00864
(0.0300)
0.0162
(0.0354)
0.00101
(0.0135)
-0.0249
(0.0183)
-0.0628*
(0.0381)
-0.172***
(0.0354)
-0.0449
(0.0371)
-0.0455
(0.0324)
-0.0945***
(0.0334)
0.00824
(0.0143)
-0.00752
(0.0197)
0.0308***
(0.00253)
-0.00921**
(0.00440)
3.819***
(0.163)
2,556
0.452
950

주 : *** p<0.01, ** p<0.05, * p<0.1.

여성 시간제
x정규직
0.236***
(0.0473)
0.108**
(0.0526)
0.137
(0.195)
0.0761
(0.296)
0.112
(0.208)
0.0347
(0.113)

0.00428
(0.0676)
-0.0252
(0.0852)

-0.0472
(0.239)

0.0777
(0.164)

0.119**
(0.0457)
0.133
(0.0933)
0.0547***
(0.0115)
-0.0359
(0.0312)
3.427***
(0.960)
169
0.558
69

여성 시간제
x비정규직
0.412***
(0.158)
0.250*
(0.130)
0.0837
(0.342)
0.428
(0.368)
0.169
(0.350)
0.151
(0.273)
0.211
(0.245)
-0.0646
(0.145)
-0.114
(0.134)
0.234
(0.151)
0.247
(0.170)
-0.340
(0.238)
0.209
(0.221)
0.228
(0.291)
0.209**
(0.0975)
0.0718
(0.167)
0.00306
(0.00960)
0.0124
(0.0111)
3.288***
(1.127)
52
0.487
24

여성 시간제
x자영업주
0.235
(0.162)
0.323*
(0.189)
0.768**
(0.371)

-0.457**
(0.199)

0.0848
(0.130)
-0.0887
(0.227)

1.037**
(0.488)
-0.117
(0.298)

0.0148
(0.0362)

3.999**
(1.841)
99
0.34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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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2008년 이후 여성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
설업에 종사하는 가구보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가구가 가구소
득이 76.8% 더 높았으며, 남성 배우자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가구소득
이 103.7% 더 높았다. 하지만 2008년 이전에는 여성이 사무, 판매서비스직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구가 전문직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177.4% 높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반대로 45.7%가 더 낮아지는 등 상반된 변
화도 있었다.

3. 여성의 시간제 근로와 가구소득 불평등
가. 맞벌이 가구와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비교
1) 기초통계
2003년과 2012년 맞벌이 가구의 가구소득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구분한 결
과,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소득이 증가했고, 여성의 주 단위 노동시간은 감소
했다. 특히 5분위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2003년 가구소득분위 중 가장 짧았
지만 2012년에는 두 번째로 길었다. 가계 소득에 대한 여성의 기여율인 여성
소득의 비중은 2003년과 2012년 모두 5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그런데 남
성의 노동시장 특성은 두 시기 동안 여성보다 뚜렷이 가구소득에 따라 구분되
어 가구소득별 계층화 양상을 보였다. 남성 근로자가 다니는 산업체는 2003년
과 2012년 모두 1〜4분위 가구는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5분위 가구는 서비
스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도 1〜4분위 가구는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
5분위 가구는 전문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분위 가구만 2012년 사무, 판
매서비스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업규모 또한 1〜4분위 가구의 남성은 직
원 수 1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에, 5분위 가구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다
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1분위 가구만 2012년 10인 미만의 기업에 다니는 비
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는 맞벌이 가구와 달리 가구소득 분위가 낮아
질수록 대체로 가구소득 내 여성 소득의 비중이 높았으며, 2003년과 2012년 모
두 1분위 가구가 가장 높아 맞벌이 가구와 대조적이었다. 또 대부분의 가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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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맞벌이 가구의 소득별 요약 통계
(단위 : 가구 수, 만 원, %, 시간, 원, 세)

2003

201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전체
가구소득
여성소득
평 여성소득 비중
균 여성의 노동시간
값 여성 시간당 임금

174

167

154

157

150.4 218.4 272.4 349.3

163

240

222

5분위

225

231

227

622.6 252.9 353.6 428.0

532.8

802.8

260.6

191.2

313.0

57.4

78.0

98.3 137.5

97.3 129.2 147.4

38.2

35.7

36.1

39.4

41.9

38.5

36.5

34.4

35.9

39.0

47.7

48.7

50.8

48.5

46.0

40.6

44.7

41.9

41.4

41.9

3,269 4,180 5,061 7,389 29,461 5,882 7,159 8,531 11,168 17,926

부부 평균연령

43.2

40.9

40.5

37.9

40.3

45.6

43.7

42.4

40.8

42.0

부부 교육연수합

19.5

21.5

23.2

25.9

28.8

22.6

23.8

25.9

27.3

30.1

농림어업광업 제조업

40.8

39.4

29.4

13.8

5.0

18.8

25.3

22.2

13.0

7.5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33.9

26.7

33.3

32.2

16.2

36.3

29.4

21.3

23.8

11.0

운수통신금융보험
임대업

4.6

7.3

11.1

18.4

22.4

5.8

12.2

14.2

13.0

19.8

여 서비스업
성 전문가
사무 판매서비스직

20.7

26.7

26.1

35.5

56.5

39.2

33.0

42.2

50.2

61.7

3.5

10.3

19.0

27.6

48.5

12.5

21.7

27.6

37.2

53.3

33.9

43.6

49.0

59.9

47.8

51.3

48.4

51.6

52.4

42.3

생산기능단순노무직

62.6

46.1

32.0

12.5

3.7

36.3

29.9

20.9

10.4

4.4

1~9 인

51.2

40.5

41.1

39.8

28.4

48.7

42.5

43.5

37.1

28.8

10~299 인

37.2

48.9

34.8

35.4

22.1

37.6

45.7

42.9

42.5

32.4

300 인 이상

11.6

10.7

24.1

24.8

49.5

13.8

11.8

13.7

20.4

38.9

농림어업광업 제조업

54.1

56.4

44.0

40.0

29.8

48.5

38.9

43.1

38.1

31.7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10.5

9.7

15.3

9.0

13.0

13.0

16.3

14.2

14.3

12.8

운수통신금융보험
임대업

25.0

14.6

19.3

23.2

26.7

21.3

24.4

20.4

16.9

22.9

서비스업
남
전문가
성
사무 판매서비스직

10.5

19.4

21.3

27.7

30.4

17.2

20.4

22.2

30.7

32.6

5.2

10.9

21.3

27.7

44.7

10.0

12.6

24.4

31.2

43.6

12.7

21.8

27.3

34.8

39.0

16.3

24.3

29.8

39.0

38.8

생산기능단순노무직

82.1

67.3

51.3

37.4

16.4

73.8

63.1

45.8

29.9

17.6

1~9 인

42.4

28.6

28.4

25.4

20.0

46.4

32.7

20.5

16.8

16.8

10~299 인

46.6

53.2

48.6

39.0

25.2

44.4

54.7

59.6

47.4

30.2

300 인 이상

11.0

18.3

22.9

35.6

54.8

9.2

12.6

19.9

35.8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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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소득별 요약 통계
(단위 : 가구 수, 만 원, %, 시간, 원, 세, 년)

2003

201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가구소득
여성소득
평 여성소득 비중
균 여성의 노동시간
값 여성 시간당임금
부부 평균연령
부부 교육연수합

22
121.0
40.6
33.5
37.8
3,248
41.0
19.0

22
161.1
41.4
25.7
30.2
3,617
42.8
19.1

23
203.2
55.6
27.3
37.8
4,779
40.0
22.1

21
250.4
60.0
24.0
44.8
3,950
39.5
24.3

21
467.8
91.3
19.5
30.4
9,311
40.0
28.5

30
196.4
59.3
30.2
26.5
6,104
46.4
21.1

34
286.0
73.7
25.8
31.2
5,835
43.6
23.0

28
363.4
84.6
23.3
26.7
8,865
43.5
25.1

농림어업광업 제조업

22.7

50.0

17.4

47.6

4.8

3.3

2.9

17.9

19.2

3.5

도소매 숙박 음식
점업

27.3

27.3

47.8

33.3

28.6

46.7

41.2

46.4

38.5

24.1

9.1

4.6

4.4

4.8

14.3

3.3

5.9

7.1

11.5

6.9

1~9인
10~299인
300인 이상

40.9
0.0
27.3
72.7
66.7
20.0
13.3

18.2
9.1
13.6
77.3
50.0
30.0
20.0

30.4
4.4
47.8
47.8
38.9
38.9
22.2

14.3
9.5
28.6
61.9
62.5
31.3
6.3

52.4
33.3
38.1
28.6
50.0
21.4
28.6

46.7
13.3
53.3
33.3
64.0
24.0
12.0

50.0
11.8
55.9
32.4
63.0
22.2
14.8

28.6
21.4
32.1
46.4
53.9
34.6
11.5

30.8
7.7
50.0
42.3
60.0
28.0
12.0

65.5
41.4
34.5
24.1
22.7
45.5
31.8

농림어업광업 제조업

59.1

40.9

52.2

57.1

33.3

43.3

61.8

28.6

38.5

41.4

도소매 숙박 음식
점업

13.6

18.2

13.0

14.3

19.1

10.0

14.7

17.9

26.9

10.3

22.7

31.8

17.4

9.5

33.3

30.0

5.9

28.6

19.2

24.1

4.6
9.1
4.6

9.1
0.0
27.3

17.4
4.4
17.4

19.1
4.8
33.3

14.3
33.3
47.6

16.7
6.7
16.7

17.7
8.8
26.5

25.0
17.9
32.1

15.4
30.8
30.8

24.1
31.0
41.4

생산기능단순노무직

86.4

72.7

78.3

61.9

19.1

76.7

64.7

50.0

38.5

27.6

1~9인
10~299인
300인 이상

56.3
25.0
18.8

37.5
43.8
18.8

5.9
58.8
35.3

33.3
40.0
26.7

31.3
12.5
56.3

62.5
37.5
0.0

40.7
51.9
7.4

26.3
57.9
15.8

26.7
46.7
26.7

12.5
37.5
50.0

운수통신금융보험
여 임대업
성 서비스업
전문가
사무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단순노무직

운수통신금융보험
임대업
남 서비스업
성 전문가
사무 판매서비스직

26
29
431.8 660.2
100.5
91.8
23.3
13.9
33.9
25.9
7,544 10,201
44.3
44.0
26.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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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분위에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10인 미만의 기업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
았다. 그런데 남성 배우자는 맞벌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별 계층화의
특성이 있었다. 남성 배우자는 5분위 가구만 사무,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른 소득분위에서는 생산기능,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
업 규모도 2003년과 2012년 공통되게 1분위 가구는 10인 미만, 2~4분위 가구
는 10인 이상 300인 미만, 5분위 가구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2) 분위회귀분석 결과
2003년과 2012년 맞벌이 가구와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 여성의 노동
공급과 임금률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위회
귀분석으로 추정해 보았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은 y의 평균 추정치를 구하는 것
으로, y값의 분포를 구분하여 회귀계수를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분위회
귀분석을 이용하면 y값 분포의 분위별로 종속변수의 결정요인을 식별할 수 있
게 된다. 분위회귀분석은 분위별로 표본의 관찰치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표본
의 모든 관찰치를 사용하되 단지 분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다.
이 글은 5개 분위의 분위회귀분석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동시적 분위회귀분
석을 하였으며, 특히 분석 횟수와 상관없이 추정계수의 유의미성이 일관되도록
분산과 공분산 행렬을 2,000번 반복 시행하여 추정한 Bootstrap Standard Error
를 표준오차로 사용하였다13)(최강식 외, 2005: 145; 석재은 외, 2013: 177; 홍
세희, 2015).
맞벌이 가구의 가구소득을 5분위로 나눠 회귀분석한 결과, 2003년과 2012년
모두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모든 분위의 가구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여성 노동시간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력은 2003년에
는 1분위 가구, 2012년에는 2분위 가구에서 정점을 찍은 후 이상의 소득분위에
서 감소세를 보이다 고소득 분위(.9)에서 다시 회복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여성
의 시간당 임금의 경우에는 이 두 기간 동안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영향
력이 대체로 감소하였다. 저소득 가구(.1)에서 여성의 노동시간은 다른 소득계층

13) 그러나 Bootstrap 표준오차는 OLS 회귀분석의 표준오차보다 커서 p-value가 커지는 관
계로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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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14)(맞벌이 가구)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1
0.494***
(0.0757)
0.569***
(0.0606)

.1
0.355***
(0.0398)
0.547***
(0.0337)

.25
0.472***
(0.0492)
0.545***
(0.0368)

2003
.5
0.415***
(0.0578)
0.522***
(0.0368)

.75
0.330***
(0.0544)
0.464***
(0.0465)

.9
0.375***
(0.0599)
0.465***
(0.0565)

.25
0.361***
(0.0397)
0.525***
(0.0296)

2012
.5
0.260***
(0.0479)
0.446***
(0.0277)

.75
0.197***
(0.0435)
0.438***
(0.0376)

.9
0.213***
(0.0798)
0.390***
(0.0610)

주 : *** p<0.01, ** p<0.05, * p<0.1.

보다 짧았지만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거나(2003년) 두 번째로 높았
으며(2012년), 시간당 임금도 가장 낮았지만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은 가장 컸
다. 노동시간이 짧고 시간당 임금이 낮음에도 가구소득 효과가 큰 것은 가구의
소득 수준 자체가 낮아 노동시간이나 시간당 임금의 증가가 가구소득에 상대적
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맞벌이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이나 임금률이 증가하면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일수록 가구소득이 증
대되어 가구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에는 3분위
가구 이하, 2012년에는 1분위 가구에서 여성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정도로 저
소득이므로, 여성 근로소득의 약간의 증가도 가구소득의 극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또 2012년 1분위 가구의 여성소득이 100만 원 미만임에도 가
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분위 가구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은, 가구소득 증
대에 있어 여성의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을 보면, 2003년에는 중
간계층(.5)에서만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이 증가할 때 가구소득이 유의미하게
14) 이 표를 비롯하여 이하의 모든 분위회귀분석 결과표에서, 지면 제약상 통제변인의 분석
결과를 생략한다. 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요청 시 분석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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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지만, 2012년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 중간계
층까지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노동공급의 영향이 증가하다 중상위 가구
(.75)에서 감소하여, 여성의 시간제 근로시간의 증가는 2012년 중간계층 이하
(.5 이하)의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고소득 가구(.9)에서
여성 노동공급의 영향이 높은 수준으로 반등하여 고소득 가구 여성의 시간제
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의 소득이 높을 때
일반적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 시간제 근로자
는 전일제에 비해 퇴장 가능성이 낮다(성재민, 2014 : 31). 따라서 고소득 계층
여성의 근로시간이 증가한다면, 그리고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특성상 노동시장
에서 오랫동안 시간제 근로를 한다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가 될 것이다. 시간당 임금의 영향은 저소득 가구(.1)에서도 2003년과 2012년
모두 높은 크기로 유의미하여,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해도 가구소득 격차가 완화될 수 있었다. 특히 2012년에는 중간
계층 이하(.5 이하)에서만 시간당 임금이 유의미했고 영향력도 컸다. 맞벌이 가
구에서도 가구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가구소득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영향이 컸
다는 점에서, 맞벌이 가구와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모두 시간당 임금은 가구
소득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1
0.115
(0.235)
0.361*
(0.207)

.25
0.288
(0.205)
0.278
(0.184)

2003
.5
0.339*
(0.172)
0.363**
(0.164)

.1
0.271**
(0.104)
0.429***
(0.144)

.25
0.349***
(0.102)
0.485***
(0.142)

2012
.5
0.460***
(0.128)
0.417**
(0.187)

주 : *** p<0.01, ** p<0.05, * p<0.1.

.75
0.253
(0.189)
0.343*
(0.179)

.75
0.310*
(0.159)
0.208
(0.192)

.9
0.250
(0.220)
0.121
(0.196)

.9
0.383*
(0.212)
0.0615
(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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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 고용형태별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가구소득 불평등
1) 기초통계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8년을 전후로 2002〜2007년과 2008〜2012년으
로 묶어, 여성 시간제 근로의 가구소득 불평등 효과를 남성 배우자의 고용형태
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모든 가구의 소득분위에서 2008년 이전
보다 이후에 가구소득이 더 높았지만, 증가폭은 배우자가 정규직이거나 비정규
직인 가구는 5분위 가구가 가장 크고 1분위 가구에서 가장 작았다. 특히 배우자
가 정규직인 가구는 가구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증가폭이 커져 2008년 이후 가
구 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월 소득은 2002〜
2007년 5분위 가구의 107.0만 원을 제외하면 모든 소득분위가 100만 원 미만으
로 매우 낮았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는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가계 소득
대비 여성소득의 비율이 감소했다. 가구소득 내 여성소득의 비중은 2002〜2007
년 배우자가 정규직인 가구만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분
위 가구가 가장 높았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가구소득 중 여성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표 6 참조). 2003년 5분위 가구의 맞벌이
여성은 노동시간이 가장 짧음에도 시간당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이 높았고, 가
구소득 내 비중도 2003년과 2012년의 모든 분위소득을 통틀어 가장 높은
41.9%를 나타냈다. 맞벌이 고소득 가구의 여성은 오랜 시간 일하지 않고도 높
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남편의 소득 수준에 상응할 정도의 소득을 얻어 부
부합산소득 내 비율도 높은 것이다. 배우자가 정규직인 5분위 가구의 여성 시
간제 근로자도 노동시간이 짧았지만 시간당 임금은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구
소득에 대한 여성소득의 비중은 맞벌이 가구와 달리 2002〜2007년에는 2분위
가구, 2008〜2012년에는 1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정규직인 고소
득 가구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짧아도 시간당 임금이 높아 다른
가구소득분위의 여성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맞벌이 가구처럼 남편 소득과 상응
할 정도는 아니어서 가구소득 내 비중이 낮은 것이다. 이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
는 시간당 소득 수준 자체가 낮아서 노동시간이 짧으면 여성이 시간제 근로로
고소득을 얻는다고 해도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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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길 경우에는 여성 시간제 근로소득의 가구소득 내 비중이 커지는
것일까. 배우자가 비정규직인 5분위 가구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전후
모두 근로시간 가장 길고 시간당 임금도 높았지만, 가구소득 내 여성소득의 비
중은 정규직 배우자 가구와 마찬가지로 1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비정규직인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4분위 가구의 중상위 계층에서 가장 높았지
만, 2003년에는 5,071원, 2012년에는 6,680원에 불과했다. 배우자가 비정규직
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 수준 자체가 낮아서 노동시간이 길어도
소득이 남편에 못 미쳐 가구소득 내 비중이 낮은 것이다. 결국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노동시간이 짧고 시간당 임금 수준도 낮아서 가구소득 대비 기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여성은 대부분 시간제 근로시간이 짧았
고 시간당 임금도 낮아 소득이 낮았지만, 배우자의 소득도 적다 보니 가구소득
이 낮아 가구소득 내 비중이 높았다. 저소득 가구는 가구소득 자체가 적어 저임
금의 시간제 근로일지라도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것이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가정에서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소득원으로서 배우자
소득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다고 간주된다. 그런데 남편 소득에 대한 의존성은
가구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소득의 비중을 보면, 맞벌이 가구는 1분위 가
구가 5분위 가구보다 낮았지만,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는 2002〜2007년 배우
자가 정규직인 가구만 제외하고는 1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고, 5분위 가구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맞벌이 여성에 비해 고소득 가구에
서는 남편 배우자 소득에 대한 종속성이 있지만, 저소득 가구에서는 남편 소득
에 대한 의존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소득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
구에서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종속성이 약하다는 것은 저소득 가구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 수준이 높은 일반 사실의 일환일 수 있으며(장지연, 2012; 장지연
외, 2014), 오히려 이렇게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데도 가계경제에 대한 부부 기
여도가 동등하지 않다는 점과 소득이 가장 높았던 고소득 가구의 여성조차 소
득 수준이 남편에 못 미친다는 것은 비정규직 여성의 저임금화, 성별 임금차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환기시킨다. 예컨대 배우자가 비정규직인 1분
위 가구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여성의 소득 비중이 47.4%로 가장 높았지만
가구소득 중 절반에는 못 미쳤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은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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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배우자 고용형태별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요약 통계
(단위 : 가구 수, 만 원, %, 시간, 원, 세)

여성
시간제
근로자
x
정규직
배우자

여성
시간제
근로자
x
비정
규직
배우자

여성
시간제
근로자
x
자영
업주
배우자

전체
가구소득
여성소득
여성의
소득 비중
여성의
노동시간
여성 시간
당 임금
부부
평균연령
부부교육
연수 합
전체
가구소득
여성소득
여성의
소득 비중
여성의
노동시간
여성 시간
당 임금
부부
평균연령
부부교육
연수 합
전체
가구소득
여성소득
여성의
소득 비중
여성의
노동시간
여성 시간
당 임금
부부
평균연령
부부교육
연수 합

2002〜2007
2018〜201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70
62
66
66
66
72
68
68
69
67
147.8 198.0 239.6 300.0 448.9 208.3 291.9 363.8 442.2 610.7
37.4
53.5
56.8
72.9 107.0
55.6
67.6
74.0
94.6
94.7
25.3

27.0

23.7

24.3

23.8

26.7

23.2

20.3

21.4

15.5

28.9

36.5

37.6

34.0

32.2

30.3

30.9

27.8

30.1

26.8

4,253

4,150

5,836

6,123 10,114

4,810

5,684

7,376

40.3

40.1

40.7

40.0

39.9

42.7

42.2

43.6

42.0

43.3

21.0

22.0

24.1

26.5

27.2

21.9

23.2

25.8

25.9

28.3

26
112.9
53.5

26
160.6
55.3

28
190.2
53.2

27
236.7
65.3

19
298.7
80.8

31
168.3
54.3

24
233.6
64.6

22
265.5
70.5

29
299.9
80.6

22
389.1
96.6

47.4

34.4

28.0

27.6

27.1

32.3

27.7

26.6

26.9

24.8

37.3

40.3

38.8

38.0

43.9

28.1

31.0

34.3

32.9

38.4

4,305

3,403

3,667

5,071

4,336

4,924

5,557

5,071

6,680

6,236

46.8

42.4

42.5

44.5

44.3

46.1

43.8

46.5

42.3

43.8

15.7

16.6

20.3

21.9

23.7

19.5

18.9

21.9

23.1

24.6

28
113.1
47.3

28
164.8
53.9

29
221.8
62.9

26
290.8
69.4

27
637.1
71.5

35
163.4
64.8

27
241.9
70.6

32
321.6
70.8

32
397.9
93.6

29
684.0
81.8

41.8

32.7

28.3

23.9

11.2

39.7

29.2

22.0

23.5

12.0

34.3

33.1

37.1

38.1

24.8

31.0

34.3

32.5

33.6

32.0

3,800

5,229

4,681

4,778

8,820

6,399

5,846

5,063

6,633

7,838

46.0

44.1

43.6

43.9

42.0

48.1

45.3

44.9

42.6

45.0

20.3

19.5

21.8

22.9

26.1

20.1

21.2

22.1

25.8

24.4

8,463 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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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기업에 다니고, 월 소득도 1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중 가장 높은 게 2012년 4분위 가구의 평균 100만 5천
원이었고(표 7 참조), 2002〜2007년 배우자가 정규직인 5분위 가구의 여성도
다른 소득분위의 여성보다 임금이 높았지만 107만 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중 이 두 가구 유형만 임금이 100만 원 이상이었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와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하지 않는 가구들 간의 소득불평
등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2008〜2012년 배우자가 정규직이거나 자영업주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중 2분위 가구는 여성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가구 내 소득 비중도 두 번째로
높았다. 이렇게 여성의 노동시간이 긴 만큼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율도 높아진
다면, 부부 사이에서 여성의 권력과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또 여성 노동의 가
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소득활동
으로 치부했던 기존의 고정관념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소
득 가구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높은 게 아니라 단지 가구소득이
낮아서 가구소득 대비 기여율이 높았으므로, 남편 소득에 대한 종속성이 약하
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저소득 가구의 여성이 남편의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
활동을 해야만 생계가 가능하다면,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지한다는 측면에서의
종속성은 아닐지라도 배우자의 소득 여건에 대한 종속성이 더 높은 것이기 때
문이다. 이처럼 저소득 가구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남편의 낮은 소득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종속성은 더 강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중 저소득 가구가 평등한 부부 관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 분위회귀분석 결과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 2008년 전후 여성 노동시
간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은 가구소득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2〜2007년 여성의 시간제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영향
이 중상위 가구(.75)에서 반등했으며, 특히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면 중상위 가
구의 소득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8〜2012년 시간당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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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정규직 배우자)
2002~2007
.1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25

.5

.75

.9

0.376***

0.253***

0.204***

0.213***

0.0383

(0.0741)

(0.0724)

(0.0562)

(0.0651)

(0.0664)

0.293***

0.284***

0.262***

0.302***

0.265***

(0.0687)

(0.0689)

(0.0610)

(0.0671)

(0.0699)

2008~2012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1

.25

.5

.75

.9

0.262***

0.225***

0.184***

0.148*

0.0412

(0.0520)

(0.0585)

(0.0682)

(0.0851)

(0.0871)

0.326***

0.287***

0.249***

0.268***

0.183*

(0.0688)

(0.0601)

(0.0550)

(0.0587)

(0.0950)

주 : *** p<0.01, ** p<0.05, * p<0.1.

주당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
간과 시간당 임금의 증가는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배우자가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가구소득
에 대해 여성의 시간제 근로시간만 영향력이 있었는데, 2008년 이전에는 중하
위 가구(.25)만 유의미했지만 2008년 이후에는 중하위 가구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1)도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가구소득이 정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노동시간의 계수 크기가 1분위 가구에서 더 커, 2008년 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배우자가 비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의 가구소득 불평등이 이전보다 더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자영업주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는 여성의 시간당 임금만 2008〜2012년
1분위 가구의 가구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가 자영업주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는 2008년 이후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면 저소득 가구(.1)의
가구소득만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었다.
이렇듯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배우자의 고용형태
와 상관없이 가구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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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에 더 분명했다. 2008년 이전에 배우자가 정규직인 가구 중 중상위
가구(.75)에서 가구소득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효과가 가장 컸지만, 이를 제외
하고는 시간제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대체로 가구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가
구소득에 더 영향을 미치거나,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
였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다면 배우자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표 12>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비정규직 배우자)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1
0.141

.25
0.403**

(0.213)

(0.184)

0.206

0.348

(0.242)

(0.221)

.1
0.419**
(0.186)
0.382
(0.244)

.25
0.316**
(0.146)
0.305
(0.198)

2002~2007
.5
0.116

.75
0.0755

.9
0.0917

(0.150)

(0.155)

(0.179)

0.00236

0.0764

0.0213

(0.193)

(0.199)

(0.227)

.75
0.128
(0.130)
0.175
(0.152)

.9
0.139
(0.158)
0.0721
(0.153)

2008~2012
.5
0.122
(0.122)
0.107
(0.155)

주 : *** p<0.01, ** p<0.05, * p<0.1.

<표 13>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자영업주 배우자)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여성의 노동공급
여성의 임금률

.1
-0.00420
(0.790)
-0.0618
(0.597)
.1
0.406
(0.840)
0.456*
(0.265)

.25
0.0714
(0.791)
-0.0905
(3.376)
.25
0.312
(54.11)
0.156
(3.192)

주 : *** p<0.01, ** p<0.05, * p<0.1.

2002~2007
.5
-0.186
(193.5)
0.0536
(49.20)

.75
-0.481
(0.959)
0.111
(0.700)

2008~2012
.5
0.215
(6.809)
0.104
(11.64)

.75
0.122
(13.61)
0.000701
(12.25)

.9
-0.879
(1.008)
0.111
(0.735)
.9
0.154
(0.226)
0.0189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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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최근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시간제 근로가 기
혼 여성에 적합한 일로 장려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개
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며, 가구소득의 증감 정도가
소득계층별로 다르다면 가구 간 소득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글은 여성
시간제 근로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과 가구소득 불평등 효과를 연구하였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이 배우자와의 관계적 차원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여성 시간
제 근로자 가구를 배우자가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주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 격차는 여성보다 남성
의 소득 격차와 더 관계된 것이었지만, 2008년 이후부터 여성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2008년을 기준으로 2002〜2007년과 2008〜2012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가구
소득에 대한 영향을 맞벌이 부부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가장 컸던 2003년과 2012년을 2008년 이전과 이후 시기의 대표
연도로 삼아 여성 시간제 근로로 인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본 후, 남편의
고용형태에 따라 좀 더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대로 2008년 이
후에 더 뚜렷했다. 2002〜2007년에는 맞벌이 가구와 배우자가 정규직인 가구
에서만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이 가구소득에 정(+)의 영향을 미
쳤지만, 2008〜2012년에는 노동시간의 경우 배우자가 비정규직인 가구에서도
유의미했고, 시간당 임금은 배우자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 유의미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남편이 자영업주인 가구만
제외하고 여성의 시간제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했으며, 시간
당 임금의 증가는 남편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소
득에 기여했다.
둘째, 2003년과 달리 2012년에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가구 간 소득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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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였다. 맞벌이 가구는 주당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영향이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일수록 커서 가구의 소득 격차가 완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 시간
제 근로자 가구에서는 2012년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할 경우 중간계층 이하
(0.5)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고소득 가구(.9)의 소득도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등 가구 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고소득 가구(.9)는 여성 노동시간의
영향이 높은 수준으로 반등하여, 고소득 가구 여성의 시간제 근로시간이 증가
하면 가구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었다. 다만 시간당 임금은 맞벌이 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화시켰다.
셋째, 하지만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를 고용형태별로 구분했을 때는 시간
제 노동시간의 가구소득 불평등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고15), 오히려 여성 시간
제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배우자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가구소
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가구소득에 대한 시간제 노동시간과 시간
당 임금의 영향은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거나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
로 유의미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2008년 이후에 더 분명했다.
넷째,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에 대한 의존성은 가구소득별로 차
이를 보였다. 고소득 가구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맞벌이 여성에 비해 배우자
소득에 대한 종속성이 있지만, 저소득 가구의 여성은 남편 소득에 대한 의존성
이 약했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맞벌이 가구의 여성처
럼 남편 소득에 상응할 정도로 소득이 높아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게
아니라, 단지 가구소득 수준 자체가 낮아 저임금임에도 가구소득 내 비중이 높
은 것이었다. 시간제 근로시간이 길 때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율도 높으면 노동
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부부 사이에서 여성의 권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또 가구소득에 있어 여성의 소득을 이차적인 소득원으로 간
주하는 사회의 고정관념도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에서 여성의 소
득 비중이 높은 것은 남편소득에 대한 종속성이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낮은 소득 때문에 여성이 일을 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종속성이 더 커진 것을
15) 2012년이 아닌 2008~2012년의 자료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표본 수가 작아 분석이
안 된 비정규직과 자영업주 배우자 가구를 제외하고 정규직 배우자 가구를 보더라도
2012년 시간제 노동시간은 2분위 가구(0.461**)와 3분위 가구(0.323*)에서만 유의미하
여 가구소득 불평등과 관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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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했다.
한편 대부분의 가구소득분위에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100만 원 미만의 저
임금을 받아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하지 않는 다른 가구들과 여성 시간제 근로
자 가구 간의 소득불평등도 예상된다. 그런데 남성의 노동시장에서도 불평등적
요소가 발견된다. 2003년과 2012년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를 비롯하여 맞벌
이 가구에서 남성은 산업, 직업, 기업 규모 등의 노동시장 특성이 가구소득에
따라 구분되어, 노동시장이 가구소득별로 계층화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가구 소득계층별
로 이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
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자칫 가구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음
을 환기한 데 의의가 있다. 2012년 여성의 시간제 노동시간이 증가한다면 가구
의 소득 격차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은 남편이 고소득이더라도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시간제 근로로 인해 가구 간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면 소득불평등은
고착화되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짧
고 시간당 임금도 낮았다. 그들의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는 미미해서, 경제적 측
면에서 가정 내 부부 권력을 논한다면 그들은 약자였다. 여성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 못지않게 그 기회가 사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
당 임금을 높이고 초단시간 노동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원하는 사람에게 충
분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게 여성의 시간제 근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을
방지하고, 여성의 가정 내 권력을 증진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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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Women's Part-Time Work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Moon Jisun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women's part-time work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using KLI Panel Survey Data. While women’s income gap
of a dual earner’s family induc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for many years,
men’s income gap affect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a part-time women’s
family. But part-time women’s income gap has increased since 2008.
So this paper divides the time between pre-time(2002~2007) and
post-time(2008~2012), and examines a longitudinal effect of part-time
women’s working week and an hourly wage on a family income sorted into
a regular worker’s, irregular worker’s, and an employer’s by a male spouse’s
employment status. In the result of analysis, part-time women’s working week
and an hourly wage affect household income obviously after 2008 as I
supposed.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an effect of women's part-time work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2003 and 2012 by quintile regression
analysis. In 2012, women's part-time work induc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contrast with 2003. A working week worsen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but an hourly wage reduced it. But after differentiating households
by a male spouse’s employment status, part-time women’s working week didn't
affect household income inequality.
Keywords : part-time work, household income inequality, working week, hourly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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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1GOMS1)를 이용하여 희망임금의
형성과 충족이 고용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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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근속기간이 짧아 일자리 안정성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희망임금의 충족이 대졸 청년층 일자리 안정과 고용률
제고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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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전문대학 이상 고학력 청년층(25∼34세)의 고용률은 75%(2012)로
OECD 국가 평균(82%)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OECD, 2014). 이렇게 낮
은 고용률은 고학력 청년층이 직면하는 입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입직에 성
공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근속하지 않고 곧 그만두는 비중이 높은 결과이다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고학력 청년층의 입직이 어려운 것은 직업선택의 기준이 임금이나 고용안정
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외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적성이나 흥미와 같이 개별
적이고 내재적인 요인보다 우선하는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통계
청의 사회조사(2013년)에서 20대 청년층(20∼29세)은 직업선택 기준은 소득
(31.0%), 일자리 안정성(26.1%)과 적성․흥미(24.6%) 순이다(http://kosis.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의식조사에서도 소득(경제적 보상), 근무환경, 고용
안정 등을 우선하고 있다(정윤경 외, 2014). 이에 따라 대학생은 대기업이나 금
융업 분야 등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근무환경이 좋은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
여 다양한 준비 활동(SPEC 쌓기)을 학업보다 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자가 많아 높은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매일경제,
2014.3.4), 따라서 입직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취업준비 기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이병희 외, 2009).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는 임금 등 근
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2).
구체적으로 청년층이 취업한 기업이 지급하고 있는 임금수준이 고학력으로 높
아진 의중임금을 충분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된
다(신동균, 2012; 이병희 외, 2009). 이는 구직자의 의중임금이 시장에서 통용
되는 임금에 비하여 높으면 구직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은 물론, 입직
에 성공하여 직장에 다닐 경우에도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거나 근속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Bratberg & Nilse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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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2011).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은 구직자가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고 경제활동
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임금수준이다(Ehrenberg & Smith, 1993).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임금구조가 본봉, 수당, 상여금 등으로 복잡하고 기업별
로 차이도 커서, 입직 단계 혹은 재직 중에도 정확한 급여액을 파악하기 어렵
다. 그러므로 많은 실태조사에서 의중임금으로 제시한 수준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취업해 있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류지영 외, 2014).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에서 의중임금은 최소한 받고자 희망하는 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하에서
의중임금 대신 희망임금으로 규정하고 분석한다(신동균, 2012).
이 연구는 고학력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 원인을 청년층 눈높이와 관련된 의
중(희망)임금과 직업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알려진 실제임금을 통한 충
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와 분석 자료

1. 기존 연구
많은 연구에서 의중임금(희망임금)이 인적 속성, 학력, 가구, 지역 노동시장
등 여러 측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먼저 희망임금은 남성이 여성
보다 체계적으로 높아, 현실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가 반복되고 있다(Hofler
& Murphy, 1994). 류재술․류기철(2002)은 성별로 희망임금이 결정되는 구조
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남자는 연령, 학력, 실업기간, 이전 직장 임금이 주
요한 변수가 되고, 여자는 연령, 학력, 자격증, 이전 직장 임금의 영향이 큰 것
으로 분석하였다. 정인수․김기민(2005)은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인문계 고
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최소 희망임금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최소 희망임금은 성별, 나이, 학력수준이나 전공계열은 물론 부모
의 학력수준 등 가구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보이고 있다. 가구원의 임금이
나 학력 등에서 아버지의 학력이나 재산, 가족의 규모나 결혼 여부도 영향을

86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1호

미치고 있다(조우현, 2004). 실제소득과 같이 가족의 소득이 높으면 여가에 대
한 선호가 커져 희망임금도 상승한다(강동근, 2004).
시장임금과의 비교는 입직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안국(2003)
은 청년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구직활동 중에 있는 청년층보다 교육훈련 등 다
른 범주에 있는 청년층에서 희망임금과 시장임금의 격차가 더 크다는 점을 보
이고 있다. 노동시장의 조건과 관련하여 Bratberg and Nilsen(1998)은 구직기간
이 희망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의 희망임금이 낮아,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첫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강동근
(2004)은 연도별 희망임금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IMF 외환위기가 실제임금은
물론 실업자의 희망임금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병희 외(2002)는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하여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면 눈높이
조정 과정을 거쳐 희망임금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Addison and Machado
(2010)도 지속적인 실업이 희망임금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Borjas(1996)도 희망임금과 실업기간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충분히 성립함을
보였고, Hui(1991)는 2SLS 모델을 이용하여 희망임금과 실업기간 간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비하여 Heath and Swann(1999)은 호주
구직자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기간이 희망임금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어수봉(1994)은 희망임금을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어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희망임금이 높아지며, 수락할 수 있는 직장선택의
폭이 좁아져 오히려 실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림(2004)
은 희망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아 미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은 노동시장
으로 유입하기 어렵고, 시장임금이 희망임금보다 높아지면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도 커진다고 보았다.
학교의 재학 상태와 관련하여 김구(2010)는 중퇴자나 졸업자가 지속적인 근
로 상태를 기대하고 있는 데 반해, 휴학한 실업자는 일시적인 근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망임금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학입
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관련하여 박천수(2014)는 청년층의 희망임금이 학력수
준보다 수능 등급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Prasad(2003)는
희망임금이 제안임금의 분포, 구인 및 탐색비용의 함수이고, 탐색비용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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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 요인뿐만 아니라 실업자 보호 정책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
정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김동규(2011)는 희망임금 충족률(=시장임금/희망
임금×100)이 높을수록 직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학 중 일자리
경험도 재직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였다. OECD(2008)는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시장에서 이중성의 존재가 청년층이 희망하는 임금수준
보다 시장임금을 하락시켜,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 졸업자의 희망임금과 실제임금 수준과 형성 요인을 분석하
고, 희망임금이 현실 노동시장에서 충족되는 정도가 청년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한편 대졸 청년층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되었다(신동균, 2012). 이에 따라 대학 졸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
존 연구에 대한 검토는 생략한다.

2. 분석 자료
2012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1GOMS1)의 응답자 수는 총 18,299명인
데 학교급별(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지역, 연령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중치
(w2)를 적용하면 479,472명이 된다. 조사 대상자의 졸업 시기는 2011년 2월이
대다수(82.6%)이고 2010년 8월도 일부(17.4%)이다. 조사 기준일이 2012년 9월
1일이므로 대학 졸업 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노동시장 이
행에 대한 현황이다. 자료 가운데 현재 일자리를 아르바이트라고 판단하고 있
는 경우와 비임금근로자는 일자리와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다고 보아 임금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가. 희망임금
희망임금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귀하가 취업을 통해 최소한 받고자 한 소
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J7)에 대한 응답으로 하였다. 연간 기준으로 응답한
전체 결과를 보면 최대 2억 5,000만 원(응답자 가중치 적용 없이 1명)에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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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가중치 적용 없이 67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분석대상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액은 평균치에 영향을 미치고 조사
단계에서 단위 기입의 오류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하위 1%를 삭제하여 분석 자
료의 최대 희망연봉은 5,000만 원이고 최소는 1,200만 원이다.
집단별 평균 분석으로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희망임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임금결정 방식과 매우 유사하여 희망임금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희망임금은 남자보다 34.9만 원이 적어 남자의
85.5%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학력수준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희망임금
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희망임금에 비해 40.8만 원이 많은데, 동일한 학력수준
<표 1> 대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희망임금
(단위 : 만 원)

전체
성별
학력

계열

학교
소재
지

남자

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3.8

61.29

241.2

62.02

206.3

55.26

전문대

198.5

57.46

214.0

56.68

186.5

52.17

4년제

239.3

60.03

255.4

59.92

220.3

55.26

인문

223.1

56.68

238.8

59.06

215.6

52.76

사회

223.0

62.63

245.2

63.09

203.6

55.38

교육

207.8

49.12

233.1

47.11

199.7

46.96

공학

241.1

61.78

245.8

61.09

217.6

59.77

자연

219.1

58.98

232.2

59.69

208.3

56.17

의약

227.7

61.60

244.3

70.02

221.3

56.77

예체능

198.4

55.68

218.1

60.31

186.6

49.03

서울권

255.6

63.36

276.9

63.87

236.6

60.64

경인권

213.7

58.05

229.3

59.27

197.8

52.16

충청권

214.5

52.71

229.4

54.03

198.5

46.22

영남권

221.7

59.26

241.4

59.05

200.2

51.51

호남권

214.8

60.48

231.5

62.54

200.0

54.48

주 : 평균은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함. 모든 분류는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유의함
(F 검정).
자료 : 2011GOMS1(n=3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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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성별에 따라 희망임금 격차가 상당하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여자의
희망임금이 남자와 비교하여 35.1만 원이 낮은 86.3% 수준이고, 전문대 졸업자
는 27.5만 원 낮은 87.1% 수준이다.
계열에 따른 평균 희망임금을 보면, 공학계열이 241.1만 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 계열이 198.4만 원으로 가장 낮아, 희망임금의 폭이 42.7만 원에 이르고
있다. 남자는 공학계열(245.8만 원) 전공자의 희망임금이 가장 높고, 사회계열
(245.2만 원)과 의약계열(244.3만 원)이 유사한 수준이나, 여자는 의약계열
(221.3만 원)이 가장 높고, 이어서 공학계열(217.6만 원)이며 예체능계열(186.6
만 원)은 200만 원 미만을 보이고 있다. 계열별로 성별에 따른 격차는 사회계열
(41.6만 원)이 가장 크고, 의약계열(20.0만 원)이 가장 작다. 학교 소재지에 따
른 희망임금은 서울권(255.6만 원)이 가장 높고, 경인권(213.7만 원)이 가장 낮
으며, 격차는 41.9만 원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서울권과 영남권 외에
희망임금이 200만 원을 넘지 않고 있다. 학교 소재지별 성별 격차는 영남권
(41.2만 원)이 가장 크고, 서울권(40.3만 원)도 큰 편이다.
계열별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격차가 의약계열에서 4년제 대졸 희망임
금이 평균 265.7만 원이나, 전문대학은 207.3만 원에 불과하다. 교육계열도 격
차가 큰 편인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22.1만 원이나 전문대학 졸업자는 176.2
만 원이다.

나. 실제임금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대학 임금근로자 졸업자가 받고 있는 실제임금은 “현
재 일자리에서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A25)에 응답(연봉으로 전환)한 자
료를 바탕으로 한다. 전체 조사 결과를 보면, 연간 최대 21,600만 원에서 최소
36만 원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분석대상 가운데 상하위 1%에 해당하는
응답을 삭제하여 연간 임금수준은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 사이에
있다. 희망임금과 실제임금 평균 등은 현실적인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월간 수
준(연봉 나누기 12)으로 계산한다.
집단별 평균 분석으로 보면, 2010년과 2011년에 졸업한 대졸 임금근로자의
2012년 월평균 실제임금은 201.1만 원으로 희망임금의 88.9% 수준이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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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자의 임금은 남자보다 47.9만 원이 낮은 78.7% 수준으로 희망임금의 성별
격차보다 큰 편이다. 학력수준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전문대학 졸업
자의 임금에 비해 37.2만 원이 많은데, 동일한 학력수준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
이가 난다. 4년제 졸업자는 여자의 임금이 남자와 비교하여 48.4만 원이 낮은
79.7% 수준이고, 전문대 졸업자는 40.1만 원이 낮은 80.0% 수준이다. 학력수준
에 따른 성별 격차도 희망임금과 비교하여 큰 편이다.
계열에 따른 평균 실제임금을 보면, 공학계열이 225.6만 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 계열이 161.7만 원으로 가장 낮아, 계열별 임금격차가 63.9만 원으로 희
망임금 격차보다 많다. 남자는 사회계열(237.1만 원)과 공학계열(232.6만 원)이
높고, 예체능계열(187.4만 원)이 유일하게 200만 원을 하회하고 있다. 여자는 의
<표 2> 대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제임금
(단위 : 만 원)

전체
성별
학력

계열

학교
소재
지

남자

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1

79.69

224.9

84.93

177.0

65.76

전문대

178.2

65.41

200.2

72.58

160.1

72.58

4년제

215.4

84.34

237.9

88.03

189.5

71.60

인문

195.1

79.44

216.2

92.84

184.5

69.42

사회

203.6

81.93

237.1

85.23

174.4

66.31

교육

181.1

51.72

206.3

61.62

173.1

45.29

공학

225.6

86.54

232.6

86.66

195.6

79.44

자연

180.2

72.40

206.4

76.23

173.0

65.29

의약

208.1

69.43

222.6

80.20

202.3

63.72

예체능

161.7

63.53

187.4

72.56

146.1

51.40

서울권

240.5

91.36

269.2

94.66

214.5

79.85

경인권

192.0

72.20

213.6

77.74

169.9

58.26

충청권

188.1

67.21

207.6

72.21

167.1

54.07

영남권

199.2

77.70

225.3

83.02

170.5

59.38

호남권

183.3

75.93

208.1

82.84

161.0

61.09

주 : 평균은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함. 모든 분류는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유의함
(F 검정).
자료 : 2011GOMS1(n=33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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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열(202.3만 원)이 유일하게 200만 원을 상회하고 이어서 공학계열(195.6만
원)이 높으며, 예체능계열(146.1만 원)은 150만 원 미만을 보이고 있다. 계열별
로 성별에 따른 격차는 사회계열(62.7만 원)이 가장 크고 의약계열(20.3만 원)
이 가장 적어, 사회계열 여자 졸업자의 경제활동참가가 낮고, 의약계열 여자 졸
업자는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의약계
열 내부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임금 격차는 평균 56.8만 원으로 다른
계열의 차이보다 크다.
학교 소재지에 따른 임금은 서울권(240.5만 원)이 유일하게 200만 원을 상회
고, 호남권(183.3만 원)이 가장 낮으며, 격차는 57.2만 원으로 희망임금 격차보
다 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모든 지역의 평균임금이 200만 원을 상회하나 여
자는 서울을 제외하고 200만 원을 하회하고 있다. 학교 소재지별 성별 격차는
영남권(54.8만 원)이 가장 크고, 서울권(54.7만 원)도 큰 편이다.

다. 충족률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가 졸업 시에 희망하는 임금과 노동시장에서 받는 실제
임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졸업 근로자의 실제임금은
대학 졸업 시점에서 희망했던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해주고 있는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취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로 ‘실제임금(월)/희
망임금(월)×100’으로 희망임금 충족률(%)을 계산한다(김동규, 2011). 도출된
충족률 값은 매우 작은 값(6.86%)에서 매우 큰 값(500%)까지 다양한 수준에
걸쳐 있으며, 가중평균은 88.0%이다.
집단별 평균 분석 결과를 보면, 남자(92.5%)가 여자(83.7%)보다 높아 성별
격차가 8.8%포인트에 이른다. 이에 비하여 학력수준별 충족률 격차는 거의 발
생하지 않아 전문대학이 약간(1.1%포인트) 높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79.2%로
가장 낮은 충족률을 보이나 의약계열은 91.3%로 높다. 남자는 사회계열에서
96.3%로 최대의 충족률을 보이고, 예체능 계열(84.9%)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여자는 의약계열만이 91.4%로 90%대의 충족률을 채울 뿐 나머지
계열은 80%대의 충족률을 보이고, 예체능계열이 76.0%로 가장 낮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 살펴보면, 서울권(89.6%)이 가장 높고, 호남권(85.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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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졸 임금근로자의 평균 희망임금 충족률
(단위 : %)

전체
성별
학력

계열

학교
소재지

남자

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88.0

30.67

92.5

32.01

83.7

28.64

전문대

88.7

29.33

93.5

31.41

84.8

26.94

4년제

87.6

31.49

92.0

32.32

82.8

29.82

인문

83.6

30.66

87.6

33.71

81.8

28.92

사회

89.6

30.96

96.3

32.62

83.9

28.22

교육

86.8

24.97

88.8

25.94

86.2

24.63

공학

93.1

31.33

94.0

31.32

88.9

31.00

자연

84.0

32.15

87.9

32.35

80.9

31.65

의약

91.3

24.00

90.9

26.13

91.4

23.11

예체능

79.2

31.75

84.9

34.07

76.0

29.87

서울권

89.6

32.75

94.4

33.30

85.6

31.71

경인권

88.4

30.88

92.9

32.80

84.1

28.17

충청권

86.5

28.63

90.6

29.51

82.3

27.05

영남권

88.5

30.51

92.8

31.72

84.0

28.48

호남권

85.6

29.64

90.9

31.96

80.9

26.57

주 : 평균은 소수 둘째 자리, 표준편차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모든 분류는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유의함(F 검정).
자료 : 2011GOMS1(n=331,979).

가장 낮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대학 소재지별 차이를 성별로 나눠보면, 서
울권 남자(94.4%)와 호남권 여자(80.9%)가 크게 다른 충족률(13.5%포인트)을
보이고 있다.

라. 여타 변수
연령(최소 18.3세, 최대 68.8세), 성별(남자=1), 그리고 졸업한 학교 권역과
전공계열 등은 원래 자료에 제시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취업 목표는 졸업
전 취업 목표에 관한 질문에서 “졸업 이전에 설정했던 취업 목표가 있으셨습니
까?”(J1)에서 그렇다(=1)와 아니다(=0)로 분류한다. 자격증 유무는 “귀하는 자
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M1)에서 응답(예=1)으로 더미변수를 만든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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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행 준비는 구직활동을 한 경험(K1), 일자리 경험(H1), 직업훈련(L1), 입
사를 위한 시험준비(N1), 인턴(O1), 어학연수 경험(I1), 외국어 시험 응시 경험
(I6)의 응답을 바탕으로 있음(=1)과 없음(=0)으로 변환한다. 또한 동거 여부(P4)
는 부모님과 동거(=1)로 변환하고, 혼인(P1)은 미혼(=0)을 제외한 결혼 경험
(=1)으로 더미변수를 도출한다. 부모의 현재 소득수준(P11)과 학력수준(P9)는
각각의 값을 바탕으로 더미변수를 도출한다.
취업자의 실제임금에 영향을 주는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을 통제하기 위하여
현재 일자리에서 노동조합(A35)의 있음(=1)이나 종사상 지위(A9)에서 상용직
(=1) 여부를 포함한다. 기업 규모(A5)는 사업체 단위로 보기에 주어진 규모 수
준을 그대로 더미변수로 전환한다. 산업(A6)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1
차 산업(1∼2), 제조업(3), 건설인프라산업(4∼6), 판매운수숙박업(7∼9), 사업
<표 4> 기타 변수(일부 생략)
변수
최대값
남자
1.00
연령
68.8
1.00
4년제
인문
1.00
사회
1.00
교육
1.00
공학
1.00
자연
1.00
의약
1.00
예체능
1.00
서울권
1.00
경인권
1.00
충청권
1.00
영남권
1.00
호남권
1.00
취업 목표
1.00
자격증
1.00
구직 경험
1.00
일자리 경험 1.00

평균
표준편차
변수
.502
.500
직업훈련
27.365 5.325
구직시험
.615
.487
인턴 경험
.086
.280
어학연수
.290
.454
외국어 시험
.066
.248
부모 동거
.249
.433
혼인
.094
.292
상용
.100
.299
노동조합
.114
.318
5인 미만
.182
.386
10인 미만
.258
.438
30인 미만
.152
.359
50인 미만
.275
.447
100인 미만
.133
.339
300인 미만
.546
.498
500인 미만
.740
.439
1000 미만
.530
.499
1000 이상
.681
.466
일자리 비중*

최대값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 일자리 비중(n=479,472)은 전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함.
자료 : 2011GOMS1(n=336,158).

평균 표준편차
.187
.390
.140
.347
.145
.352
.170
.376
.290
.454
.568
.495
.107
.309
.884
.320
.241
.428
.079
.270
.115
.320
.194
.395
.091
.287
.121
.326
.139
.346
.061
.239
.064
.244
.135
.342
.751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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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10∼14), 공공서비스업(15∼17), 개인국제산업(18∼21)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전환한다. 직업(A7)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대분류에 따라 중
분류를 기준으로 관리직(1), 경영지원직(2∼3), 사회서비스직(4∼8), 개인서비스
직(9∼13), 건설제조직(14∼22), 농림직(23), 군인(24)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도출한다. 사업체 유형(A8)은 민간기업(1), 외국기업(2), 공공기관(3∼5), 교육
연구기관(6∼7), 여타(8∼9)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전환한다.
일자리 비중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자리에 현재 취업
해 있는지(=1) 여부로 판단하였다.

Ⅲ. 임금과 충족률 결정요인

1. 희망임금
대학 졸업자 전체의 희망임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그
희망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학 졸업자의 성, 나이(나이제곱 포함), 학력수
준, 전공계열, 졸업 학교 소재지, 취업 여부 및 그 준비 활동, 부모와 동거, 부모
의 소득 및 학력수준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반선형모형(OLS)을 이용하여 추
정하였다(표 5 참조).1) 상관계수로 희망임금과의 관련성을 보면 여러 변수 가
운데 학력수준이 가장 밀접하고 이어서 성별 구분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10.5% 정도 희망임금 수준이 높
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희망임금도 연간 평균 3.7%씩 높아져서 약 44세에 정점
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의 연령별 격차가
높은 편이고,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너무 길어 희망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
세인 것으로 추정된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문대학 졸
업자보다 11.4% 희망임금 수준이 높은데, 남자의 학력별 희망임금 프리미엄이
높은 편이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편인데, 의약
1)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correlation)는 연령/연령제곱(0.988) 이외에는 성/공학계열(0.370)이
가장 높다.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는 학력(0.341)과 성(0.295)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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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졸 임금근로자의 희망임금 결정요인
전체
남자
여자
B
S.E
B
S.E
B
S.E
.105***
.001
남자
인적
나이
.037***
.001
.037***
.001
.042***
.001
사항
나이제곱/100
-.042***
.001
.000***
.000
-.001***
.000
학력 4 년제(교육대 포함)
.114***
.001
.113***
.001
.109***
.001
인문
.022***
.002
-.012***
.003
.043***
.002
사회
.044***
.001
.041***
.002
.050***
.002
교육
.037***
.002
-.004***
.004
.058
.002
계열
공학
.093***
.001
.083***
.002
.093***
.002
자연
.036***
.002
.015***
.003
.057***
.002
의약
.173***
.002
.112***
.003
.202***
.002
.131***
.001
.132***
.002
.127***
.002
서울권
학교 경인권
.025***
.001
.017***
.002
.030***
.002
.028***
.001
.045***
.002
.008***
.002
소재지 영남권
호남권
-.002***
.001
.002***
.002
-.008
.002
.002***
.001
.006***
.001
.004***
.001
취업 목표
자격증
-.004***
.001
.009***
.001
-.017***
.001
구직 경험
-.004***
.001
-.003***
.001
-.007***
.001
일자리 경험
-.025***
.001
-.023***
.001
-.028***
.001
취업
직업훈련 경험
.016***
.001
.014***
.001
.017***
.001
준비
시험준비 경험
.017***
.001
.002***
.002
.027***
.002
인턴 경험
.024***
.001
.019***
.002
.028***
.002
어학연수 경험
.044***
.001
.043***
.002
.042***
.002
외국어 시험 응시
.062***
.001
.056***
.001
.065***
.001
-.050***
.001
-.042***
.001
-.063***
.001
동거 부모와 동거
.006***
.002
.014***
.002
-.009***
.003
여부 혼인
-.014***
.002
-.013***
.003
-.011***
.003
월평균 100 만 원 미만
월평균 200 만 원 미만
-.040***
.001
-.055***
.002
-.025***
.002
월평균 300 만 원 미만
-.026***
.001
-.031***
.002
-.021***
.002
월평균 400 만 원 미만
-.009***
.001
-.014***
.002
-.005***
.002
부모
월평균 700 만 원 미만
.014***
.002
.015***
.002
.013***
.002
소득
월평균 1,000 만 원 미만
.022***
.002
.019***
.003
.023***
.003
월평균 1,000 만 원 이상
.038***
.002
.051***
.003
.023***
.004
월평균 소득 없음
.010***
.002
.005***
.003
.012*
.003
부모님 안 계심
-.037***
.004
-.067***
.006
-.027***
.005
-.006***
.001
.004***
.001
-.019**
.002
중졸 이하
아버지 전문대졸
.028***
.003
.027***
.005
.020***
.004
.033***
.001
.031***
.002
.037***
.002
학력 대졸
대학원졸
.035***
.002
.021***
.003
.051***
.003
상수항
4.490***
.010
4.533***
.016
4.441***
.013
2
F/R /표본
4215.997/.327/330,154 1653.563/.270/165,882 1712.153/.278/164,332
주 : *** p<0.01, ** p<0.05, * p<0.1. 모든 값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버림.
자료 : GO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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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이 17.3%이고 공학계열이 9.3% 수준이다. 남자 인문계열과 교육계열은 예
체능계열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 여자 의약계열은 매우 높은 희망임금 프
리미엄을 보이고 있다. 졸업 대학의 소재지별로 보면, 충청권을 기준으로 서울
권, 경인권, 영남권의 대학 졸업자는 상대적으로 희망임금이 높으나 호남권 대
학 졸업자는 체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서울권 대학 졸업자의 희망임금은
전체적으로 13.1%의 높은 희망임금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성별이나
학력별 프리미엄보다 절대치가 커서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갖는 상징성을 보
여준다.
취업 목표가 있는 경우에도 희망임금이 높아지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 그
효과가 크다. 취업 준비에 있어서 자격증, 구직 경험, 일자리 경험은 희망임금
을 낮추고, 직업훈련, 입사(공무원 포함)를 위한 시험준비, 인턴, 어학연수, 외국
어 시험 응시 경험 등이 있으면 희망임금 수준이 높아진다. 여자의 경우는 자격
증이 있으나 희망임금이 낮아지는데, 이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지방 소재 여자
대학생 가운데 자격 취득을 통한 스펙 확보와 관련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
된다. 일자리 경험과 인턴 경험에 따른 희망임금의 양상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
는 것은 인턴이 하는 일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희망임금이 낮아지는데 상대적으로 남자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혼인한 경우, 남자는 1.4% 정도 희망임금이 높아지나 여자는
오히려 낮아져, 결혼이 성별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희망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계적으로 희망임금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부모의 소득이 없으
면 희망임금이 높아지나, 부모가 안 계신다고 응답한 사례는 희망임금이 낮아
지고 있다. 희망임금은 부모의 학력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희망임금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
인다.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아버지의 고학력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Ofek
& Merrill, 1997).2)

2) 어머니의 학력수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아버지 중졸 이하/어머니 중졸 이
하의 상관계수가 0.729 등으로 변수 간 상관계수가 높아 분석에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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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임금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임금근로자의 실제임금과 희망임금에 미치는 요인을 직
접 비교하기 위하여 일단 동일한 변수로 분석한다(표 6 참조). 이 모형은 노동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수요 측면이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
2
으로 모형의 정합도(R 등)가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임금과 같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앞의 추정식과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실제임금은 희망임금보다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반면에, 학
력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 적은 편이다. 또한 전공계열이나 졸업 대학의
소재지에 따른 격차는 희망임금보다 실제임금에서 더 크고, 특히 남자보다 여
자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취업 목표 여부, 자격증 보유, 그리고 구직 경험은 희
망임금과 실제임금의 영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훈련 경험 등은 실
제임금의 변화가 더 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소득이나 아버지
의 학력수준은 희망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실제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전
반적으로 더 적은 편이다.
이어서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임금근로자의 실제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
측면의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다(표 7 참조). 새로운 분석에서 실제임금과 직
접 관련성은 상용직 여부, 성 그리고 노동조합 유무에서 크며, 학력수준은 상대
적으로 낮다. 성별 임금 격차를 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남자는 여자에 비하
여 11.3% 정도 임금수준이 높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연간 평균 4.4%씩
높아지는데 약 42세에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연간 5.6%씩 상승하고 50세 내외에서 정점에 이르며, 여자는 연간
4.7%씩 상승하고 37세 전후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년제 대학 졸업
자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8.7% 임금수준이 높은데, 남자
보다 여자가 임금 프리미엄이 약간 높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에 비하여 전
반적으로 높은 편인데, 의약계열이 28.6%로 가장 높고 다음이 교육계열(25.1%)
이다. 남자 인문, 공학, 자연계열 졸업자의 임금은 예체능계열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 교육계열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자는 의약계열과 교육계열 졸업
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매우 높으나 예체능계열이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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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졸 임금근로자의 실제임금 결정요인(모형 I)
전체
남자
여자
B
S.E
B
S.E
B
S.E
.174***
.001
남자
인적
나이
.053***
.001
.083***
.001
.052***
.001
사항
나이제곱/100
-.068***
.001
-.001***
.000
-.001***
.000
학력 4 년제(교육대 포함)
.060***
.002
.026***
.002
.068***
.002
.069***
.003
-.010***
.005
.123***
.003
인문
사회
.144***
.002
.136***
.003
.156***
.003
교육
.147***
.003
.062***
.006
.195***
.004
계열
공학
.178***
.002
.146***
.003
.211***
.004
자연
.081***
.003
.044***
.004
.115***
.003
의약
.308***
.003
.177***
.005
.369***
.003
.173***
.002
.156***
.003
.182***
.003
서울권
학교 경인권
.031***
.002
.014***
.003
.039***
.003
.025***
.002
.033***
.003
.008***
.003
소재지 영남권
호남권
-.047***
.002
-.028***
.003
-.062***
.003
-.014***
.001
-.015***
.002
-.001
.002
취업 목표
자격증
.010***
.001
.021***
.002
.002
.002
구직 경험
.074***
.001
.099***
.002
.046***
.002
일자리 경험
-.001
.001
.005**
.002
-.007***
.002
취업
직업훈련 경험
.067***
.002
.082***
.002
.051***
.002
준비
시험준비 경험
.023***
.002
.009***
.003
.017***
.003
인턴 경험
.044***
.002
.039***
.003
.047***
.002
어학연수 경험
.097***
.002
.112***
.003
.070***
.002
외국어 시험 응시
.038***
.002
.030***
.002
.042***
.002
-.068***
.001
-.074***
.002
-.069***
.002
동거 부모와 동거
.045***
.003
.064***
.003
-.002***
.004
여부 혼인
-.022***
.003
-.020***
.005
-.016***
.005
월평균 100 만 원 미만
월평균 200 만 원 미만
-.061***
.002
-.076***
.003
-.047***
.003
월평균 300 만 원 미만
-.039***
.002
-.045***
.003
-.033***
.003
월평균 400 만 원 미만
-.022***
.002
-.029***
.003
-.017***
.003
부모
월평균 700 만 원 미만
.002***
.002
-.007***
.004
.010***
.003
소득
월평균 1,000만 원 미만
.022***
.003
.026***
.005
.019***
.004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035***
.004
.058***
.005
.007
.005
월평균 소득 없음
.023***
.003
.026***
.004
.004
.005
부모님 안 계심
-.021***
.006
-.081***
.010
.018**
.008
-.016***
.002
-.005**
.002
-.027***
.003
중졸 이하
아버지 전문대졸
-.011**
.005
-.053***
.008
-.007***
.006
.009***
.002
-.006*
.003
.027***
.003
학력 대졸
대학원졸
-.014***
.003
-.015***
.005
-.006***
.004
상수항
3.957***
.015 3.525***
.025
4.029***
.019
F/R 2/표본
2984.223/.255/331,654 1214.975/.212/167,049 1264.300/.221/164,604
주 : *** p<0.01, ** p<0.05, * p<0.1. 모든 값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버림.
자료 : GO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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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졸 임금근로자의 실제 임금 결정요인(모형 II)

남자
인적
나이
속성
나이제곱/100
학력
4 년제( 교육대 포함)
인문
사회
교육
계열
공학
자연
의약
서울권
학교
경인권
소재지 영남권
호남권
취업 목표
자격증
구직 경험
일자리 경험
취업
직업훈련 경험
준비
시험준비 경험
인턴 경험
어학연수 경험
외국어 시험 응시
부모와 동거
동거
혼인
여부
월평균 100 만 원 미만
월평균 200 만 원 미만
월평균 300 만 원 미만
월평균 400 만 원 미만
부모
월평균 700 만 원 미만
소득
월평균 1000 만 원 미만
월평균 1000 만 원 이상
소득 없음
부모님 안 계심
중졸 이하
아버지 전문대졸
대졸
학력
대학원졸
1 ～4 인
5 ～9 인
30 ～49 인
기업
50 ～99 인
100 ～299 인
규모
300 ～499 인
500 ～999 인
1,000 인 이상

전체
B
S.E
.113***
.001
.044***
.001
-.052***
.001
.087***
.001
.027***
.002
.071***
.002
.251***
.003
.048***
.002
.019***
.002
.286***
.003
.127***
.002
.020***
.002
.010***
.002
-.034***
.002
-.002*
.001
.024***
.001
.012***
.001
-.003***
.001
.031***
.001
.050***
.002
.014***
.002
.054***
.002
.016***
.001
-.043***
.001
.049***
.002
-.018***
.003
-.046***
.002
-.027***
.002
-.017***
.002
.009***
.002
.014***
.003
.030***
.003
.020***
.003
-.035***
.005
-.014***
.001
-.033***
.004
.016***
.002
-.009***
.003
-.118***
.002
-.065***
.002
.041***
.002
.052***
.002
.048***
.002
.077***
.002
.075***
.002
.142***
.002

남자

B
.056***
-.056***
.078***
-.047***
.035***
.271***
.005*
-.028***
.185***
.117***
.021***
.021***
-.005***
-.008***
.027***
.012***
-.004**
.035***
.040***
.004**
.055***
.006***
-.046***
.062***
-.024***
-.061***
-.038***
-.024***
-.005
.017***
.048***
.030***
-.083***
-.003*
-.083***
.013***
-.014***
-.120***
-.055***
.047***
.043***
.053***
.100***
.089***
.168***

여자

S.E
.001
.002
.002
.004
.003
.005
.003
.004
.004
.003
.002
.002
.003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3
.004
.003
.003
.003
.003
.004
.004
.004
.008
.002
.007
.003
.004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B
.047***
-.063***
.077***
.081***
.107***
.246***
.102***
.060***
.333***
.132***
.019***
-.006***
-.056***
.008***
.022***
.008***
-.005***
.026***
.035***
.022***
.044***
.025***
-.046***
.016***
-.010**
-.032***
-.018***
-.011***
.019***
.015***
.012**
.001
-.008
-.022***
-.021***
.021***
-.007*
-.110***
-.068***
.040***
.054***
.046***
.047***
.069***
.131***

S.E
.001
.001
.002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2
.002
.003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4
.004
.003
.002
.002
.003
.004
.005
.004
.007
.002
.005
.002
.004
.003
.003
.003
.003
.003
.003
.004
.003

100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1호

<표 7>의 계속

상용근로자
고용
구조 등 노동조합
상수항
2
F/R /표본

전체
B
S.E
.278***
.002

남자
B
S.E
.295*** .003

여자
B
S.E
.253*** .002

.132***

.139***

.107***

.001

.002

.002

3.732***
.013 3.563*** .021
3.749*** .017
4308.634/.454/331,654 2297.695/.464/167,049 1690.296/.393/164,604

주 : *** p<0.01, ** p<0.05, * p<0.1.
1) 모든 값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버림.
2) 실제 추정에는 사업체 유형, 산업과 직업 더미변수 16개가 추가되어 있으나 지
면 관계로 생략함.
자료 : GOMS 2011.

대학의 소재지는 충청권을 기준으로 서울권, 경인권, 영남권 대학 졸업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으나, 호남권 대학 졸업자는 체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남
자는 충청권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나, 여자는 호남권이 가장
낮고 이어서 영남권, 충청권 순으로 분석된다. 서울권은 전체적으로 12.7%의
임금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어, 서울 소재 대학의 위상은 노동시장에서도 확인
된다. 졸업 전 취업 목표가 있는 경우에 남자의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여자는
높아지고 있다. 취업준비와 관련된 자격증, 구직 경험, 외국어 시험 응시, 직업
훈련, 입사를 위한 시험 준비, 인턴, 어학연수 경험은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의 다양한 스펙 준비가 노동시장
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박천수․나영선, 2013).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는 직장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인한 경우에 성별 구분 없이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데, 기혼자 가중평균 연령이 38세이나, 미혼자는 12세 정도 낮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기준으
로 부모 세대의 낮은 소득은 자식의 낮은 임금으로 나타나고, 높은 소득은 높은
소득으로 이어진다.
부모의 소득이 없으면 임금이 높아지고 부모가 없는 경우 남자는 임금이 크
게 낮아지나, 여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수준도 임금에 영향
을 미치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고졸 이하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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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이 낮아지고 대졸인 경우에 임금이 높아진다. 그런데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는 임금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공 선택
경향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규모는 매우 뚜렷하게 임금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
면 가장 작은 규모(4인 이하)의 기업 재직자는 가장 규모가 큰(1,000명 이상)
기업 재직자에 비하여 26.0% 정도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다. 종사상 지위에 따
른 차이도 매우 큰 편인데, 계약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인 상용직 종사자는 일
용이나 임시직에 비하여 27.8%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
업 종사자는 13.5%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노동조합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
은 남자가 높은 편이다. 대기업의 정규직을 지향하는 대학 졸업생의 취업 경향
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에 생략되어 있지만 직업과 산업 그리고 기업의 특성에 따른 임금 차이도
분명하다.3) 산업별로 1차 산업 종사자(공공서비스업 대비 19.9%)의 임금수준
이 가장 높고, 직업별로 관리직(사회서비스직 대비 42.8%)이 높으며, 기업 특성
별로 외국기업 종사자(공공기관 대비 11.2%)의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다.

3. 희망임금 충족률
충족률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충족률을 종속변
수로 하고 개인과 일자리 특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반선형모형(OLS)으로
추정한다. 충족률과 독립변수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상용직 여부가 매우 높고,
성이나 노동조합 유무도 높으며, 학력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4)
성별 충족률 격차를 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3.8%포인
트 정도 충족률이 높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충족률은 낮아져 1세가 올라갈수록
평균적으로 충족률이 0.1%포인트 낮아지고 있는데,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자는
0.26%포인트 개선되나 여자는 0.22%포인트씩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 <표 7>에 제시하지 않은 기업규모, 산업, 직업, 기업 특성 등 25개 변수의 유의수준은 모
두 0.01% 이하이다.
4) 종속변수와 상관관계는 상용직(0.414), 교육연구기관(-0.212), 제조업(0.186), 민간기업(0.184),
성(0.145), 노동조합(0.123) 등이고, 학력수준은 0.0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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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졸업자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0.5%포인트
충족률이 낮은데, 남자보다 여자의 충족률이 약간 더 낮은 편이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편인데, 교육계열이 13.3% 높고 다음으
로 의약계열이 9.3%포인트 높다. 예체능계열과 비교하여 교육계열을 제외하고
남자보다 여자의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학 소재지는 충청권을
기준으로 서울권과 경인권 대학 졸업자의 충족률이 높은 편이고, 영남권과 호
남권 대학 졸업자는 체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는 가장
높은 충족률을 보이고 있으나, 호남권은 가장 낮은 충족률을 시현하여 희망과
현실이 격차가 큰 편이다.
현재 대학 졸업 당시 취업 목표가 있는 경우에 충족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취업 목표로 인해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입직을 우선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
된다. 외국어 시험 응시자도 상대적으로 충족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수고에 대
한 보상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외 취업준비와 관련된 직업훈련, 구
직 경험, 자격증, 일자리 경험, 어학연수 경험, 입사(공무원 포함)를 위한 시험
준비는 전반적으로 충족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스펙 준비 과정에서 현재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남자는 충족률이 낮아지고 여자는 높아지는데, 이는
부모의 기대 상승(남자)이나 현 임금에 대한 만족(여자)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혼인한 경우에 성별 구분 없이 충족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높은 연
령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전반적으로 소득 상승과 함께 충족률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가장 낮은 100만 원 미만 소득 수준과 소득이 없는 경우에 충족률이 상
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부모의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수준이 낮
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남자는 부모가 안 계신 경우에 충족률이 낮아지고 있
는데 대학 졸업자로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의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학력수준이 다른 부모를 가진 대학 졸업생들은
모두 충족률이 낮은 편이다. 저학력층 부모는 자신에 비하여 학력이 높은 자녀
의 임금에 대한 기대가 높고, 고학력층은 자신의 임금수준과 비교한 기대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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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8> 대졸 임금근로자의 희망임금 충족률 결정 요인

남자
나이
4 년제(교육대 포함)
인문
사회
교육
계열
공학
자연
의약
서울권
학교
경인권
소재지 영남권
호남권
취업 목표
자격증
구직 경험
일자리 경험
취업
직업훈련 경험
준비
시험준비 경험
인턴 경험
어학연수 경험
외국어 시험 응시
부모와 동거
동거
혼인
여부
월평균 100 만 원 미만
월평균 200 만 원 미만
월평균 300 만 원 미만
월평균 400 만 원 미만
부모
월평균 700 만 원 미만
소득
월평균 1000만 원 미만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월평균 소득 없음
부모님 안 계심
중졸 이하
아버지 전문대졸
대졸
학력
대학원졸
인적
속성
학력

전체
B
S.E
3.779*** .101
-.113*** .012
-.494*** .108
1.257*** .202
3.797*** .161
13.278*** .235
.116*** .175
.547*** .194
9.298*** .213
2.964*** .157
1.046*** .141
-.261*** .137
-2.164*** .163
-.705*** .091
1.494*** .103
1.649*** .094
1.044*** .099
2.341*** .111
1.570*** .136
.117*** .127
1.632*** .125
-1.684*** .109
-.818*** .096
4.813*** .189
.346*** .244
-.725*** .164
-.199*** .146
-.519*** .145
-.276*** .176
.380*** .237
1.003*** .269
1.103*** .229
-1.255*** .440
-.757*** .121
-3.925*** .354
-.551*** .145
-2.691*** .234

남자

B
.256***
-.811***
-1.378***
1.373***
15.220***
-3.067***
-2.333***
3.631***
2.153***
1.483***
-.562***
-.332***
-1.226***
1.084***
1.447***
1.074***
3.019***
1.933***
-.524***
2.454***
-2.196***
-1.882***
5.804***
.260***
-.605***
-.227***
-.582***
-1.408***
2.547***
1.917***
2.698***
-2.614***
-.369***
-6.289***
-.543***
-1.835***

여자

S.E
.020
.162
.347
.258
.459
.253
.309
.374
.231
.205
.200
.243
.134
.139
.139
.143
.167
.203
.185
.183
.158
.137
.240
.346
.241
.217
.221
.271
.365
.386
.319
.715
.165
.587
.218
.348

B
-.223***
-1.069***
3.803***
5.837***
12.792***
5.193***
2.948***
12.328***
3.758***
.795***
-.092***
-3.269***
-.134***
2.053***
1.421***
.786***
1.556***
.205***
.707***
.536***
-1.123***
.031***
1.885***
.380***
-.888***
-.286***
-.466***
.707***
-1.195***
.337***
-1.205***
-1.349***
-.678***
-3.302***
-.205***
-3.427***

S.E
.017
.146
.240
.202
.269
.272
.243
.257
.208
.191
.185
.215
.123
.151
.124
.135
.146
.182
.169
.166
.146
.131
.315
.340
.219
.193
.185
.225
.302
.369
.328
.543
.178
.427
.189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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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인
5 ～9 인
30 ～49 인
50 ～99 인
기업
100 ～299 인
규모
300 ～499 인
500 ～999 인
1,000 인 이상
상용근로자
고용
구조 등 노동조합
1 차산업
제조업
건설인프라산업
산업
판매운수숙박업
사업서비스업
개인국제산업
관리직
경영지원직
개인서비스직
직업
건설제조직
농림직
군인
민간기업
기업
외국기업
교육연구기관
규모
기타
상수항
F/R 2/표본

전체
남자
여자
B
S.E
B
S.E
B
S.E
-7.177*** .184
-7.827*** .289
-6.430*** .232
-4.159*** .159
-3.313*** .248
-4.377*** .201
-.032*** .172
.645*** .252
-.249*** .231
.759*** .158
1.370*** .237
.002*** .208
.113*** .154
1.136*** .225
-.855*** .207
1.854*** .204
3.604*** .296
-.113*** .275
-.289*** .203
.740*** .290
-.606*** .282
4.282*** .169
6.105*** .239
3.311*** .239
16.383*** .144
18.026*** .238
14.378*** .174
6.170*** .110
6.689*** .158
4.666*** .152
11.297*** 1.160
9.076*** 1.376
21.443*** 2.312
9.535*** .185
9.058*** .299
9.306*** .247
7.533*** .256
8.097*** .369
5.680*** .394
7.682*** .196
8.344*** .323
7.027*** .247
6.736*** .163
6.886*** .278
6.671*** .200
2.126*** .240
.443*** .378
2.898*** .310
26.088*** .865
18.074*** .966
54.750*** 2.559
.608*** .136
1.797*** .227
-1.056*** .167
.436*** .182
-1.510*** .272
2.135*** .254
4.355*** .174
3.920*** .249
3.495*** .285
4.303*** 1.595
4.112*** 1.789 -11.279*** 4.086
-3.051*** .520
-4.149*** .596 -11.540*** 1.803
4.249*** .139
4.564*** .233
3.573*** .169
7.542*** .295
7.203*** .441
8.028*** .393
-8.119*** .193 -17.596*** .339
-2.091*** .230
-10.966*** 1.052 -10.086*** 1.383 -13.056*** 1.623
62.126*** .434
57.319*** .725
65.838*** .564
1255.048/.194/327,624 778.276/.227/164,389 497.966/.159/163,234

주 : *** p<0.01, ** p<0.05, * p<0.1.
1) 모든 값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버림.
2) 실제 추정에는 사업체 유형, 산업과 직업 더미변수 16개가 추가되어 있으나 지
면 관계로 생략함.
자료 : GOMS 2011.

기업규모도 매우 뚜렷하게 충족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충족률도 높아지는 편이다. 이는 대학 졸업생들이 기대하는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보다 현실의 임금격차가 더 커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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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도 매우 큰 편인데, 계약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인 상용
직 종사자는 충족률이 16.4%포인트나 높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종사자는 높
은 충족률(6.1%포인트)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산업별로 공공서비스업을 기준으로 1차 산업 종사자(10.5%포인트)의 충족률
이 가장 높은 편인데, 특히 여성의 충족률이 높다. 대학생들의 졸업 시기에 1차
산업의 낮은 임금 기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별로 사회서비스직을
기준으로 관리직(25.9%포인트)의 충족률이 높은데, 특히 여성의 충족률이 높은
편이다. 군인 직종의 충족률(-3.7%포인트)이 낮은데, 특히 여성 군인이 낮다.
기업 특성별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보아, 외국기업이 비교적 높고 교육연구기
관이나 기타(프리랜서와 같이 특정한 조직이 없는 취업자)의 충족률이 상대적
으로 크게 낮은 편이다.

Ⅳ. 결 론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졸 청년층의 고용
률은 OECD 평균에 비하여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청년층 일자리
정착과 관련된 희망임금의 형성과 실제임금을 통한 충족 현황을 대학생 직업이
동경로조사(2011GOMS1)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희망임금은 인적 속성이나 학력수준과 같은 노동공
급 측면의 영향이 크나, 실제임금은 종사하는 직업이나 산업과 같은 노동수요
측면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희망임금과 비교한 실제임금의 충족은 여러 속성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의 충족률은 평균적으로
88.0% 수준이다. 희망임금 충족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8.8%포인트 높고, 회귀분석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3.8%포인트가 높다. 4년
제 대학 졸업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희망임금 프리미엄(11.4%)과 실
제임금 프리미엄(8.7%)이 높으나, 평균 충족률(-1.1%포인트)은 오히려 낮으며
충족률 회귀계수(-0.5%포인트)도 낮다. 전공계열별로 의약계열이 예체능계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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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평균 충족률이 12.1%포인트나 높고, 회귀분석에서도 다른 조건이 같다
면 9.3%포인트가 높다. 특히 여자 졸업생의 두 계열 간 충족률 평균 차이
(15.4%포인트)와 회귀분석의 충족률 차이(12.3%포인트)가 두드러지게 크다.
대졸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고학력으로 높아진 희망임금에 비하여
현실 노동시장에서 실제임금을 통한 충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졸
업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졸업자 비중(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비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1학년도 대학 졸
업생(2011GOMS1) 가운데 현재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대학
졸업생은 359,859명으로 졸업생의 75.1%이다. 이 비중은 성별로 남자(78.3%)가
여자보다 6.3%포인트 높으며, 학력수준별로 전문대학 졸업자(75.8%)가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1.2%포인트나 높다. 의학계열 졸업자(84.7%)가 예체능계열 졸
업자보다 더 많이(13.9%포인트)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해 있으며, 특히 의약
계열 여자 졸업생(85.2%)은 예체능계열 여자 졸업생에 비하여 18.5%포인트나
취업자 비중이 높다.
이처럼 충족률의 격차와 일자리 비중의 값이 전반적인 추세는 물론 크기까지
매우 유사하여, 고학력 청년층의 희망임금 충족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통
한 고용률 제고의 핵심 요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은 높은 평균 충족률(89.6%)과 충청권 소재 대학 졸업생보다
높은 충족률(3.0%포인트)에 비하여 평균보다 낮은 일자리 비중(72.7%)을 보이
고 있다. 이는 서울 지역 대학 졸업생 가운데 다수가 대학원 진학 등 다른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과 약간 상이한 진로를 보여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 결과가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졸 청년층의 희망임금이 노동시장 이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므로, 희망임금(의중임금)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현황 파악이 강화되어야 한
다. 청년층이 주관적으로 가진 희망임금이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분포
하고 있으며, 또한 입직 결정과 고용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
째, 대학생에게 교육과정을 통하여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확한 희망임금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졸업생의 희망임금은 성별이나
학력수준 등 노동공급 측면의 영향이 크나, 실제임금은 기업규모나 직업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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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요 측면의 영향이 커서 불일치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모든 대학생이 재학
중에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한다.
셋째,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변화를 통한 충족률 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과
도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 성별, 기업규모별, 그리고 고용지위별 임금 격차의 개
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쟁체계의 개편 및 고등교육 인력양성체계의 혁신이
포함된다. 이는 실효성이 있는 차별금지, 직업별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 그리고 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강화에 의하여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성과를 얻게 되면 정규직이나 대기업 일자리 입직을
위한 취업 대기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입직자가 늘어나, 대학 졸업자의 일자리
정착이 크게 개선되고 고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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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rvation Wage of College Graduates and
Employment
Park Cheonsoo
Using the 2012 GOMS(Graduates Occupation Mobility Survey), this study
revolves the reservation(hoping) wage’s influence on the transition from
university to work.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reservation wage is mainly influenced
by human characteristics or levels of education, but the actual wage is
influenced by the job condition more. 4-year university graduates have lower
premium of actual wage than the reservation wage compared to 2-year college
graduates. Other things being equal, males are about 3.8%p higher than females
in the satisfaction ratio of the reservation wage and medicine graduates are
12.1%p higher than fine art graduates. Therefore the employed rates in the
stable job are higher for 2-year college, male, and medicine graduates.
When the gap is greater between the actual and reservation wages, the
entrance to the labor market is lower or the working period is shorter. It
is expected that the job stability would be low.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satisfaction of the reservation(hoping) wage in the labor market is very
important for the stability of jobs and the enhancement of the employment
rate for young people.
Keywords : Graduates Occupation Mobility Survey(2011), reservation(hoping) wage,
actual wage, jobs for the young, satisfaction ratio of the reservation(hoping)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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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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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본주의 기반의 국가와 사회․경제 체제에 있어 근로자는 이를 구성하는 가
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근로자는 생산의 중요한 주체이자 소비자이며, 사회
의 근간을 유지하는 핵심 계층으로서 역할을 한다. 근로자가 활동을 하는 영역
은 근로환경(working conditions)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상상태,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닐 수 있다.
그간 기후변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활동의 관점에서 어떠한 조건이 변화할 수 있고, 어떤 집단이 취약해질 수 있는
가에 대한 탐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보고서에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와 위험(risk)의 개
념이 도입되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부문에서 기후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과 위험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한 초점은 취약성을 줄이는 데 있다.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점은 역량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역
량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경제력이며 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노동과 직업이다. 기후변화가 어떠한 근로환경의 변화를 야기하는지,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근로자들에게 미치는지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근로자가 어떠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취약한지에 대한 문제는 특히 안전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기후변화는 근로자에
게 상해, 사망, 부상, 작업 효율 등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현
실에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는 노동이라는 특수한 활동을 영위하는 속성을 공통적으로 지니며, 이
는 직업(job) 혹은 직종(occupation)이라는 형태로 분류된다. 동일한 직종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유사한 형태의 근로환경과 필요 기술, 작업환경 등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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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활동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취약계층 연구와 유사한 맥락
을 지닌다. 유사한 근로환경과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서 어떠한 특성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취약해질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직종이 처한 환경과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의 여건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연구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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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은 동질적인 근로환경을 경험하며, 직종에 따라 요구되
는 인지적․신체적 활동 특성 또한 달라진다. 근로자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
는가에 따라 해당 직종에서 관련되는 다양한 근로환경의 조건들이 구성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직장 내에서도 고온에 노출이 많은 직종이 있는 반면, 사무
실에서 근무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도 존재한다. 내․외부적 업무
환경으로 구성되는 근로환경은 근로자의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판단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기준으로 하여 기후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는 직종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떠한 직
종에서 근로환경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지, 민감도는 어떠한지,
역량은 어떠한지 비교할 예정이다.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집되어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OECD 및 유럽 주요 국
가와 비교가 가능한 한국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KWCS)1)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단계는 앞의 [그림 1]과 같다.

Ⅱ. 선행연구 검토

기후변화가 근로자와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
다. 우선, 스턴 보고서(2007)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지구적 성장 감소의 가능
성을 지적하고 있다(Stern, 2007).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고용과 근로자, 근로
환경 등에 영향을 주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과 고용의 변화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고용조건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문제에 부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기후변화 자체를 과거 경제위기에서의 영향과 유
사한 외생적 충격(external shock)의 하나로 논의한다. 스턴 보고서에서 논의하

1)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국가 승인통계이다(승인번호 제38002호)/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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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인 GDP의 4~20% 감소 가능성이 국제 무역수
지 저하와 같은 경제 일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이러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부(-)의 영향이 청년, 여성, 어린이 근로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ILO, 2011). 이는 GDP 감소와 성장 저하, 무역수지 저하
에 따른 임금의 손실, 근로환경의 변화와 같은 직․간접적인 영향이 경제적으
로 취약한 특정 영역의 계층에 집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노동계의 관점은 장기적인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급격한 이상기상 현상의 문제 등이 야기할 피해의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논의하
고 있다. 이상기상 혹은 극한 기상 현상은 생산성에 대한 변화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가 소멸되는 현상, 실업 문제 발생, 지역경제 침체, 고
용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Rosemberg(2010)은 기후변화와 저탄소, 회복력 등의 경
제와 성장에 대한 틀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대하여 고용과 노동정책의 방향
이 변화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Rosemberg(2010)은 2009 UN Climate Change
Conference에서 제기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개념을 고용과 노동정
책의 방향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에
대해 노동운동의 개념적 틀 역시 변화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저탄소와 기후에
회복력이 강한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복잡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근로자 편익의 극대화, 근로
자들을 위한 곤궁(hardship) 최소화 등으로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구체화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방향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근로자와 고용, 노동시장 등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용,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과 관련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하며, 적응 대책과 전략의 접근에
대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정부, 시민사회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
요함을 제안하고 있다(ILO, 2011).
Olsen(2009)은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적인 근로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의 변화를 연계하여 논의하고 있다. 농업과 관광 분야에
서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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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후변화의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영향
기후변화 관련 문제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영향 관련 문헌의 수
경련, 피로, 열사병
4
신장, 심혈관계 질환
1
화학약품 흡수의 증가
2
탈수 및 인지적 지각능력의 하락
1
열파 및 기온 상승
피부질환
1
경계심의 완화로 인한 사고
2
변화된 감정적 상태
1
사망
4
대기오염(오존, 진애,
심혈관계 및 호흡계 징후 및 질병
9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자외선 복사
암 및 눈병을 포함한 피부질환
4
3
심혈관계 및 호흡계 질환
아토피 민감화(꽃가루 및 공기 알레르기)
2
극한 기상
진드기 매개 질병
2
낙상, 부상 및 사망
3
정신건강 문제
2
1
절지동물에 의한 뇌염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1
매개체 질병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2
라임병
4
브루셀라병
1
자료 : Adam-Poupart et al.(2013a) 내 Table 1. 수정.

적응 및 완화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형태의 직업들이 더럽고
위험하며, 힘든 소위 3D 직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과 직종은 기존의 안정적이고 고숙련 노동의 보조적
인 형태가 되는 힘들고 위험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사회가 지닌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고용, 저숙련,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Olsen(2009)은 기후에 민감한 분야의 작업장
과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관한 연구와 재해로 인한 일시해고
근로자에 대한 대안적인 직업들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로 새롭게 나타나는 직
업들에서의 근로조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 등을 제안하
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노동과 근로기준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OHS) 측면에서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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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연구는 산업재해, 산업보건 등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는 특정한 질병과 사망 원
인, 근로환경 등과 관련한 주제에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Schulte and Chun(2009)는 주요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재해에 대해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주변 온도의 증가, 대기오염, 자외선에 대한
노출, 극한 기상의 발생, 전염성의 매개인자성 감염,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산
업의 출현,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
Adam- Poupart et al.(2013b)은 기존 문헌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그림
2] 및 <표 1>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리하였
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영향은 개인, 자연자원, 사회적
맥락에서 구분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결과들을 정리하였
다. 개인에 대한 결과는 폭염(heat wave), 대기오염(air pollution), 자외선 복사
(ultraviolet radiation), 극한 기상(extreme weather events), 진드기 매개질병 및
동물매개 질병 등으로 논의된다.
[그림 2] 기후변화 영향의 맥락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영향

자료 : Schulte and Chun(2009)의 그림을 Adam-Poupart et al.(2013b)이 수정․보완한
그림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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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논의가 다수 존재하나, 주로 개별적인 재해
요인 및 행동을 질병 및 질환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의 측면을
직․간접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에서는 산업재해원인조사(통계청 지정통계(제38001호)), 산업재해조사(승인
번호 11806호),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근로환경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에 기반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의 예를 들면 운전직 종사
자에서 나타나는 요통이 어떠한 업무 관련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지, 건설업 근
로자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산업재해로 연계되는지,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건강 이상과 관련되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김태우 외, 2009; 김준호․장세진,
2012; 신경석 외, 2012). 기후변화가 아닌 특정한 직종에서의 행동, 직무요인
등에 의한 산업재해 관련성은 본 연구에서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연
구를 제외한다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영향과 방향을 논의
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국내 선행연구 중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2008)의 연구는 적응의 초점이 아
니기는 하지만 기후변화가 고용, 근로자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응과제를
도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고용에 대한 영향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노
동조합연맹(ETUC)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규
제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제한을 받는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요 감소 정책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 및 전환은 기존 에너지 관련 일자리의 50%를 감소시킬 것이나 신재생에
너지 관련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관련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화석연료 산업 기반의 폐쇄와 근로자
들의 일자리 감소 및 손실은 환경보전의 문제가 곧 일자리와 노동조합의 문제
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결과 기후변화 취약직종 도출을 위한 시
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의 영향과 산업안전보건 측면
에서의 논의가 개별 직종 및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연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가 야
기하는 환경적 변화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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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표 1> 및 [그림 2]와 같이 폭염, 피로, 면역체
계 장애, 피부염, 근골격계 장애 등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노출을 찾아냄으로써 이를 기
준으로 기후변화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개인 근로자의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근로환경조사(WCS)의 위험 기준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영향과 산업안
전보건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근로자의 근로환
경과 관련된 조사인 근로환경조사(WCS)는 근로환경과 관련한 위험 노출의 정
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근로환경조사(EWCS)는 근로자의 위험환경
노출 요인을 자세 관련 위험(posture related risk index), 화학생물학적 위험
(biological and chemical risk index), 주변 환경적 위험(ambient risk index)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Eurofound, 2012), 이를 Adam-Poupart et al.(2013a,
2013b)이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의 논의와 연계시킬 수 있다.
셋째, 개별 근로자가 처한 근로환경의 여건과 개인의 역량을 기후변화 취약
성에서 논의하는 민감도(sensitivity)와 역량(capacity)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취약성 논의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노출 정
도와 이에 대한 민감한 정도,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구성된 틀을 사
용하고 있다(Yohe & Tol, 2002; UNDP, 2005; IPCC, 1996; Füssel, 2007). 근로
자 직종에서의 취약성 역시 이러한 틀 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노출과 더불어 근로환경 그 자체가 주는 민감한 정도와 개인의 역량
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의 검토와 세 가지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후변화
취약직종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 물리적2) 위험 노출3)
- 자세관련 위험, 화학생물학적 위험, 주변 환경적 위험
○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업무상 물리적 위험 노출4)
2) 여기서 물리적의 의미는 신체와 관련되어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하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용어의 맥락도 같은 의미이다.
3) Eurofound(2012), 5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4) Adam-Poupart et al.(2013a,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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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 위험 노출/고온 - 화학물질 위험 노출/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 근로환경 구성의 민감도
- 업무 긴장도, 장소 불안정성, 주당 업무시간, 비정규직 비율
○ 개인 근로의 역량
- 월별 임금, 개인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력수준
<표 2> 기후변화 취약직종 분류 기준설정 기준
구분

업무상
물리적
위험
노출

노
출

기후
변화
영향에
따른
업무상
물리적
위험
노출

변수
구성

변수
형태

자세
관련
위험

지수5)

화학
생물학적
위험

지수

주변
환경적
위험

지수4)

고온
위험
노출

지수4)

고온화학물질
위험
노출

지수

4)

4)

변수정의
○ 신체적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 진동(vibrations),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
세(tiring position), 사람을 들거나 이동(lifting
people), 무거운 물건 이동(carrying heavy
loads), 계속 서 있는 자세(standing), 반복적
손, 팔 동작(repetitive movements) 등
○ 근로자의 호흡계통, 감염, 화학물질 등에 미
치는 위험 요인
- 담배연기(breathing in smoke), 증기(breathing
in vapours), 화학물(handling chemicals), 감
염물질(handling infectious materials) 등
○ 업무시 주위환경과 관련된 위험 요인
- 소음(noise), 고온(high temperature), 저온(low
temperature) 등
○ 고온에 대한 영향으로 열스트레스 및 열제약,
피로 등으로 연계되는 위험
- 고온(high temperature) 및 자세관련 위험
(posture related risk index)의 조합
- 위험 노출시간이 업무시간의 25% 이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고온에 대한 영향으로 화학물질 과민증 등으
로 연계되는 위험
- 고온(high temperature) 및 화학생물학적 위
험(biological and chemical risk index) 중
화학물에 대한 노출 위험의 조합
- 위험 노출시간이 업무시간의 10% 이상 중
에서 두 위험 중 하나의 노출시간이 업무시
간의 25%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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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구분

노
출

기후
변화
영향에
따른
업무상
물리적
위험
노출

변수
구성

변수
형태

변수정의

지수4)

○ 대기오염 등의 증가로 호흡기 관련 물질에
노출이 증대하여 질병으로 연계되는 위험
- 증기(breathing in vapours), 화학물(handling
chemicals), 감염물질(handling infectious
materials) 등에 대한 조합
- 위험 중 하나의 노출시간이 업무시간의 25%
이상인 경우

지수6)

○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타인 및 회사에 대
한 피해가 연계되어 스트레스 및 긴장도를
높이는 민감 요인
- 업무 실수에 대한 결과(consequences of
mistake) : 자신의 신체 손상, 타인의 신체
손상, 일의 지연, 타인에게 스트레스 부담,
회사에 재정적 손해
- 전혀 그렇지 않다(1), 대부분 그렇다(2), 가
끔 그렇다(3), 별로 그렇지 않다(4), 전혀
그렇지 않다(5)

장소
불안정성

지수5)

○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불안정하여 외부 위
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주는 요인
- 업무의 장소(place of work) : 고용주의 사업
장(1), 고객의 사업장(2), 자동차 등 교통수
단 내(3), 실외(4), 기타(5) 등

주당
업무시간

시

○ 근로자의 주당 업무시간은 과로와 피로 누적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요인
- 주당 업무시간(시)

%

○ 해당 직종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 불안
정성과 전반적인 근로여건을 알 수 있는 민
감 요인
- 전체 고용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비율(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
외)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업무
긴장도

민
감
도

근로
환경
구성의
민감도

비정규직
비율

5) Eurofound(2012), 5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지수구성법에 따름.
6)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1),「제3차 근로환경조사」내 설문조사 변수 항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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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구분

변수
구성
월별
임금

역
량

개인
근로의
역량

개인
건강
상태

교육
수준

경력
수준

변수
형태

변수정의

○ 개인의 임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
백만 원
- 경제력을 최소한으로 구성할 수 있는 월별
임금 활용(백만 원 단위)
○ 개인의 건강상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신체적 역량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나쁘다(1), 나쁜 편
지수
이다(2), 보통이다(3), 좋은 편이다(4), 매우
좋다(5)
○ 교육수준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정
보와 업무를 습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년
적인 인지 역량
- 7개 범주 변수를 연단위 변수로 변환
○ 경력수준은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의 정도를
의미하며, 기후변화 관련 영향을 업무와 관
년
련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
- 동일직장 근무연수 및 월수를 활용하여 변환

Ⅲ. 분석방법 및 자료

취약직종 도출을 위해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의
노출 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s)을 활용
하였다. 직종이 특성에 기초한 직종 군집화(occupation clustering)는 지역경제
분석 등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는 것으로, 지식(knowledge), 숙련(skills)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O*NET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직종을 군집화하고, 지역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활용된 사례가 있다(Feser, 2003; Chrisinger et al.,
2012).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계층적 군집분석과 Ward의 방법, AGNES를 조합
한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기준으로 동질적 특성을
지닌 직종의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서 통계적 군집화를 시도하였다.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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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직종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위험 특성을 기
준으로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고 체계화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 간 중
복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이고 순차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군집방법(cluster
method)으로서는 Ward의 방법(Ward's method)을 활용하였다. Ward의 방법은
군집 중심간의 거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군집 간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총 군집 내 제곱거리의 오차제곱합(Error sum of squares)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계층화 군집분석에 있어 Ward의 방법과 함께 AGNES(agglomerative nest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근접행렬과 덴트로그램을 통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
류상 해당되는 총 149개의 직종 중 최종적으로 3개의 군집 범주를 선택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직종 군집화를 한 후 위험성이 높은 직종 군집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군집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되는 세 가지
직종군을 도출하였다. 이는 다시 민감도와 역량과 관련되는 변수와 더해 최종
취약직종을 선정하였다.
물리적 위험 노출 기준의 직종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나타내는
지수 구성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험을 나타내는 지수의 구성은 유럽
근로환경조사(EWCS)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 절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0점,
거의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10점, 근무시간의 25% 노출되는 경우는 25점, 근
무시간의 50% 노출되는 경우는 50점, 근무시간의 75% 노출되는 경우는 75점,
거의 모든 근무시간에 노출되는 경우는 90점, 근무시간 내내 노출되는 경우는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직종 도출에 있어서는, 앞서 도출한 물리적 위험
노출에 따른 군집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온, 고온 - 화학물, 호
흡계 영향 등 세 가지 경로로 연계하여 기후변화 영향 위험에 대한 노출을 파악
하였다. 고온의 경우 근로시간의 25% 이상 노출된 경우를, 고온 -화학물의 경
우는 고온과 화학물에 대한 위험 노출이 10% 이상인 경우에서 두 위험 중 하나
가 근로시간의 25% 이상인 경우를, 호흡계 영향의 경우는 증기, 화학물, 감염
물질 3개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근로시간의 25% 이상을 차
지하는 경우를 선택하였다.
최종 취약직종 도출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Euro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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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수구성법에 따라 도출된 지수의 합과 민감도,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였다.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고, 민감도의 수준이 높으며, 역량수준이 낮은
경우를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하였다. 위험 노출, 민감도, 역량 중에서는 위험
노출을 가장 중요한 순위 도출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직종을 도출하기 위해 직종이 근로환경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노출과 민감도 항목, 역량 항목이 동일한 개인
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구축되는 자료인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한다. 근로환경조
사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유럽근로환경조사와 영국 노동력
조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본 연구에
서는 2011년에 조사가 되어 가장 최근에 결과가 공표된 제3차 근로환경조사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변수는 유럽근로환경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조사되
는 항목으로, <표 2>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인
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구를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 방식을 사
용한 것이며, 총 50,032명이 조사되었다.
직종분류는 통계청의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 KSCO)를 활용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업무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한 자료이다. 분류체계
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 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 ISCO)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10개의
대분류와 52개의 중분류, 149개의 소분류, 426개의 세분류로 구성되며(통계청,
2007), 제3차 근로환경조사는 세분류 수준의 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세분화된 직종 정보의 구득 및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상충되는 분석 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 소분류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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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물리적 위험 노출 기준의 직종 군집
물리적 위험 노출 기준의 군집분석 결과 149개의 직종을 3개의 군집으로 유
형화할 수 있었다. 업무상 물리적 위험 노출과 관련된 세 가지 위험은 자세관련
위험, 화학생물학적 위험, 주변 환경적 위험으로 구분하였고 군집화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각 값은 지수로 환산된 위험 값의 군집별 평균을 의미한다.
1군집의 경우는 물리적 위험에 노출이 거의 없는 직종 군집이다. 총 60개의
직종이 해당된다. 대부분의 관리직 및 전문가 관련 직종, 사무종사 관련 직종
등이 물리적 위험에 노출이 거의 없는 직종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부분 실외
노출이 거의 없고, 신체적 활동보다는 정신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직종이다. 1
군집에는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에 해당하는 직종이 주로 포진하고 있으나, 단
순노무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중 일부 직종 또한 1군집에 포함
된다. 이들의 경우 업무환경이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그 형태는 사무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직종이다.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매장판매 종사자,
가사 및 육아도우미 등이 대표적이다.
2군집의 경우는 자세관련 위험과 낮은 형태의 주변 환경적 위험 노출이 복합
되어 있는 직종 군집이다. 총 65개의 직종이 해당된다. 일부 관리자와 전문가
<표 3> 물리적 위험 노출 특성 기준 군집분석의 결과(평균 비교)
군집

자세관련
위험

화학생물학적
위험

주변 환경적
위험

직종의 수

1군집

15.86

2.35

5.41

60

2군집

30.19

6.50

15.50

65

3군집

43.08

14.80

30.8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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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종이 해당되나 서비스, 농림어업, 기능관련 직종, 기계 및 장치조작 직
종, 단순노무 직종, 군인 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군집이다. 자세관련 위험이
업무시간 중 25% 이상 평균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일부 주변 환경적 위험노출
이 존재한다. 이들 군집은 낮은 형태의 위험 노출이 존재하는 군집으로 볼 수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집단으로
여길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 중 고온, 저온 등과 관련된 세부 위험이 증가할
경우 주변 환경적 위험 노출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고, 물리적 노출 위험 집단
인 3군집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3군집은 물리적 위험 노출이 전반적으로 높은 직종 군집이다. 자세관련 위험
과 주변 환경적 위험 노출에 대부분의 직종이 해당되고, 1군집 및 2군집과 비교
하였을 때 화학생물학적 위험 노출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 총 24개 직종이 해당
된다. 직종의 구성은 기능직, 장치 및 시설 조립관련 직종, 단순노무 직종 등으
로 구성된다.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중 3군집에 포함된 직종은 없다. 자세 관
련 위험과 주변 환경적 위험 노출이 업무시간 중 25% 이상 평균적으로 나타나
있고 화학생물학적 노출 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찰된다.
각 군집별 물리적 위험 노출 특성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1군집의 경우, 세 가지 위험 중 화학생물학적 위험과 주변 환경적 위험은 거의
없으며, 자세관련 위험 중에서도 반복적인 손, 팔 동작과 계속 서 있는 자세,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가 약하게 나타났다. 2군집의 경우, 자세관련 위험
이 어느 정도 있으며, 주변 환경적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군집이다.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774),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843), 하역 및 적재 단
순 종사원(921), 물품 이동장비 조작원(874), 임업관련 종사자(620) 등으로 나
타났다. 이들의 경우 업무 과정 중 소음과 고온의 위험에 25～50% 이내로 노출
되고 있다. 자세관련 위험의 경우, 대부분의 직종이 기능, 기술, 서비스관련 직
종이며, 신체를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921), 섬
유 및 가죽관련 기능 종사자(721), 금속기계부품 조립원(855), 어업관련 종사자
(630),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811), 운송장비 정비원(752) 등이 대표적이다.
3군집에 해당되는 직종의 경우, 모든 직종이 업무시간 중 25% 이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관련 위험 노출의 평균값이 43.08로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직종 파악을 위한 탐색적 연구(김동현) 

127

<표 4> 물리적 위험 노출 특성 기준 군집분석의 결과(평균 비교)
1군집
물리적
위험노출
구분

자
세
관
련
위
험

화
학
생
물
학
적
위
험

진동
피로하
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사람을
들거나
이동
무거운
물건
이동
계속
서있는
자세
반복적
손, 팔
동작
전체
담배
연기

표준
평균값
편차

2군집
직종
표준
개수
평균값
(25%
편차
이상)
0 27.05 14.93

3군집
직종
표준
개수
평균값
(25%
편차
이상)
33 51.46
9.00

직종
개수
(25%
이상)
24

5.66

4.05

19.03

6.64

12

31.56

10.27

47

42.29

9.01

23

5.02

5.19

0

7.34

5.96

1

10.62

4.82

0

8.45

5.15

1

23.64

11.57

29

37.40

7.86

23

23.53

14.54

23

41.82

14.08

57

54.82

11.16

23

33.47

11.95

48

49.72

13.43

64

61.90

5.79

24

15.86

5.57

3

30.19

7.98

49

43.08

4.03

24

3.35

1.81

0

7.63

3.91

0

14.54

4.70

1

증기

1.93

1.31

0

5.97

3.67

0

16.81

6.84

4

화학물

2.21

1.65

0

7.98

6.27

2

17.10

8.27

3

감염
물질

1.93

1.99

0

4.42

4.04

1

10.76

8.72

2

전체

2.35

1.28

0

6.50

2.99

0

14.80

5.11

1

주
변
환
경
적

소음

5.57

2.93

0

19.22

9.04

19

41.64

8.72

24

고온

5.69

3.43

0

16.26

6.76

9

31.37

7.40

20

저온

4.98

2.91

0

11.01

4.25

0

19.50

6.11

2

위
험

전체

5.41

2.79

0

15.50

5.76

5

30.84

6.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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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전체 업무시간의 약 절반 정도가 자세관련 위험 노출됨을 의미한다.
세부 위험 중 진동과 반복적 손, 팔 동작, 계속 서 있는 자세 등의 자세관련 세
부 위험은 그 정도가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며, 무거운 물건 이동과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역시 업무시간의 약 절반에 미치고 있다. 평균적
인 주변 환경적 위험 노출이 업무시간 중 25% 이상인 직종은 20개가 해당된다.
소음에는 모든 직종이 해당되며, 고온에는 20개의 직종이, 저온에 대해서는 2
개의 직종이 해당된다. 소음의 경우는 평균이 41.64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
의 모든 직종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고온의 경우는 평균이 31.37이고 표준
편차가 크지 않아 직종 내에서 골고루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학생물학적 위험 노출은 3군집 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3
군집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876), 용접원
(743),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875),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77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31),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772),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910),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882) 등이 있다.

2.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직종 도출
가. 물리적 위험의 노출 구분에 따른 직종 도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은 고온이라는 환경적
변화로 인한 것이다. 기온 상승과 점점 더워지는 날, 폭염 일수 등의 증가는 열
스트레스 및 열 제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온이라는 환경적 위험 요인은 강
도 높은 육체 활동을 동반하는 자세관련 위험 노출이 많은 근로자에게 상대적
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물리적 위험의 요인 중 고온
노출과 자세관련 위험 노출이 공통으로 존재하는 직종을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위험 노출 직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의 25% 이상 노출 집단을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도출된 직종은 <표 5>와 같다. 총 29
개 직종이 고온 위험 노출 직종에 해당되며, 2군집에서 9개의 직종, 3군집에서
의 20개의 직종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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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온 위험 노출 직종
직종
코드

직종명

고온
자세관련
위험 노출 위험 노출
정도
정도

해당
군집

611

작물재배 종사자

27.17

34.30

2군집

612
613
620

원예 및 조경 종사자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29.58
31.13
27.50

36.66
38.50
39.20

2군집
2군집
2군집

741
743
751

금형, 주조 및 단조원
용접원

35.86
46.59
25.85

49.24
47.74
39.86

3군집
3군집
3군집

771
772
773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37.89
34.26
25.70

46.52
48.02
41.35

3군집
3군집
3군집

774
792
812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

25.42
26.31
36.00

34.65
39.72
40.42

2군집
3군집
3군집

821
822
831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29.04
25.81
30.29

43.60
43.59
41.18

3군집
3군집
3군집

832
841
843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28.80
47.13
25.21

41.99
47.14
35.69

3군집
3군집
2군집

851
874
875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27.40
25.06
31.82

45.99
37.95
40.36

3군집
2군집
3군집

876
882
891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46.25
29.38
34.21

41.25
30.63
47.33

3군집
3군집
3군집

899
910
921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26.60
34.52
29.39

44.55
47.29
45.58

3군집
3군집
2군집

991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평균

37.48
41.65
49.24

2군집

최대값

25.63
31.23
47.13

최소값
표준편차

25.06
6.47

30.63
4.80

임업관련 종사자

자동차 정비원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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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온 - 화학물 위험 노출 직종
직종
코드

232
741
743
751
771
773
774
792
812
821
822
831
832
841
842
843
851
882
891
899

직종명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형, 주조 및 단조원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
작원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고온
화학물
위험 노출 관련 위험 해당 군집
정도
노출 정도
10.77
26.92
2군집
35.86
13.09
3군집
46.59
14.22
3군집
25.85
18.12
3군집
37.89
11.41
3군집
25.70
18.33
3군집
25.42
15.42
2군집
26.31
11.63
3군집
36.00
19.50
3군집
29.04
18.51
3군집
25.81
20.29
3군집
30.29
43.33
3군집

28.80

19.96

3군집

47.13
24.86
25.21
27.40
29.38
34.21
26.60
29.96
47.13
10.77
8.10

16.83
33.92
11.17
11.52
25.00
21.24
18.70
19.46
43.33
11.17
8.02

3군집
3군집
2군집
3군집
3군집
3군집
3군집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은 고온과 화학물의 영향이 동시
에 미치는 경우로, 이는 고온에 대한 영향으로 화학물질 과민증 등으로 연계되
는 위험이다. 이는 고온에 대한 노출과 화학생물학적 위험 중 화학물에 대한
위험을 조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과 화학물에 대한 위험
노출이 10% 이상인 경우에서 두 위험 중 하나가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직종을 선택하였다. 이는 화학물 노출이 건강상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자세관련 위험에 비해 현저히 높고, 휴식이나 운동을 통한 개별적 대응
이 어려운 위험 요인임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노출을 위험 기준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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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켰다. 고온-화학물 위험 노출 직종으로 <표 6>과 같이 총 20개 직종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2군집의 3개, 3군집에 속한 17개 직종이 이에 해당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호흡계 위험은 근로자들이 대기오염 등의 증가로 호흡기 위
험 물질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여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는 증
기, 화학물, 감염물질 등에 대한 노출 위험과 관련성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
여 대기오염의 정도가 심화될 경우 업무 공간 내에서 증기, 화학물, 감염물질에
대한 노출이 심한 직종에서 위험의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직종 도출을 위해서 증기, 화학물, 감염물질 3개 기준 중 어느 하나
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업무시간 중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선택하였다.
해당 위험에 대한 노출은 물리적 위험 노출 유형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노출이
며, 특히 호흡계 영향은 질병과 사망 등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중요하다. 유럽근로환경조사(EWCS)에서도 증기와 화학물에 대
한 노출 지수 구성에 있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호흡계 영향 위험 노
출 직종은 <표 7>과 같이 총 7개이며, 3군집에서 5개 직종이, 2군집에서 2개
직종이 해당된다.
<표 7>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직종
직종
코드

직종명

증기
노출
정도

화학물
노출
정도

감염물질
노출
정도

해당
군집

213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시험원

10.50

34.50

29.50

2군집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88

26.92

10.00

2군집

81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27.50

19.50

26.00

3군집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30.10

43.33

19.02

3군집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30.95

33.92

7.70

3군집

876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27.50

8.75

2.50

3군집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13.75

25.00

43.75

3군집

평균

22.60

27.42

19.78

최대값

30.95

43.33

43.75

최소값

10.50

8.75

2.50

8.38

11.28

14.42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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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리적 위험 노출 직종에 대한 민감도 및 역량 특성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나타날 경우 단순히 어떠한 직종이 위험할 것이라고
사례에 비추어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 조건과 환경에서 어떠한
직종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물
리적 위험 노출 특성에 따라 직종을 군집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온 위험, 고온화학물 복합 위험,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직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직종을 종합하면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
한 취약직종은 32개로 총 149개 직종 중 21.5%에 해당하는 직종이 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8>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위험 노출 직종의 특성
직종
코드

213
232
611
612
613
620
741
743
751
771
772
773
774
792
812
821

직종명

고온
위험
노출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시험원 비해당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비해당
작물재배 종사자
해당
원예 및 조경 종사자
해당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해당
임업관련 종사자
해당
금형․주조 및 단조원
해당
용접원
해당
자동차 정비원
해당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해당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해당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해당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
해당
사자
배관공
해당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해당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해당

고온화학물
위험 노출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해당
개수

군집

비해당
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해당
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1
2
1
1
1
1
2
2
2
2
1
2

2군집
2군집
2군집
2군집
2군집
2군집
3군집
3군집
3군집
3군집
3군집
3군집

해당

비해당

2

2군집

해당
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2
3
2

3군집
3군집
3군집

822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
원 및 조립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해당

해당

해당

3

3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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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계속
직종
코드

832
841
842
843
851
874
875
876
882

직종명

고온
위험
노출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
해당
품 생산기 조작원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
해당
계조작원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비해당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해당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해당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해당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해당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해당
종사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
해당
작원

고온화학물
위험 노출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해당
개수

군집

해당

비해당

2

3군집

해당

비해당

2

3군집

해당
해당
해당
비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2
2
2
1
1

3군집
2군집
3군집
2군집
3군집

비해당

해당

2

3군집

해당

해당

3

3군집

891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899
910
921
991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2
1
1
1

3군집
3군집
2군집
2군집

취약직종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직종의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의 노출
뿐 아니라 민감도와 역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민감도를 구성하는 항목은
앞서 논의하였듯이 업무긴장도, 장소 불안정성, 주당 업무시간, 비정규직 비율
로 선정하였다. 업무긴장도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타인 및 회사에
대한 피해가 연계되어 스트레스 및 긴장도를 높이는 민감도 항목이다. 업무긴
장도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의 효과를 가중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소 불안정성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불안정하
여 외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주는 요인을 의미한다. 업무의
장소가 기초적인 대응 역량과 동료들이 함께 존재하는 안정적인 장소인지 아니
면 실외, 고객장의 사업장, 교통수단 내 등 불안정적인 장소인지에 따라 외부적
충격에 대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주당 업무시간의 경우 근로자의 주당 업무
시간은 과로와 피로 누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요인을 의미한다. 주당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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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간이 높을수록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노동
강도가 세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외부적 충격에 대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직종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
불안정성과 전반적인 근로여건을 알 수 있는 민감 요인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직종에서는 전반적인 근로여건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의 피해와
초기 대응, 안전에 대한 지침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외부적 충격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적
민감성을 의미한다.
한편 역량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개념화될 수 있다. 여기에는 임금, 개인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력수준
등이 해당된다. 개인의 임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력
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개인의 건강상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을 견딜 수 있는 신체적 역량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정보와 업무를 습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지 역량을 의미한다.
경력수준은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하
여 기후변화 관련 영향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과 위험 비노출 간 민감도와 역량의 평균적인 수준
을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민감도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서 모든 항목에서
위험에 노출된 직종들의 수준이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긴장도에서는
위험 노출 직종이 근소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장소 불안정성의 경우
고온 위험 노출 직종에서, 주당 업무시간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위험 노출 직종
에서,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위험 노출 직종에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역량수준의 경우, 위험 비노출과 위험 노출의 경우가 역량 항목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 월별 임금의 경우, 위험 비노출의 평균 임금에 비해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직종이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임금은 업무시간이 많고 경력
수준이 높음에 따라 높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경력수준으로 나눈 결과 고온 위험 직종은 0.107, 고온 - 화학물 위험 직종
은 0.136, 호흡계 영향 위험 직종은 1.54, 비노출 직종은 0.161로 나타났다. 이
를 보면 위험에 노출되는 직종에서 임금이 경력과 업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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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후변화 위험 노출과 비노출의 민감도 및 역량수준 평균 비교
민감도
업무
긴장도
고온 위험
노출

장소
불안
정성

주당
업무
시간

역량
비정
규직
비율

월별
임금

개인
건강
상태

교육
수준

경력
수준

2.42

1.95

49.54

0.34 223.69

2.37

11.50

10.51

위험 고온-화학물
노출 위험 노출

2.50

1.32

50.81

0.20 240.54

2.32

12.32

8.73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2.40

1.35

48.10

0.18 261.77

2.17

13.03

8.86

1.93

1.35

47.40

0.16 255.35

2.21

13.80

8.34

위험 비노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개인 건강상태의 경우는 고온 위험 및 고온 - 화학물
위험 노출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의
경우는 위험 비노출이 근소하게 더 높은 수준이다. 경력수준의 경우는 위험 노
출이 비노출에 비해 더 높다. 경력수준이 더 높다는 점은 위험 노출 직종에서
높은 숙련의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과 높은 신체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리적 위험 직종에서의 직종별 민감도의 정도와 역량의 정도는 <표 10>과
<표 11>에 나타나 있다. 민감도 수준에 대한 평가는 위험 비노출 직종에서의
평균보다 민감한 변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직종이 4의 민감도 지
수로 평가된 경우, 업무긴장도, 장소 불안정성, 주당 업무시간, 비정규직 비율
등에서 모두 위험 비노출 직종보다 민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적인 값의 결과인 <표 9>의 결과와 다르게 세부 직종별로는 뚜렷한 차
이가 존재한다. 민감도 수준이 높은 직종은 원예 및 조경 종사자(612),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613), 임업관련 종사자(620),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771),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772),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773),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774), 배관공(79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12),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821),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82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31),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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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 직종의 민감도
직종
코드

213
232
611
612
613
620
741
743
751
771
772
773
774
792
812
821
822
831
832
841
842
843
851
874
875
876
882
891
899
910
921
991

직종명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시험
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작물재배 종사자
원예 및 조경 종사자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임업관련 종사자
금형․주조 및 단조원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
사자
배관공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
원 및 조립원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
품 생산기 조작원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
계조작원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
사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
작원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업무
장소
긴장도 불안정성

주당
비정규직 민감도
업무시간
비율
수준

2.64

1.00

42.00

0.25

2

2.15
1.86
2.04
1.97
1.98
2.54
2.89
2.43
2.60
2.65
2.33

1.04
3.88
2.67
3.58
3.36
1.11
1.29
1.08
2.06
2.62
2.04

42.81
43.01
48.11
54.34
39.77
51.38
50.81
55.85
49.91
48.81
50.03

0.00
0.91
0.41
0.67
0.50
0.01
0.14
0.07
0.33
0.65
0.52

1
2
4
4
3
2
2
2
4
4
4

3.05

2.42

43.33

0.25

3

2.50
2.88
2.34

2.00
1.30
1.06

52.04
49.50
55.68

0.28
0.30
0.30

4
3
3

2.38

1.06

54.15

0.36

3

2.24

1.04

51.12

0.24

3

2.40

1.07

51.35

0.25

3

2.76

1.06

52.57

0.04

2

2.51
2.17
2.60
2.63
2.81

1.05
1.34
1.05
1.52
3.24

52.54
48.72
52.74
51.07
46.83

0.09
0.09
0.06
0.11
0.36

2
2
2
3
3

2.10

3.00

53.00

0.25

4

2.28

1.00

45.75

0.14

1

2.44
2.47
2.45
2.45
1.90

1.18
1.20
3.12
1.90
3.26

51.36
54.62
43.16
47.98
39.71

0.25
0.29
0.87
0.28
0.94

3
3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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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874),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875), 선박 갑판승
무원 및 관련 종사원(876),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891),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99),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9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 등으로 나타났다.
역량수준이 낮은 직종의 경우 <표 11>에서 1과 0에 해당하는 값이다. 총 4개
의 역량 항목 중 위험 비노출의 평균보다 역량이 높은 개수가 없거나 1개에 불
과하다는 것이다. 물리적 위험 직종 중 역량이 낮은 직종은 임업관련 종사자
(620),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12),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821), 작
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82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31),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832),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851),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882),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99), 건
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9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921) 등이다.
<표 11>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 직종의 역량수준
직종
코드

직종명

월별
임금
(만 원)

개인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년)

경력
수준
(년)

역량
수준

213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시험원

314.50

1.80

14.30

9.26

3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08.46

1.96

15.54

5.66

2

97.23

2.80

7.86

30.90

2

611 작물재배 종사자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232.11

2.31

11.51

9.75

2

613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248.15

2.54

10.63

18.15

2

620 임업관련 종사자

172.27

2.45

10.64

8.06

1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242.37

2.37

12.16

10.33

2

743 용접원

250.34

2.33

11.90

9.21

2

751 자동차 정비원

245.80

2.30

12.65

8.47

2

77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246.39

2.23

11.69

10.37

2

772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214.40

2.39

10.96

12.61

2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222.99

2.33

11.37

11.01

2

774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

391.25

2.25

11.67

12.25

3

792 배관공

249.80

2.37

11.94

11.81

2

81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211.00

2.20

12.70

7.83

0

821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191.70

2.60

11.40

7.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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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의 계속
직종
코드

직종명

월별
임금
(만 원)

개인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년)

경력
수준
(년)

822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 조작
원 및 조립원

200.67

2.40

12.03

6.80

1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
작원

233.92

2.33

12.43

7.81

1

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
품 생산기 조작원

210.53

2.26

12.25

7.22

1

841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
조작원

239.29

2.28

12.27

10.01

2

842
843
851
874
875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253.24
223.83
227.25
248.11
302.20

2.41
2.36
2.28
2.25
2.30

12.49
11.89
12.17
12.01
12.18

9.60
10.05
8.22
9.21
11.70

2
2
1
2
3

876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
사원

275.00

2.00

10.50

16.71

2

882
891
899
910
921
991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236.25
219.70
206.00
146.23
217.93
84.16

2.50
2.29
2.38
2.47
2.21
2.81

13.25
12.43
12.12
10.12
11.55
7.31

5.18
8.81
6.50
7.97
7.51
12.85

1
2
1
1
0
2

역량
수준

다. 기후변화 취약직종의 도출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과 위험 비노출과의 비교를
통한 민감도 수준과 역량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위
험노출 수준의 경우 해당되는 위험 종류에서의 지수 합을 민감도와 역량은 위
험 비노출의 평균값과 비교를 통한 개수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위험
이 높고 민감도 수준이 높으며, 역량수준이 낮은 경우 취약직종을 도출하는 데
우선순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민감도와 역량의 수준이 비슷한 경우는 위험
노출의 수준을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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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의 취약직종 도출
직종
코드

831
812
891
771
876
821
832
899
822
851
773
792
882
841
743
741
842
751
774
843
772
910
921
613
620
612
874
875
991
611
232
213

직종명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
산기 조작원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
용접원
금형․주조 및 단조원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자동차 정비원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임업관련 종사자
원예 및 조경 종사자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작물재배 종사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위험
민감도
노출
수준2)
1)
수준
237.54
3
204.92
3
136.99
3
133.71
4
126.25
4
120.19
3

역량
수준3)

위험
노출
순위

취약
직종
순위

1
0
2
2
2
1

1
2
6
8
10
11

1
2
3
4
5
6

119.55

3

1

12

7

116.45

3

1

13

8

115.5

3

1

14

9

112.31
111.08
103.97
196.89
158.23
155.14
134.05
131.35
109.68
100.91
97.28
82.28
81.81
74.97
69.63
66.7
66.24
63.01
72.18
63.11
61.47
92.49
74.5

2
4
4
1
2
2
2
2
2
3
2
4
3
4
4
3
4
3
3
2
2
1
2

1
2
2
1
2
2
2
2
2
3
2
2
1
0
2
1
2
2
3
2
2
2
3

15
16
18
3
4
5
7
9
17
19
20
22
23
24
27
28
29
31
26
30
32
21
25

10
11
12
13
13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14
14
14
15
15
15
16
16

주 : 1) 각 물리적 위험 노출 지수의 합, 최대값 300.
2) 민감도 항목에서 위험 비노출 값보다 높은 항목의 개수(높을수록 민감도가 높
음), 최대값 4.
3) 역량 항목에서 위험 비노출 값보다 높은 항목의 개수(높을수록 역량이 높음), 최
대값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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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직종은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31)로 나
타났으며,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12),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89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771),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876), 섬유제
조 및 가공기계조작원(821),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832),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99),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822),
금속공작기계 조작원(851) 등이 취약 정도가 높은 직종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
종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의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에서의
민감도 역시 높고, 역량의 수준은 낮은 직종이다.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 수
준은 비교적 높으나 민감도의 수준과 역량의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여 중간 정
도로 분류된 취약직종은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882), 주조 및 금속 가
공관련 기계조작원(841), 용접원(743), 금형․주조 및 단조원(741), 도장 및 도
금기 조작원(842) 등이 해당된다.
도출된 총 32개의 직종은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특정한 직종분류에서
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관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에
해당되는 직종은 전혀 없다. 이에 반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 속하
는 직종은 15개이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속하는 직종은 8개,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는 4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는 3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2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조건과 생활 방식
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
무하는 근로자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로환경,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존재하
는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취약직종에 있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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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된 취약계층의 많은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
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구학적 특성(노인, 어린이, 여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저
소득층)을 주로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서 취약계층으로 구분된 집단 내부의 세부적인 특성을 논의하기 힘들며, 사회
경제적인 행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부분, 즉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과 환경 조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었다.7)
이 연구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경제 활동의 기초
가 되는 노동과 관련된 직종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도출
하였다. 동질적인 노동의 형태 및 근로환경 집단의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직종
을 사용하였으며, 집단 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근로환경조사(KWCS)가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으
며, 이를 통해 직종별 기후변화 영향 노출, 민감도, 역량과 관련한 변수를 구축
할 수 있었다. 다양한 직종수준 정보를 종합하여 기후변화 취약직종을 도출하
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도출된 기후변화 취약직종은 총 32개 직종으로 이는 전체 직종(소
분류, 149개 직종)의 21.5%에 해당한다.8) 이들 직종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영

7)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기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재와 이로 인한 대피 행동 지연이라
는 사회경제적 행동 및 주변 환경 여건과 관련해 아프리카 등에서 취약계층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스마트폰 등이 보급된 선진국에 해당되는 여성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행동 기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없다.
8) 해당하는 직종은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31),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912),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89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771), 선박 및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876),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821),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832),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99),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
립원(822), 금속공작기계 조작원(851),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773), 배관공(792), 재활
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882),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841), 용접원(743),
금형․주조 및 단조원(741),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842), 자동차 정비원(751),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774),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843),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772),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9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921),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
자(613), 임업관련 종사자(620), 원예 및 조경 종사자(612),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874),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875),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991), 작물재배 종사자(61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232),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213)으로 도출되었다(표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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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관련한 신체적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고 기후변화라는 외부충
격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며,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역량이 상대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대응으로서 적응(adaptation)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근로자의 업무환경과 안전의 문제까지 연결하여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속적인 기온 상승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은 다수이다. 고온
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 옥외 근로자, 화학물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
는 근로자 등 사무직, 관리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은
다양한 기후변화의 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ILO)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영향은 열악하거나
힘든 여건에 있는 업무를 위험에 대한 임금보상 없이 값싼 비숙련․비정규 근
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근로형태와 근로자의 대체는 단기
적인 측면에서는 저비용의 대안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과 안전
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문
제와 관련 안전사고의 발생은 심각한 사회 전반의 문제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
서 기후변화 적응의 측면에서 산업과 근로환경, 노동정책, 산업안전 측면의 정
책을 재점검하고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를 근로
환경의 특성과 연계하여 확대하였다는 데 있으며, 연구 결과는 직종별 안전관
련 직무교육, 작업장 환경정비, 긴급조치 매뉴얼 구성 등과 같은 정책 수단 마
련에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로서 논의의 수준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직종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변수 외에 근로자 개인과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직종 내에서 세분화된 취약성 평가가
요구된다. 근로자 개인의 행동과 직종 수준에서의 근로환경, 그리고 사회경제
적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 직종수준의 논의를 지역의 직종 및 산업 구성과 연계하여 집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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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 지역에서 특정한 산업 및
직종 구조로의 편중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로부터의 지역과 도시의 회
복력(resilience) 측면에서 부정적이며, 보다 다양성 있는 산업과 직종 구성이 논
의되고 있다. 회복력 측면에서의 다양성은 지역별로 존재하는 산업구조와 직종
의 구조 등과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고용효
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영향이 어떠한 직종에서 고용을 증가시
키고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생산성 변화에 관한 분석은 향후 국가
경제와 노동정책에 있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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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ory Study on the Vulnerable Occupations to
Climate Change Impacts Using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im Donghyun
Climate change has various effects on socio-economic structure through
climate disaster, heatwave, and drought. Labor is an important factor
constructing socio-economic structure and relates to climate change as the
perspective of working conditions.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explore the
vulnerable occupations considering climate change impacts. The vulnerable
occupation of climate change impacts is analyzed focusing on the physical
risks, sensitivity, and capacity.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s are discussed
as the centered on similar working conditions. The Korea working conditions
survey of 2011 and the cluster analysis are used. As results, the 32 occupations
are vulnerable considering climate change. By the 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they belong to Equipment, Machine Operating and Assembling
Workers(15),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8),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4), Elementary Workers(3), and 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2). This study has some meaning as linking the climate
change to working conditions of labor and discussing the occupation and
vulnerability.
Keywords : climate change vulnerable occupation, working conditions, 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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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높은 자발적 이직률은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작업자들의 불
만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노조와 인사관리 시스템이 충분
히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에 구축된 노동통제적 제도의 존속으
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인 노조가 본원적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함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본 연구는 멕시코 노사정 주요 행위
자들이 과거 제도의 존속에 따른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수십 년간 법 개정
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대안 제도의 모색이 어려
웠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 노동법 개정의 주요한 역
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멕시코 노조운동의 특징을 논의하고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면서 멕시코 노조운동의 특징과 구조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장에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멕시코 노동법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제도 특징이 작업
장 수준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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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멕시코와 한국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유사한 특징이 다수 존재한다. 첫째는
경제위기 경험, 둘째는 노동통제적 법제도 존속, 셋째는 이원적 노조운동 구조
가 있다. 첫 번째 경제위기 경험의 경우, 멕시코와 한국이 각각 1994년과 1997
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외환위기의 극복
사례 역시 두 국가가 성공적이었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임영
일, 1999). 두 번째 노동통제적 법제도하에서 노동부문의 종속성을 심화시켜 경
제발전을 꾀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노동법 개
정 압력을 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이원화된 노조 운동
구조(정치제도권에 편입된 노조운동 세력과 편입되지 않은 노조운동 세력)로
인하여 노동법 개정을 위한 운동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세 번째 유
사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국내에서 1990대 중반 이후 멕시코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코포라티즘 정치 체제 존속 여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이성형, 1996; 김원호, 1994; 임영일, 1999; 조돈문, 1996)가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전만큼 활발히 진행되
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기업의 멕시코 진출 사례가 증가하면서(권기수․김진호․
박미숙․이시은, 2014 : 174) 멕시코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
작하였다. 첫 번째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안 수립 차원에서 멕시코에
대한 정보 수요가 높아졌다. 주요한 이유는 2012년 멕시코 노동법이 개정되면
서 멕시코에 진출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제도 환경 변화에 따른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의 변화를 타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영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노사관
계 및 인력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인
력관리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 인력운영의 필요성에 높아지면서 멕시코 노동력
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4년 NAFTA 체결 직후 진출
한 초기 진출 기업들의 경우 저렴한 노동비용과 무관세 효과를 목적으로 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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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집약적 산업의 기업 진출이 많았으나,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시장 진
출을 위한 대기업들의 멕시코 생산법인 설립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직률이 높은
멕시코 노동자들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
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멕시코의 노동력의 특징과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 수
요는 높지만, 작업장 수준에서 기업들이 대안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연구는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를 분석한 조돈문(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 미
미한 실정이며, 다수의 연구들(MacDonald, 2004; Oxhorn, 1998; Roxborough,
1992; Teichman, 1992; 이성형, 1996; 김원호, 1994; 임영일, 1999; 조돈문,
1996)은 주로 거시적 수준의 정치체제인 코포라티즘에 대한 존속 여부를 중심
으로 이뤄졌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행위주체자들의 전략적 선택이나 권력관계
를 중심으로 코포라티즘의 존속 여부를 가늠하기 위하여 공식노조와 독립노조
간의 이중적 구조의 특성(조돈문, 1996)과 공식노조의 코포라티즘 체제 유지
(이성형, 1996)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행위주체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
로서 코포라티즘의 제도 존속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행위주체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로서의 코포라티즘의 존속이 아니
라 역사적 경로 의존성에 의거하여 과거의 제도가 현재의 제도적 지속성을 결
정짓게 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현재의 작업장 내 노사관계를 논의하
고자 한다. 특히 과거 코포라티즘의 제도적 형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결정된 제
도가 2012년 노동법 개정이 단행된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과정
에서 과거 제도의 불합리한 관행이 현재 작업장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하게 멕시코의 법제도 분석을 통해
작업장 수준에서 불만과 고충처리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현재의 법제도가 작업장 고용관계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
찰하고자 한다. 2012년 노동법 개정의 주요한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멕시코
노조운동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후 이러한 법 개정에 따른 작업장 수준의 노사
관계의 변화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이
해관계를 분석하면서 멕시코 노조운동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장에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노조운동의 변
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멕시코 노동법 제도의 특징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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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러한 제도 특징이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

멕시코의 노동조합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 기존 연구들은 코포라티즘 정치체
제의 지속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다수의 연구들은(MacDonald,
2004; Oxhorn, 1998; Roxborough, 1992; Teichman, 1992; 이성형, 1996) 1980
년대 멕시코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치 체제를 도입(Oxhorn, 1998)하는 과정에서
코포라티즘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코포라티즘이 시장을 통한 자유경쟁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병존할 수 없었던 상황(Oxhorn, 1998)에서 멕시코
정부가 노정협약을 파기하였으며, 이에 노동부문의 정치적 영향력의 하락과 함
께 코포라티즘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코포라티즘 체제하에서 공식노동부
문이 누린 다양한 정치 제도상의 혜택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서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정치 및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부재하여(Roxborough, 1992), 1980년대 노동부문과의
노정 연대협약(Pact do Solidarity)을 파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노동부문의 정치
적 영향력은 약화되면서 멕시코 코포라티즘은 쇠퇴하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코포라티즘의 존속을 주장하는 연구들은(김원호, 1994; 임영일, 1999;
조돈문, 1996) ‘공식’노조가 일반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득
권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코포라티즘은 지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노조의 생존 전략은 독립노조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독립노조 세력들은 ‘공식’노조와의 단절을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저
항운동을 결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70년대 독립노조의 노조 민주
화 운동이 등장하였으나, 독립노조는 이러한 저항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역
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임영일, 1999), 결과적으로 전투성을 기반으로 한
동원 투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조돈문, 1996). 특히 멕시코의 노동부문이 공식
노조와 독립노조로 이원적으로 분리된 구조적 특성이 작업장에서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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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독립노조 운동의 성장이 제한됨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정치 체제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치 체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상이한 견해와는 달리 이들 연
구들은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제도 존속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들은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
택을 중심으로 체제의 존속을 분석하면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로서 제도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1982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도입 과정에서 노동부문의 영향력이 약화
될 것이라고 판단한 연구들의 경우, ‘공식’노조가 여전히 정치 영역에서 그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코포라티즘 존속을 주장한 연
구들의 경우 공식노조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에서 코포라티즘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현재 멕시코 고용노동복지
부에 공식 등록된 노조의 비중으로 조직력을 가늠할 경우, 독립노조의 비중은
공식노조에 비등한 조직력을 나타내고 있음1)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이 비
공식노조의 요구와는 달리 전폭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
명력이 떨어진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접근한 각 행위주체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법제
도가 경로의존적 성격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930
년대에 제정된 멕시코 노동법은 주요하게 작업장 수준의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
제하는 제도로서 지속성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역사적 흐름 속에
서 개정의 요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따라서 논의하고자 한다.

1) 멕시코의 정치 영역에서 노동부문을 대표하는 CT(Congreso del Trabjo)에 가맹한 조직이
공식 등록 노조 1,606개의 노조 중에서 791개로 약 49%이며, 미가맹 노조가 약 51%인
점으로 보아 공식노조와 미가맹 노조가 비등한 조직력을 보이고 있다(멕시코 후생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stps.gob.mx/b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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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서는 행위주체자들의 이해관계나 권력관계에 따른
제도 존속 여부를 파악하기보다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형성된 과거 제도가 현재
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제도는 과거 결정적 분기
점에서 형성된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며, 행위주체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탐색
하고자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제도적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어 과거의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경로의존성 이
론에 근거하여 멕시코의 코포라티즘의 제도적 형성과 법제도 형성에 관한 배경
을 논의한 이후, 기존에 형성된 법제도가 현재 노동조합의 운동을 어떻게 제한
하고 있는지를 노동조합의 민주화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이론적 배경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이 변화하게 되며 변화된 정책에 따라서 제
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 주요 분기점에서 정책과 제도가 정형화되
었을 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도입은 기존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 경로를 유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Hall & Taylor, 1996).
이렇게 기존 경로에 의존하게 되는 제도의 지속성은 결과적으로 주요 행위자들
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게 된다. 즉,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관계나 이해관계
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분기점에 형성된
기존 제도가 행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역사적 제도주의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이론은 새로운 제도 형성이 권력관계 속에서 행위주
체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제도의 경로의
존성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하
여 제도적 선택권의 제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거의 결정적 분기점에서 특정
제도가 형성된 이래로 선택되지 않은 경로들은 점차 그 선택 범위에서 사라지
게 되고, 과거에 형성된 특정 제도가 존속되는 경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해당
제도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환경 변화와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한 행위
주체자들은 다른 대안 제도를 모색하게 되면서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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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미 결정적 분기점에서 선택된 제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
안 경로들은 사라지게 되며, 이때 대안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듦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기존 제도의 경로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 제도는 존속하게 된다(Pierson & Skocpol, 2002;
Collier & Collier, 2002).
이미 구축된 기존 제도의 경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행위주체자들은 대안적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기존 제도는 지속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도 존속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Hall & Taylor, 1996), 비
효율성은 환경 변화에 부합하기 위한 최적의 합리적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다.
멕시코의 노동통제 제도 및 법제도의 변화 경과를 보면 과거에 결정된 제도
가 현재의 노사관계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1930년대
에 형성된 노동통제적 법제도는 작업장 수준의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제도의 불합리성이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통제적
법제도가 작업장 수준의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는 기제로서 영향을 미치면서
합리적 노사관계형성을 제약하고 있는 관행과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하
고자 한다.
우선, 멕시코의 노동법이 제정된 1930년대의 배경을 논의하고 노동법 제도의
존속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 노동법 개정의 과정을 분석하고, 제도 변화
를 꾀하고자 나타났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기존 제도의 존속 과정의 주요한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들이 작업장 수준에서 노사관계
및 작업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Ⅳ. 멕시코 노동법의 제도적 형성 배경과 특징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제도는 1910년부터 1917년까지 진행된 멕시코 혁명
이 종료된 이후, 1917년 멕시코의 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형성되었다. 이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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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참여한 주요 세력인 농민군 등의 이해가 반영되어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노동자 보호조항이 신설되었다. 당시 코포라티즘 정치 체제를 선택한 행위주체
자들 중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부문은 노동부문이었으며, 이들은 정부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정치 및 물질적 혜택을 부여받게 된
다2). 이후 71년간 독재를 한 PRI(제도혁명당)의 전신인 PNR(혁명민족당)이
1929년에 창당되면서 1931년에 의회에서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
이하 LFT)이 제정되었다. 1930년 초반에 완성된 코포라티즘 체제하에서 멕시
코 ‘공식’노조들은 정치 영역에 편입되어 자신들의 경제 및 정치적 기득권을 유
지해 왔다. 당시 제정된 멕시코의 연방노동법의 기본 이념은 사회적 약자인 노
동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이러한 멕시코 연방노
동법의 보호 아래서 노동부문은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후 Lázaro Cárdenas가 집권한 1934년부터 1940년까지 현재 집권당인 제
도혁명당의 전신인 멕시코혁명당 내부에는 노동부문이 공식적 지위를 인정
2) 공고화된 멕시코 코포라티즘은 Smitter가 정의한 노사 주체들이 권위주의적 정부에 자신
의 이해를 종속시키는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과는 달리, 멕시코 사용자부문은 오히려
1980년대 초반까지 정치 영역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점이다(Zepeda, 2009; 강경희, 2000).

멕시코 노동법의 제도적 특징과 작업장 노사관계 연구(김주희) 

155

받으며 코포라티즘은 공고화되었고, 1936년 노동조합총연맹 조직인 CTM(la
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éxico)이 결성되면서, 멕시코 정부는 CTM
을 매개로 보다 효과적인 노동통제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966년 2월 제
도혁명당 전국 당대회에서 노동조직의 단일화가 요구되었고, 이후 멕시코 노동
부문은 CTM의 주도로 노동의회인 CT(Congreso del Trabjo)가 결성되면서 당
시 약 28개의 주단위, 전국단위 노동중앙조직들은 노동의회인 CT를 매개로 하
여 정치적으로 통합되었다. 노동의회인 CT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부문의 노동
조직을 정치적 영역하에 포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집권여당에 편입된 노동
부문의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연방 및 지방정부의 핵심 관료인 국회의원 혹은
시장으로 선출되어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동시에 ‘공식’노조 지도부들은 정치부문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쟁의행
위를 억누르고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
어, 1968년 학생운동을 유혈 진압한 멕시코 정부에 지지를 보냈으며, 1982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였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파업
을 억제하도록 요구하였다(임영일, 1999).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본격적으로 연방노동법을 개
정하고자 하는 이해를 갖기 시작하였다. 정치 영역에서 코포라티즘 체제에 편
입되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행했던 ‘공식’노조의 비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 관행과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압했던 태도들은 공식노조에 반발하는
노동운동 세력의 등장을 촉발시켰다. 노동조합 민주화를 요구하며 1970년대에
등장한 독립노조운동 세력들은 노동법의 개정을 포함한 정치 및 경제적 민주화
를 요구하였다. 교원노조와 민영부문의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은 코포라티즘을
대체할 대안적 정치․경제 체제의 도입 및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법 개정을 통
한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독립노조 운동은 구체
적인 노동법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1980년 후반부터 쇠퇴하기 시작
하였다. 주요한 환경적 요인은 1982년 경제위기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
으로 추진된 민영화 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나 독립노조뿐만 아니라 공식노조도
함께 타격을 받았다.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으로 인하여 공식노조 소속의 노동
자들의 정리해고가 단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동부문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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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되었다. 공식노조의 묵인 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조 민주주의를 위
한 노동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노동법 개정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사용자단체인
COPARMEX(멕시코 경영자연합)3)와 독립노조운동 세력이었는데, 사용자들의
경우 1986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 연방노동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독립
노조운동 세력은 노동조합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
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방노동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연방노동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
았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0년 우파 성향의 PAN(민족행동당)이 집권하면서 연방노동법 개정에 대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국가 경쟁력에 저해가 되는 사
문화된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방
향으로 연방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
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PRI(제도혁명당)이 재집권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구체화되었던
시기였으며, 2012년 노동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주요한 시기였다. 2012년 7
월 1일 PRI(제도혁명당)당이 재집권하면서 PAN(민족행동당)의 협조 아래서 연
방노동법 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2012년 11월 개정 공포되었다.
1970년 이후 40여 년 만에 이뤄진 연방노동법 개정은 노조 민주화를 제한하
였던 법제도의 개편이 시도되었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1,010개 노동법 조항
중에서 242개 조항이 개정 혹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노조 민주화를 가능하게
할 주요한 법제도 개정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멕시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계의 개정 요구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
의 방향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축으로는 경영자들의 요구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방향이었고, 다른 한 축으로서는 노동조
합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노조활동과 관련한 주요 법 개정 내용을 보자

3) 멕시코 경영자연합인 COPARMEX(Confederación Patronal de la República Mexicana)
는 1929년에 설립되었으며, 3만 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단체교섭이 주로 기업
수준으로 진행되는 멕시코 특성 때문에 사용자단체는 단체협상 과정에 대한 영향력은 적
은 편이며, 정치 영역 혹은 법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Cardoso &
Gind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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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선 노조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 전에는 노조 지도부는 반기별론 노조원에
게 노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노
조원이 노조에 관한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영자들의 요구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기업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 연방법에서 불
허하였던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시간제 근로자 채
용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시간제 근로자 사용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
었다. 또한 해고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해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용자는 보
다 용이하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기존에는 해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후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중재
법원에 통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
고를 통보하거나 혹은 노동중재법원이 통보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
택하여 해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용이하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연방노동법 개정의 주요 방향성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사용
자의 노동력 사용의 용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수십 년간 요구되
었던 주요 내용인 노조 결성과 등록 시 절차 간소화, 노조 선거 시 조직의 모든
성원이 참여하는 보통․비밀․직접선거를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 노조가 정당
에 강제로 소속되어야 하는 관행을 금지하거나 파업권의 확대(이성형, 1996)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가장 주요한 핵심 조항으로서 자주적 노조 결성의 권
리를 저해하는 법제도가 폐지되지 않아, 2012년 법 개정은 노동계의 비판에 직
면하게 되었다. 다음의 논의에서는 멕시코 노동조합의 결성과 관련한 법률 규
정을 고찰하면서 멕시코 노조활동에 대한 민주화의 법적 제약 요건과 제한 요
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Ⅴ. 멕시코 결사의 자유 침해 조항의 개정 과정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연방노동법4)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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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을 설립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연방노동법 제362조는 14세 이상의 노
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356조에서는 노사는 자
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358조에
서는 개별 노동자나 사용자에게 해당 혹은 특정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4조에서는 노조의 경우 20
명 이상의 노동자가 가입해야 노조 설립이 가능하며, 사용자단체의 경우 3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노동
자들은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해 왔다. 자주적
노조설립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법 조항은 ‘제외조항’(Cláusula de Exclusión
y seperation)으로서 노조에서 축출된 노조원을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연방노동법 제395조와 제4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외조항은 1931년에 제
정된 이후 2001년 대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기 전까지
존속되었다. 제외조항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노
조원인 경우에만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연방노동법 제413조는 해당 제외조항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외조항의 존속은 작업장
수준에서 기존 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활동을 하거나, 해당 노동조합
의 노조원으로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존 노조는 사용자와 결탁하여 비판적
인 견해를 가진 노조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후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관계
를 해지하도록 하였다(Carrillo & Miguel, 1990 : 130).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공식노조는 작업장 수준에서 자신에게 반발하는 노조원이나 노조운동부문을
탄압해 왔으며,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을 저해해 왔다. 제외조항이 존속하는 동
안 사업장 수준의 노조 지도부는 새로운 조합원 조직을 위한 활동을 할 필요성
4) 연방노동법의 구조는 연방노동법과 공공부문 연방법(Ley Federal de lo Trabajadores al
Servicio del Estado : LFTSE)으로 나누어져 있다. 연방노동법은 ‘A’ 영역인 민간부문의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B 부문은 공공부문 연방법으로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규
정하고 있다. 연방노동법은 민간부문은 ‘A’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B’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B’ 부문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시청 및 지방공무원들은 단체교섭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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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노조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노조 조직력 강화 활동
혹은 조합원의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외면하였다. 또한 현장 노동자
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도외시하였
고, 결정적으로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주적인 활동을 하는 노조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였다(Cooper, 2002;
Brickerner, 2010 : 754에서 재인용).
‘제외조항’은 수년간 멕시코 국내뿐만 아니라 멕시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제소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비판을 받았다. 결국 2001년 4월 17일 대법원
은 해당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5)하고 있는 헌법 제5조, 제9조, 제123조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전원합의로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있은 이후에
제외조항은 폐지되면서 노조의 민주적 운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작업장 수준에서 자주적인 노조 운영이나 민주노조의 결성은 활
성화되지 않았다. 그 주요한 이유는 노조의 공식적 지위를 확인하는 등록심사
제 및 허가제의 존속 때문이었다. 다음에서는 ‘제외조항’의 폐지 이후에 작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논의하
면서 이와 같은 법제도적 제약이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Ⅵ. 노동조합 허가제의 노동통제적 특성

멕시코 노동조합은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그 공식 지위가 인정된다. 노동
조합 설립 절차상 노조가 속한 부문에 따라서 노조 결성에 따른 공식 지위를 판
단하는 심의 기관이 달라지는데, 공공부문 연방법(Ley Federal de lo Trabajadores
al Servicio del Estado : LFTSE)에 의해 규정되는 ‘B’ 부문의 노동자들의 경우
5) 헌법 제5조에서는 직업, 산업 혹은 직종별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하고자 하는 자유가 보
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9조에서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사유로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23조제16항에서
는 노사 모두 노조 혹은 직종별 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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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부에 공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방노동법(Ley del F)에 의해서
규정되는 ‘A’ 영역의 노동자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조정중재위원회에 등록허
가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B’ 영역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혹은 전국단위의 노조단체(federation, confederation)의 경우 후생노동부에 등
록심사를 위한 소정의 서류 요건을 갖추어 제출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후생노동부에서는 등록심사를 밟게 된다.
연방노동법 제357조는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사전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노동법 제366조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요
건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등록허가를 거부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66조에 의거하여 PRI(제도혁명당) 집권여당과 ‘공식’ 노조들이 다수 참여하
고 있는 연방조정중재위원회(Junta Federal de Conciliacion y Arbitraje, 이하
JFCA)6)는 신규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요건을 심사하고 공식적 지위를 부여할
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데, 해당 심사 과정에서 조정중재위원회의 노사정
삼자 대표자들은 ‘공식’ 노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노조에게 공식 지위를 부
여하는 반면, ‘공식’ 노조에 비판적인 노조나, 정부나 사용자가 통제하기 힘든
노동조합으로 판단될 때 등록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고 있어
(Cardoso & Gindin, 2009; Oliver, 2012),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실질적 자율
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더하여 사용자들은 등록을 심사하는 공무
원에게 뇌물을 주고 특정 노조의 승인을 거부하도록 청탁할 경우, 해당 노조는
그 공식 지위를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Middlebrook, 1991 : 465).
노동조합의 공식 지위를 허가하는 허가제 외에 또 다른 통제 제도로서 ‘toma
de nota’(note taking) 시스템 있다. toma de nota는 공식 지위를 인정받은 노조
라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조합원의 변동 사항 등을 명시한 사항을 등록 심사를
받은 기관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연방노동법 제377조에 의하면 등록허
가를 받은 노동조합들은 관련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노조 활동 내역을 제출할
6) ‘공식’노조의 노조간부들은 조정중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각종 노사관계 관련 사안에 개입
을 하고 있다. 이들이 참가하고 있는 조정중재위원회는 연방수준과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는 노조, 기업, 정부 3자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주된 기능은 노
동조합 결성에 관한 등록 심사 외에도 쟁의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 해당 지역의 노조
의 단체협약의 실천 여부, 그리고 작업장 조건 및 최저임금 등의 실천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김원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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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의 목표나 구
조 및 구성원 등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Justiniani, 2006 : 43), 노조 정책변
화 혹은 규약 개정 등의 변화 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그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회의록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노조원 변동을 포함한 활동 사항에
대하여 3개월마다 보고해야 한다.
‘toma de nota’ 시스템은 주로 기존 ‘공식’노조에 비판적인 독립노조에게 불
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승인 절차는 종종 몇 개월이 걸리며, 만약 정책 변경
이 요구될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노력을 감수해야 한
다는 점에서 또 다른 통제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Justiniani, 2006). ‘toma
de nota’ 시스템은 본래의 취지가 노동조합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
에서 도입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운영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보호계약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데,
보호계약이라 함은 기업주가 사전에 자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노조 지도부
들과 함께 작업장 근로자들과 무관한 노조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노조 결성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
고,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일컫
는다. 또한 보호계약 외에도 새로이 선출된 노동조합 지도부가 ‘위험하고’ ‘불
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법적 지위의 인허가를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노조
승인을 유예하거나 심지어는 법적 지위 승인을 철회하기도 하면서 노조 내부 활
동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통제 시스템의 존재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지도
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와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
라, 노조 집행기구의 실질적인 민주적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단체협상의 정
상적 기능 작동을 저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위와 같은 법 조항으로 인하여 근로․임금조건 향상의 요구 및 고충 해소를
수행할 제도적 장치인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제반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자발적 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졌다(Tuman, 2013). 특히 정부의 압력을 받은 공식노조들
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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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하로 하락하였다.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 확대 및 린 생산방식의 도입이
확장되면서 작업강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노조가 조직된 공장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Cardona, 2012 : 7〜8). 작업 및 고용환경의 악화는 작업자의 스
트레스 수준을 높이게 되며, 임금수준의 악화는 노동자들의 불공정성 지각 정
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숙련도 저하로 인한 생산성 하락의 문제도
나타났다. 고용조건과 임금조건의 하락은 숙련향상을 하려는 근로자들의 동기
를 저하시켰으며, 단순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직무만족도의 하락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작업자들의 자발적 이직률이 높이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Maertz, Stevens, & Campion, 2003; Galhardi, 1997; Samstad & Pipkin, 2005 :
807). 그리고 높은 이직률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Cardona, 2012 : 7〜8).
높은 이직률 현상은 기업 내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저해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은 높은 이직률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를 꺼리게 되었고,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불합리한 운영 관행이 나타났다. 관
행적인 비공식적 승진 절차와 교육훈련 시스템의 부재 혹은 비정기적 운영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관리자와 작업자 그리고 작업자 간의 효
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작업장 내 갈등이 높아졌다(Samstad &
Pipkin, 2005 : 807). 또한 내부노동시장에서 합리적인 승진제도가 존재하고 있
다 할지라도 높은 이직률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기업이 많아
지면서(Cardona, 2012 : 7〜8), 작업자들의 가시적인 숙련향상이 이뤄지지 않았
고 결과적으로 승진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자발적 이직
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작업자들의 직무만족도
저하 및 불만 적체로 인한 작업장 내의 갈등이 높아져 노동자들은 자발적 이
직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Samstad & Pipkin,
2005).
자발적 이직률이 높은 현상은 작업자들의 불만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인 노조와 인사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
거에 구축된 노동법이 존속되면서 작업장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고충 해소를 담
당할 제도적 장치인 노동조합이 주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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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적체와 임금 및 고용수준의 악화로 이어지는 환경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이직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높아졌고, 이러
한 현상은 이후 기업들이 내부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지면서
동기부여 및 직무만족도 저하를 야기해 결과적으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효
과적 작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작업장의 노사관계 시스템과 인사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게 된 주요한 제도적 원인은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의 작동을 저해한 노동통제 기제 때문이다. 물론 노사정 주요 행위
자들이 기존 제도의 존속에 따른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수십 년간 존속해 온 제도의 변화는 용이하지 않았다.

Ⅶ. 결 론

멕시코 노동법이 구축된 1930년대 이후 제도 존속의 과정과 제도 존속에 따
른 불합리성이 구체적으로 작업장 수준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
하였다. 멕시코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안은 작업장 내부의 불만 해소와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자
원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작
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의 회복이 중요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존
재하지 않는 작업장의 경우 불만 해소를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및 작업자
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의 합리적인 향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
업장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제
도 변화의 역사적 경험은 그리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만 해소
의 주요한 제도적 장치인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매우 미미했다. 예를 들어, 노동권 중에서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던
‘제외조항’이 삭제되었지만, ‘공식’노조와 정부 및 사용자는 조정중재위원 제도
를 통해서 노조 결성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조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2012년 전폭적 법 개정이 진행되었지만,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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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작업장에서 노
동조합의 본원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제한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결정적 분기점에서 구축된 과거의 제도가 현재의
제도를 지배하게 되어 거시적 수준의 제도 변화는 용이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제도가 현재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않은 채 존속함으로
써 발생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따라
서 분석한 멕시코의 제도 변화 과정은 과거 제도의 존속에 따른 불합리성이 작
업장 수준에서 높은 이직률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안 제도 모색이 용이하지 않
은 전형적인 제도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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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System in Mexico
Kim Joohee
The problem of high level of voluntary turnover rate in Mexico stems from
the inactive unionism under repressive labor law which was established in
early 1900. Official unions have enjoyed economic and political benefits
provided by their government in return for pressuring uprising movements
of independent unions. The previously established labor law prevented
independent unions from organizing independent unions at workspaces. Also,
official unions have made concession to employers’ demands, which brought
about high level of discontents at workspaces. Due to the high number of
workers who choose to leave their workspaces Mexican firms hardly increased
training opportunities to their workers. This study looks in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exican labor laws and institutions to identify whether future
workplace employment relations would change based on the theory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Keywords : mexican unionism, turnover rat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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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

심 재 진

이 글은 빈번한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 중의 일
부로서 법인의 대한 책임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되는 영국의 2007년 법인과
실치사법을 제정 배경과 법 내용 그리고 적용 사례를 다룬다.
이 글은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법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진정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법문화’적 고려
에서 탄생하였다고 본다. 법제정의 과정, 이 법의 관련 규율체계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나 일반 공중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진정한 범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해 주된 행위자로서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법인의 책임 내용도 안
전사고를 야기한 조직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에서 중대안전사고에 대
한 법인의 책임은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실제로 비난받아야 할 내용과
위반범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
이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중대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한국
의 산안법과 관련 형법규정이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핵심용어 :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안전사고, 기업의 형사책임,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배려의무, 중대안전사고, 법인처벌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28일, 심사의뢰일: 2014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월 14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J.Shim@sogang.ac.kr)

170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1호

I. 머리말 :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희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도 희생을 당한다. 최
근의 세월호 참사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등 수백 명의 희생이 있었다. 이러한 빈번한 사고에 따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법제도적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업 자체의 책임 문제이다.
이러한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공중의 법 감정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그러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 일부분이라도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를 들
어, 안전비용을 절감한 것이 중대한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라면, 안전비용을 절
감해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더욱 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
인다. 이를 2013년에 발생한 여수대림공장 폭발사고를 통해 설명해 보자. 2013
년 3월 14일 여수대림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6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맨홀설치작업 시 잔존 플러프1)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클리닝 공정을 하지 않은 채로 맨홀 설치의 용접작업을 이 공장
이 허가한 것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이 주요 원인은 법원(광
주지방법원 2014. 2.19. 선고 2013노2217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 획득과
안전을 도외시한 효율만을 추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강
행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안전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원

1) 폴리에틸렌 중간제품(Fl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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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서 기인하였다. 이 구조적인 원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인
정된 여수대림공장 공장장의 양형(징역 8월)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유로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원인과 유사한 원인, 즉 ‘이윤 획득과 효율만
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그리고 미흡한 안전관리
제도에서 비롯된 안전 의식의 부재’는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유죄가 인
정된 공장의 해당 작업허가 담당자와 현장 작업감시자 그리고 현장 작업감독자
에 대해서 양형(앞의 2명은 금고 1년, 작업감독자는 금고 8월)을 할 때에는 양
형 참작에 있어 이들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언급되었다. 법원의 판단대로 회
사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여수공장 공장장의 형이 가중된다면 이것은 불
합리할 수 있다. 그 구조적인 원인은 공장장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거나, 자신만
의 책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하위직급자들에 대한 처벌에서는
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그 형이 낮추어진다면, 이 구조적인 원인을 유발한 ‘주
체’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주체는 대림산업일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서 대림산업에 대한 처벌은 이
루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
장장에 대한 관련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양벌규정으
로 5백만 원의 벌금2)을 부과하였다. 이 액수는 대단히 낮아 보인다. 우선 이
회사는 2013년 기준으로 총자산이 9조 9,292억 원이며, 한 해 매출액만 8조
4,417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659억 원가량임을 감안하고,3) 또한 사망자 수
와 부상자 수를 감안하면 아주 경미한 액수이다.
다른 한편으로 위반죄명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림산업은 산업안전보
건 조치 위반에 대해 사업주 책임으로 이러한 벌금형을 부과받는 것이다. 이
위반죄는 중대안전사고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폭발위험물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의 미이행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2) 엄밀히 말하면 폭발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5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광주지방법원 2014.7.3. 선고 2014노1307 판결), 이 폭발사고 이후 특별감
독에 의해 발견된 총 429건의 제반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까지 포함하여 총 3천만 원이 추
가로 부과되었다. 그리고 폭발사고와 관련된 산업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업주 벌금
액의 최대 액수는 5천만 원이고(제67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억 원이다(제66조의2).
3) 대림산업 2013년 기업공시 내용. 대림산업 홈페이지 참조(http://www.daelim.co.kr/invest/finance/
StatementSheet01.do) 2014년 9월 16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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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의 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구조적인 요인은 이러한 대형 사고를 유
발한 구조적인 요인이다. 중대한 사망사고를 유발한 구조적인 요인을 만든 것
에 대해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
중의 일부로서 법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 자체를 처벌하는 영국의 2007년 법인
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4)이 주
목을 받고 있다. 영국은 2007년 비록 제정된 성문법률이 아니라 법관의 판례법
을 주로 하는 불문법계 국가이나 이 분야에서 판례법(Common Law)상의 과실
치사죄를 보완․수정하는 성문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법인과실치
사법의 제정 배경과 법 내용 그리고 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비록 소수이지만 이미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을 다루는 한국 문헌들
이 존재한다. 우선 김호기․김택수․최준혁(2010)은 주요국가의 기업 형사 처
벌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의 등장배경
과 성립요건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정진우(2013)는 이 법의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특히 의회 내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 법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에 대해 간략히 평가하고 있다. Almond and Arthur (2013)는 법제정 배경
과 법 내용, 영국에서 이 법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논문과 유
4) 이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사상의 범죄를 영국 정부는 2000년에 법안에 대한 협의문서
(Reforming the Law on Involuntary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Proposals)를 발
표할 때는 ‘A New Offence of Corporate Killing’이라고 명명하였으나, 2005년 현재의
법의 기초가 되는 법안 초안(Corporate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Draft Bill for
Reform)을 발표할 때는 Corporate Manslaughter로 이름을 바꾸었다. 국내에서는 기업살
인법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경의 취지를 반영하여 Corporate
Manslaughter를 법인과실치사로 명명한다. English Law에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죽음이
유발되는 것(homicide)은 살인(murder)과 manslaughter로 나뉘는데, 가장 중한 범죄인 살
인은 살해할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 의도가 입증되나 참작사유(예를 들어, 도발이 있는 경
우)가 있는 경우 voluntary manslaughter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으나
사망을 초래할 것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 이를 involuntary manslaughter로 본다(Law
Commission, 1996 : 5). Corporate manslaughter는 involuntary manslaughter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형법에서 가장 가까운 개념인 과실치사로 번역한다. 또
한 이 법은 법인, 각종 단체(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포함) 등에 넓게 적용되나 영문법
명을 고려하여 ‘법인’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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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이 글은 제정 배경과 법 내용을 다룬다. 그렇지만 이들 논문과 달리 영
국법에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을 판례를 통해 법해석론
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국법체계에서 2007년 법인과
실치사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앞의 논문들이 법 내용을
다루면서도 적용되는 판례를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이 글은 2007년 법 제정
이후 법인과실치사법으로 유죄가 인정된 판례를 검토하여 현재 이 법의 적용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논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은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의 한국적 의미와 시사점이다. 이 글은 마
지막 장에서 이 법의 시사점을 ‘법인 책임’의 관점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제정 배경

1. 법인과실치사법 제정 이전의 규율체계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업장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안전사
고 문제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과 판례
법(Common Law)인 일반형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다. 우선 1974년 산업안전
보건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법 제2∼4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의 형벌을 부과하였다(제33조, 부칙 3A조). 여기에
서 형벌을 부과하는 대상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 등의 사용자를 말한다. 법인
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이사, 담당자 등의 동의나 묵인 혹은 과실로 발생한 경
우 그 이사나 담당자 등도 함께 처벌된다(제37조).
그리고 사업장과 관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례법인 일
반형법의 개인중과실치사죄(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 이하 개인과실
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R v. Adomako 사건5)에서 희생자에 대한 배려의
무를 피고인이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중과실치사죄는 판례법상의

5) R. v. Adomako [1995] 1 AC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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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불법행위법리(the law of negligence)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Matthews, 2008: 5). 과실불법행위법리를 적용한 개인과실치사죄의 요건은 다
음과 같다.6) 첫째, 피고인은 희생자에 대해 배려의무(duty of care)를 갖고 있어
야 한다. 둘째, 피고인이 이 배려의무를 위반하였어야 한다. 셋째, 이 위반이 희
생자의 사망에 상당한(substantial) 원인이어야 한다. 넷째, 위반의 행위나 부작
위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과실이 있어야
(grossly negligent) 한다. 어느 정도로 과실이 있어야 중대하게 과실이 있는 것
인지는 배심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본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개인과실치사죄는 이사 등 회사의 임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Tombs & Whyte, 2013 : 19).
우선 영국의 판례법은 회사가 배려의무를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그 회사의 어떤
이사가 그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사에게 개
인에 대한 배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큰 회사의 이사의 경우는 특히 드물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영국의 판례법은
개인이 행동했어야 할 적극적인 법적 의무가 없으면, 개인의 부작위(omission
or failure to act)는 형사적 책임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규칙은
이사들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부작위와 관련되고 이사들은 회사의 안전과 관련
하여 행동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더욱 더 심각해진다.
이와 같은 규칙 때문에 2006년 기준으로 그때까지 오직 9명의 이사 혹은 소유
주들이 개인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과실치사죄는 원래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사업장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가가 영국의 판례법에서 다루어졌다. 비
록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Tesco v. Nattrass 사건7)에서 법인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립하였다. 법인이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기 위해서는 법
인 내에서 법인을 지휘하는 정신이나 의지로 표상될 수 있는 개인이 확인되고,
이 개인이 개인과실치사의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
6) Corporate Manslaughter: Presentation notes courtesy of John Ross QC, 1 Chancery Lane.
(http://www.bedfordshire.gov.uk/Resources/PDF/R/Risk%20Aware%20Corp%20Manslaughter%
20Notes.pdf. 2014년 8월 26일 방문).
7) [1972] AC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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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의 개인(들)이 법인 내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법인의
처벌 요건은 확인원리(identification principle)8)라고 불린다. 이 개인들은 회사
의 규정상 그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이사 혹은 이에 준하는 회사의 다른 고위간부들을 말한
다. 이 개인(들) 개별적으로는 배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 것
이어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배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찾을 수 없으나 여
러 개인들의 행위의 총합(aggregation)으로서 중대한 위반을 확인하는 경우 이
것은 법인의 과실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9)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법
원은 법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확인원리를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에도 그
대로 적용하였다.

2.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의 적용 문제
법인과실치사죄의 요건인 확인원리 때문에 과실치사죄로 큰 조직이 처벌되
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일수록 책임
질 개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업무가 세분화되고 다단계로 분장
된 조직에서는 자신이 과실치사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동시에 법인의 ‘지휘하는
정신이나 의지’가 될 만큼 충분하게 고위직에 있는 개인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
기 때문이다. 이 고위직에 있는 개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고위간부를 말한다. 실제로 1994년에 최초로 판례법상 법인과실
치사죄의 유죄판결이 난 이래 2005년까지 이 죄에 대해서 총 6건의 유죄판결이
있었고, 이들 모두는 소규모 기업이었다(Tombs, 2013: 64).10) 달리 말하면,
중․대규모 회사의 경우 법인이 처벌된 사례가 없었다.
대규모 회사가 관련된 Southall 기차 충돌사고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사고는
1997년 Southall역에서 Great Western Trains Company가 운영하는 철도에서

8) 국내의 다수 학자들은 이를 동일성원리라고 번역한다.
9) Attorney General’s Reference (No 2 of 1999) [2000] 2 Cr App R 320.
10) 유죄평결이 난 최초의 사건은 R. v Kite and Others이며, 이 사건에서 3명의 아동이 사
망한 것에 대해 카누 타는 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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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기차는 1997년 9월 19일 오전에 Swansea에서
London Paddington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이 기차는 선두의 동력차량(lead
power car)과 7개의 일반차량 그리고 후미의 동력차량(trailing power car)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이 기차에는 약 180여 명의 승객과 직원들이 있었다. 이
기차는 당시 51세의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는 상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
가 운전하는 노선과 그 기차의 형태에 대해 매우 익숙했다. 그 기관사는 선두의
동력차량에 혼자 있었으나 시속 110마일 이상의 기차에서의 2인 근무체계가
1996년 9월 26일 폐지되기 전까지는 보조기관사가 함께 있었다. 동력차량에는
정지신호무시 진행(S.P.A.D. Signal Passed at Danger)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었고 이 안전장치는 기관사와 무관하게 작동된다. 이
두 안전장치는 보통 기관사가 멈춰야 하는 신호에서 진행하는 것을 막지만 그
렇게 하지 못했다.
첫 번째 장치는 자동경보장치(Automatic Warning System : AWS)로 불리고
1950년 도입된 이후에 영국에서 흔하게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이 기차에서는
이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이 장치는 간헐적인 결함이 있어 운행 중에 고의적
으로 전원을 꺼두었다. 그리고 이 결함은 차량점검반이 전날에 행한 차량점검
에서 발견되지 못했다. 이것이 올바르게 작동되었다면 이 장치는 충돌을 예방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장치는 자동기차보호(Automatic Train Protection :
ATP)라고 불리는데 이 철도회사는 이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이
기차에도 이 장치가 설치되었었다. 이 장치 또한 전원이 꺼져 작동이 되지 않았
으며, 올바르게 작동되었더라면 충돌을 피했을 것이다. 기관사는 안전장치 두
개 모두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기차는 런던으로 운행 중 Southall역에서 이 역 선로를 지나는 화물차량과
충돌하였다. Southhall역은 충돌 전에 화물차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올바
르게 신호로 전달되었다. 이 올바르게 전달된 신호는 녹색, 이중 노랑, 단일 노
랑 그리고 적색으로 연달아 표시된 것이었다. 기관사는 이 역을 통과하기 전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았고, 런던 도착을 준비하며 짐을 다시 싸면서 다시
보았을 때는 적색으로 바뀌었다. 적색을 보는 순간 최대한 강하게 제동을 걸었
지만, 기차는 이때 충돌 지점으로부터 3,600미터에 걸쳐 평균 시속 116마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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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늦었다. 기관사가 화물차량을 보았을 때 충돌은 불가
피하고 깨닫고 자리를 떠서 엔진 뒤쪽으로 움직였다. 충돌의 힘은 엄청나서 동
력차량은 위로 세워졌으며 일반차량 몇몇은 탈선했고, 차량들의 오른쪽은 뜯겨
져나갔다. 이 충돌로 6명의 승객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부상당한 1명은 병원에
서 숨졌다. 151명이 부상당했는데 이 중 36명은 중상이었다.
이 충돌의 원인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기관사가 최종의 적색신호 전의 이중
노랑이나 단일 노랑의 신호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기관사는 기차의 진행 방향
을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이 철도회사가 기관사와 무관하게 작동
되는 안전장치의 전원이 꺼졌고, 기관실에 오직 1인만이 있는 상태로 기차가
운행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한 것이었다.
영국 검찰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검찰은 회
사는 승객들의 안전에 대해 합리적인 배려를 할 배려의무가 있었다고 본다. 검
찰의 시각에서 이러한 배려의무는 모든 예측가능한 위험을 평가하고 다루는 것
이다. 검찰은 이러한 위험 중에 기차가 위험신호를 지나치는 것을 야기하는 1
인 기관사의 과실을 포함하였다. 만약 당일 기차에서처럼 기관실이 그러한 문
제를 겪을 때 다음의 세 가지 행위 중의 하나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였
다고 본다. 첫째는 그 기차가 첫 번째 중간역에서 멈추고 다른 기차가 승객들을
태우도록 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기차가 Swangea에서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는
것이었다. 셋째는 보조기관사가 기관사와 함께 운행하거나 그 기차가 안전경보
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검찰은 회사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영국 검찰은 이러한 이유로 이 충돌사건에 대해 사고기차를 운행한 기관사를
기소함과 동시에 철도회사를 과실치사로 기소하였다. 기관사에 대한 기소는 이
후에 기관사의 건강상의 이유로 취하되었고, 법원에서는 철도회사에 대한 과실
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영국의 1심 형사법원은 앞의 확인원리
를 이유로 철도회사에 대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11) 즉 법
원은 회사 자체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휘하는 정신에 해당하는 개인에
11) R. v. Great Western Trains Company Limited(27/7/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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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해 과실치사죄의 적용을 거
부하였다.
이에 검찰은 1인 이상의 여러 지휘하는 정신들이 중과실에 미치지 못하는 과
실행위(failings)의 총합에 의해 ‘확인원리’가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러나 1심법원과 항소법원은 모두 지휘하는 하나의 정신의 중대한 과실만이 법
인에 과실치사죄를 지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원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점으로 보아 왜 검찰이 이 철도회사의 담당이사를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지
않았는지가 추정된다. 이 회사와 같은 대규모 회사에서는 책임이 이사들 간에서
도 수평적으로 나뉘고, 여러 단계의 위계체계를 갖기 때문에 첫째로 안전 문제
와 관련하여 특정이사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웠을 수 있고, 둘째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회사는 이 사건으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위반으로 150
만 파운드(25억 571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를
다룬 판사는 이 벌금이 “가장 높은 수준의 배려를 하지 못한 정도에 의해 야기
된 위험과 사망자 수의 면에서 사고의 정도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그들의 영구적 주의(vigilance)를 환기시킬 필요를 반영하였다.”고 설
명하였다(Edward, 2012: 69).12)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회사의 총매출 3억 파
운드의 0.5%에 해당하는 적은 액수라고 비판하였다.

3. 법제정의 경과
영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위의 Southhall 안전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새로운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제정의 필
요성을 부각한 대표적인 사고로는 우선 the Herald of Free Enterprise 침몰사고
가 1987년 3월 6일에 있었다. 이 사고는 여객선 앞의 문이 열린 채 항해 중이던
여객선이 벨기에 근처 해안에서 침몰하여 승객 150명과 선원 38명이 사망한 사
고였다. 이 사고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이 여객선 회사 전체가 심각한 정도의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인과실치사
12) R. v. Great Western Trains Company Limited(27/7/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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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이 여객선 회사를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확인원리를 이유로
법인과실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즉 이 여객선 회사의 임원은
해당 선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 없고, 사고를 일으킨 결함에 대해 직접적으
로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Almond & Arthur, 2013 : 48) 개인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었고, 그 결과로 이 회사에 대해서도 법인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2001년 1월에는 Hatfield에서 기차 탈선사고가 발생하
였다. 이 사고는 이미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열차 선로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고에서도 검찰은 ① 기업에
대한 판례법상 과실치사죄, ② 임원의 판례법상 과실치사죄와 ③ 임원의 산업
안전보건법령 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 ①, ②에 대한 기소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③의 산업안전보건법률 위반으로 관련 두 회사가 각각 350만 파운드
(59억 4,535만 원), 750만 파운드(127억 4,002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망사고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도록 법
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었다. 영국 노동당은 1997년 집
권 시 이러한 법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2000년 5월 법제정의 제안
을 발표하고,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의 쟁점 때문에 법제정 작업은 지지부진하다가 2005년 3월에 행정자치부
(Home Office)가 법인과실치사법(안)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2006년 7월 20일에
하원에 법안이 상정되었고, 2007년 7월 26일에 공포되었다.
요약하면, 영국에서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는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이 제
정되기 전에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과 판례법인 일반형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다. 그런데 판례법인 일반형법상의 과실치사죄는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었으나 확인원리를 적용해 회사의 이사 등과 같은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어야 법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
점으로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법인을 상대로 판례법인 일반형법
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결국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판례법인 일반형법이 사
업장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규율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한 성문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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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의 주요 내용

1. 법인과실치사죄의 성립 요건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판례법상 법인과실치사죄를 폐지하고(법 제20조),
성문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판례법상의 법인과실
치사죄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법적용의 기본 틀과
요건은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바탕으로 하되 몇 가지 점에서 이를 수정
하였다.
그래서 이 법은 제1조제1항에서 “① ⓐ 단체의 ⓑ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
는 방식이 한 사람의 사망을 야기하고, ② ⓒ 그 조직이 그 사망자에게 지고
있는 관련 배려의무를 ⓓ 중대하게 위반할 때”(밑줄과 번호는 인용자)에 법인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사망과의 인과관계(①)를 필요로 하고, 배
려의무의 중대한 위반(②)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이전의 판례법상의 개인과실
치사죄와 동일하다. 관련 배려의무는 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위법(the law of
negligence) 아래 조직이 갖고 있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법 제2조). 이렇게 보
면 이 부분도 판례법상의 개인과실치사죄와 동일한 것이다. 개인과실치사죄와
다른 점은 개인과실치사죄가 개인의 행위(부작위 포함)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법인과실치사법에서는 특정한 개인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
니라 ‘조직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적용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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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의 해석
가. 단체(organisation)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단체는 법인, 부칙 1에 열거되어 있는 정부부서
혹은 이에 준하는 조직, 경찰, 사용자가 되는 조합(partnership), 노동조합 혹은
사용자단체에 적용된다(s. 1(2)). 부칙 1에서는 총 48개의 정부부서 등이 열거되
어 있다. 따라서 법 명칭과 달리 법인과실치사법은 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나. 단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
‘단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법인과실치사법은 그
방식이 제1조제1항을 위반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규정한다. “그 조직의 활동
이 고위경영진(senior management)에 의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제1항
에서 언급된 위반에 상당한(substantial) 요소”일 때만 그 조직은 제1조제1항의
법인과실치사죄의 위반이 된다. 그리고 고위경영진은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조직되는지 대한 의사결정이나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의 실제적인 관리나 조직에서 중요한(significant)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조제4항(c)).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이
러한 고위경영진에는 중앙집중된 본부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관리역할(operational
management role)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Ministry of Justice,
2007: 1).
이러한 접근은 고위경영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실치사의 혐의
가 인정되는 이사라는 개인을 찾아야 하는 확인원리와 다르다. 그렇지만 고위
경영진이 이사보다 더 아래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은
어느 정도는 일군의 개인들의 상대적 기여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회사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좀 더 전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례법상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Southall 기차 충돌사고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여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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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행위가 총합되어 회사에 의한 중대과실이 될 수 있다는 총합원리의 제한
된 버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Ormerod & Taylor, 2008 : 592∼593; Griffin,
2007 : 157∼159; Gobert, 2008 : 427∼428)
그렇기 때문에 이전 판례법상의 확인원리에서 나타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큰 회사의 경우 경영진 사이에서 책임이 분
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위경영진의 기여를 각각 따로 보아 ‘상당성’을 판단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만약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을 하위 직급의 직원에게 완전히 맡겨두고 있는 경우 책
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Gobert, 2008 : 428∼429). 다
수의 학자들이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의 결정에서 이러한
해석상의 쟁점이 분명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한편 영국 법무부는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고위경영진이 이 법
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 영국
법무부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부적절한 위임을 통해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산
업안전보건을 적절하게 고위경영진이 관리하지 못하면 기업과실치사죄에 위반
될 수 있다고 본다(Ministry of Justice, 2007 : 3). 한편 산업안전청(HSE)이 회사
의 이사를 대상으로 하여 발간한 지침을 보면, 이사회 결정에 핵심 경영위험으
로 건강과 안전문제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HSE, 2013).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관련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2007년 법인과치사법에
따라 무제한의 벌금과 유죄판결사실 공표명령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 관련 배려의무
관련 배려의무란 이 법이 적용되는 단체와 관련하여 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
위법리(law of negligence)하에 단체가 갖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말한다. 그 의
무는 (a) 단체가 소속 근로자 혹은 단체를 위하여 일하는 다른 사람 혹은 단체
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갖는 의무, (b) 건물의 점유자로서 갖고 있
는 의무, (c) (i) 단체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ii) 단체에 의한
건설, 수리의 수행과 관련하여 (iii) 단체에 의한, 상업적 기반에서 하는 다른 활
동의 수행 (iv) 단체에 의한 공장, 교통수단 그리고 다른 것의 사용과 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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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갖는 의무, (d) 제2항의 개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단체가 그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갖는 의무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개인
은 관련 기관(교도소, 소년원 등)이나 법원이나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거나, 이
민자보호센터나 단기보호시설에 억류되어 있거나, 죄수나 이민자 호송 과정에
서 교통수단으로 이동되고 있거나, 건물에 보호되거나, 안정된 숙박시설에서
살고 있거나, 강제로 보호되는 환자이면 제2항의 개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의무는 정부기구나 몇몇 공공기관에는 제한적으로 적용
된다(법 제3조). 또한 군대가 갖는 의무는 위의 관련배려의무로 보지 않는다.
테러리즘 혹은 폭동 등에 대한 경찰의 작전 혹은 작전을 위한 훈련 등과 관련된
배려의무도 위의 관련배려의무로 보지 않는다(법 제5조). 병원, 소방서가 응급
상황에서 갖고 있는 배려의무도 제한적으로만 관련배려의무로 인정된다(법 제6
조). 법에 의한 아동보호나 보호관찰과 관련해서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법
제7조).
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위법리에서 배려의무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다. 첫째는 손해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가이다.
둘째는 배려의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인접성(proximity)’
이 있는지이다. 셋째는 배려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하며 합리적
인가이다. 논리적으로 법인과실치사법상 관련 배려의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서는 예를 들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다시 과실불법행위법리의 세 가지
심사 기준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려의무를 갖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위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배려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2조제1
항의 (a)에서 (d)로 열거한 관계들은 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위법리에 의해 관련
배려의무를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라. 중대한 위반
배려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라 함은 “조직의 행위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밑”도는 것을 말한다(제1조제4항). 그 위반이 중대
한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배심원이 한다(s.8(1)(b)). 2007년 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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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치사법은 배심원이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
시한다. 배심원은 증거가 문제되는 조직이 위반의 혐의와 관련한 안전보건법령
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지를 그리고 입증된다면 그 미준수가 얼마
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 다음으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배심원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한다. 그것은
앞의 미준수를 장려하거나, 그것에 대한 관용을 만드는 조직 내의 태도, 정책,
제도 혹은 수용된 관행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정도와 이러한 위반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지침이다(법 제8조제3항). 이처럼 중대한 위반에 대한 해석에 있
어 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위법리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
안전보건법령의 준수 여부와 준수 정도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회사의 문화를 고
려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은 법인과실치사죄의 성립에 있어
사실상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3. 위반에 대한 처벌
가. 처벌의 종류와 내용
단체에 대한 처벌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그것은 벌금, 구제명령(remedial
order), 유죄인정사실 공표명령이다. 가장 주된 것은, 벌금으로 그 한도에는 제
한이 없다(법 제1조제6항). 벌금액수 및 고려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별
도로 자세히 다루고 여기에는 구제명령과 유죄판결사실 공표명령에 대해 간단
히 언급한다.
구제명령은 과실치사의 유죄가 확정된 단체가 이 법의 위반, 이 위반이나 사
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 단체의 정책, 체계, 관행의 문제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이다. 법인과실치사법은 법원이 유죄가
확정된 단체에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법 제9조).
이 구제명령은 검찰이 명령의 내용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만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이 구제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위반의 성격과 관련하여 적절한 그러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며 그
처벌은 벌금부과이다.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심재진) 

185

벌금과 함께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공표명령은 단체가 유죄판결사실을 공표하
도록 요구하는 명령이다. 이 공표는 특정된 방식으로 유죄판결사실과 그 죄의
세부적 사항, 부과된 벌금액수 그리고 내려진 구제명령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법원이 공표명령의 내용에 대해 결정할 때 법원은 앞의 집행기관의 의견을 확
인하여야 한다. 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 벌금액수 및 고려 요소
1) 벌금액수
법인과실치사법상 벌금액수에는 제한이 없다(s.1(6)). 1974년 산업안전보건
법도 그 벌금액수에는 제한이 없다. 양형지침(Sentencing Guidelines)은 관련되
는 심각성의 정도와 피고인 단체의 상황의 차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
다 벌금액의 범위가 더 넓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양형지침은 벌금은 피고인
단체에 영향을 줄 만큼 징벌적이고 충분해야 한다고 밝힌다.
구체적으로 법인과실치사가 중과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보다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양형지침은 본다. 그래서 양형지침은 벌금의 범위
를 50만 파운드(8억 5,524만 원)보다 적은 경우가 드물어야 하며, 수백만 파운
드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망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벌금은 10만 파
운드(1억 7,105만 원)보다 적은 경우가 드물고, 수십만 파운드도 될 수 있다.
양형지침은 유죄 인정의 경우 적절한 정도로 벌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본다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2010).
2) 고려 요소
벌금액 산정의 중요 고려 요소인 ‘심각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양형지침
은 세부적인 고려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a) 사고가 어느 정도로 예견가능했는지?(예견가능성이 높을수록 그 범죄는
중대해진다.)
(b) 피고인은 적용가능한 기준에 어느 정도로 미달했는가?
(c) 그 조직에서 이런 종류의 위반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미준수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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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범위한 것인가? 그 위반은 일회적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운영 전
반에 걸쳐 좋은 관행과는 거리가 먼 제도적인 결함이었는지?)
(d) 그 위반은 조직의 어느 단계까지 가는가?(위반의 책임이 높은 단계에 있
을수록 그 위반은 더 심각해진다.)
그리고 다음의 요소는 그 위반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예시적 요소들이다.
(a) 사망자가 한 사람 이상이거나 사망자 이외에 심각한 부상자가 있는 경우
(b) 감독관이나 근로자(특히 산업안전 대표자) 혹은 다른 사람이든 간에 경고
나 조언에 주의를 하지 않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간신히 피했을 정도로 대응을 적절하게 못한 경우
(c) 안전문제의 비용 삭감
(d) 적어도 허가의 과정에 산업안전 책임을 가진 독립적 기관에 의해 어느
정도의 통제, 평가 혹은 관찰이 있는 경우 관련 허가를 고의적으로 얻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것
(e)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상(여기에서 취약한 사람은 개인적 환경이 착취
혹은 혹사당하기 쉬운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유는 벌금액수를 감경할 수 있는 예시적 사유들이다.
(a) 즉각적인 책임의 인정
(b) 항상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조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협조
(c)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
(d) 좋은 산업안전기록
(e) 전문가 조언,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나 다른 사람들과의 협의
양형지침은 벌금액수를 산정할 때 단체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
다. 그렇지만 벌금과 매출액 혹은 벌금과 이익 사이에 고정된 상관관계를 적절
하지 않다고 양형지침은 밝힌다.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재정적 상황이 좋은 단체는 그렇지 않는 단체보다 더 큰 액수
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보며, 벌금은 고통스런 형벌을 부과하도록 의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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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피고인 단체가 몇 년에 걸칠 수 있는 기간에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이어
야 한다고 제시한다.
벌금 부과의 재정적 결과를 예측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도록 양형
지침은 제한다.
(a) 무고한 사람의 고용에 대한 영향이 관련되는지
(b) 주식 소유자에 대한 영향은 관련이 없다. 투자한 사람은 경영이 재정적
손실을 낳을 것이라는 위험을 갖는다.
(c) 이사(directors)에 대한 영향은 관련이 없다.
(d) 적어도 그 피고인이 공고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자가 아니면, 피고인에 (고
객에게) 청구하는 가격이 결과적으로 상승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보통은
관련이 없다.
(e) 공중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의 영향은 관련이 있다.
(f) 민사상의 보상에 대한 책임은 보통 관련이 없다.
(g) 시정명령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관련이 없다.
(h) 벌금이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은 관련
이 있다(악성 사건에서는 이것은 수용가능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법원은 벌금액수 산정을 위해 사망사고가 있었던 해를 포함하여 3년간의 정
보를 요구하도록 양형지침은 제안한다. 양형지침은 매출액, 세전이익, 이사의
보수, 채무와 연금 규정, 자산 등 법원에 제공되어야 하는 재정정보의 목록을
양형지침의 부속문서에서 제시한다. 만약 단체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재정 상황에 대해 단체에 불리한 추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때로는 그렇
게 하는 것이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밝힌다.

Ⅳ. 적용 사례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되어 효력이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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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2008년 4월 6일 이후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6개 사건
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 중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인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가 있다.13) 그리고 2014년 9
월 현재 4건의 사건이 기소가 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결
이 확정된 7개의 사건 중 판결문을 구할 수 없고, 보도로써는 사실관계를 정확
히 확인할 수 없는 법인과실치사법 무죄인정사건 1건을 제외하고 6건의 사건에
대해 이하에서 사건의 개요와 판결 내용을 소개한다.

1.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14)
가. 사건 개요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는 근로자 8명을 고용하는 작은 회사이다.
이 회사는 3.5미터 깊이의 시험광구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토양전단시험을 수행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이 회사의 근로자는 시험광구에서 홀로 샘플을 채취하
고 토양전단시험(shear vane test)15)을 하다가 광구가 붕괴되어 사망하였다.
검찰은 이러한 깊이의 광구는 흙막이(shoring) 공사나 업무 지원이 필요로 했
는데, 이 회사는 그러하지 못해서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갖고 있는 배려의무
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1.2미터 이상의 시험
광구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흙막이 공사나 그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다른 수
단에 의해 안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어야 하였다.
회사는 배려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은 중대하지 않았다고 주
장했다. 또한 배려의무위반이 중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은 그 근로자
가 시험광구에 지켜봐 줄 다른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13) R. v. PS & JE Ward Ltd. 이것은 트랙터가 고압송전선을 건드려 전기쇼크로 운전기사
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은 산업안전법과 법인과실치사법 위반으로 이 회사를
기소했으나 법인과실치사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고, 산안법 위반에 대해 50,000
파운드의 벌금이 선고되었다(BBC News 2014년 6월 6일. http://www.bbc.com/news/ukengland-norfolk-27741154. 2014년 9월 19일 방문).
14) [2011] EWCA Crim 1337.
15) 막대의 끝에 +자형의 저항베인을 부착시켜 땅속에 삽입한 뒤, 마개를 회전시켜 흙을 전
단한 때의 최대 회전 모멘트로부터 전단 강도를 구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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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사의 관행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사실이라고 회사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회사의 대표이사 또한 이 광구에
비슷한 깊이의 유사한 광구 3곳에 혼자 들어간 적이 있어, 죽은 근로자 또한
같은 이유로 혼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죽은 근로자가 위험하고, 지원
인력이 없는 광구에 들어간 것이 회사의 관행인 근무제도(system of work)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되었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양벌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대표이사
에 대한 기소는 이 대표이사가 암에 걸려 재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과실치사법
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각기 다른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배심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후자를 포기하였다.16)

나. 판결 내용
이 사건의 판사는 회사가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 심각한 부상뿐만 아니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가능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배심원은 회사
가 배려의무에 미달한 정도가 중대하였다고 평결하였다. 또한 회사가 이전에
광구에 들어가도록 요구받은 다른 근로자가 제기했던 진정에 대한 조사에서 산
업안전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이 했던 권고와 지침(guidance)에 주
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고려되었다(이때 회사의 대표이사는 미래에는
흙막이 공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1심법원 판사는 회사의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한 후 회사의 재정적 상황
에 대해 검토했다. 회사는 위태로운 상태로 대표이사인 Eaton에 의해 계속 운
영되었고,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다. 대표이사가 아파서 회사의 전망도
밝지 않았다. 또한 판사는 상당한 정도의 벌금이 그 회사를 파산시키고 근로자
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 파산이 되면 대표이사의 가
족에게도 타격이 되리라는 점도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16) 2011년 2월 15일 영국 검찰청 보도자료.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홈페
이지(http://www.cps.gov.uk/news/latest_news/107_11/2014년 9월 19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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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50%에 달하는 385,000파운드(6억 4,6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상대
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이 정도의 벌금은 그 위반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안전한 근무장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에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
일 필요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보았다. 판사는 이 벌금
형의 결과로 이 벌금이 10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파산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회사는 이러한 액수의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항
소신청을 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항소신청을 거부했다. 이 항소법원 판사에 따
르면 이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것은 “불행하지만 피할 수 없고
필연적이다.”17) 실제로 이 회사는 항소신청이 거부되고 몇 주 후에 임의파산절
차(voluntary liquidation)에 들어가 2013년 최종적으로 청산되었다.18)

2. R. v. JMW Farm Limited19)
가. 사건 개요
근로자 Wilson은 사고 당일인 2010년 11월 15일에 지게차(forklift)의 포크에
놓여 있는 큰 금속통의 안을 세척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이 근로자는 다른 장
치, 즉 포대압착기(bale compactor)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금속통이 반대쪽
으로 움직이면서 이 근로자는 이 통의 측면으로 점프했고, 그 통은 쓰러졌다.
그가 땅에 떨어지고 금속통이 그 근로자 위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보통 그 금속
통의 아래에 있는 양쪽 공간으로 지게차의 포크가 끼워져서 금속통이 기울지
않고 포크로부터 통이 떨어질 위험이 전혀 없었다. 사고 당시 통이 움직였다는
것은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게차는 원래 사용하던
것에 대체용이었는데 금속통과 규격상 크기가 맞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무시된 채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회사의 위험평가보고서에는 이러한 위험
성이 적혀져 있었고, 이는 회사가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7) Lord Judge in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18) insolvency list ARCHIVE http://www.insolvencylist.com/archive_admin_results.php?
Companyname=Cotswold+Holdings&CompanyNumber=&TradingAs=&SEARCH=search
(2014년 9월 16일 방문).
19) [2012] NIC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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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용 지게차가 왔을 때 지게차의 포크와 금속통의 공간
사이의 맞춤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판결 내용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유죄 인정을 함에 따라 법인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보
다는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어야 하는가가 판결 내용의 주를 이룬다. 이
사건의 판사는 앞서 언급된 법인과실치사죄 양형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벌금
형의 액수를 책정했다.
먼저 양형을 위한 심각성을 판단해서, 판사는 앞에서 언급한 위험을 다루지
못한 것이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은 명확
하게 예견가능했다고 보았다. 회사는 그러한 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게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허용되었
지만 이것이 회사의 운영 전반에 좋은 관행으로부터 체계적인 이탈을 나타낸다
는 증거는 없다. 회사의 이사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의 이행에 대해 완전히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가 이 지게차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
은 회사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갔다.
양형가중 요소와 관련해서 판사는 경고나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나, 안전을 희생해 비용을 절감했다는 증거나, 관련 인가를 고의적으로 획
득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완화요소에
관련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산업
안전 기록이 좋았으며, 회사의 위험평가보고서로 보아 근로자들에 대해 합리적
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심각한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
렵다고 보아 이 사건 판사는 회사의 책임을 반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들
의 배려의무가 일상에서 지속되고 그 의무의 불이행은 적절한 벌금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모든 사용자에게 보내기 위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지침에서 제시한 바대로 회사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
았다. 회사는 매우 이윤이 많은 회사이어서 판사가 책정한 벌금이 회사의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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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존능력, 특히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
였다. 이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1,379,737파운드(23억 1,869만 원)이고, 이사들
의 순보수총액이 112,824파운드(1억 9,298만 원)이며, 주주에 대한 배당액이
200,000파운드(3억 2,209만 원)이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사는 감경 사유를 감안하기 전에 250,000파운드의
벌금액을 상정하여 유죄 인정의 감경 사유로 25%를 삭감하여 187,500파운드(3
억 1,5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판사는 이 벌금액이 2011년 9월까지 6개월
간 분할하여 납부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3. R. v. Lion Steel Equipment20)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회사의 한 공장에서 설비관리 근로자가 물이 새어 틈이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간 후 섬유유리의 천장창으로 떨어져 13미터를 추락
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회사의 이사는 이 근로자가 이러한 일을 하러 올라간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검찰이 보기에, 지붕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근무용
안전벨트(safety harness)나 안전통로선의 확보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조치 없
이는 근무를 위한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지붕 출입구에는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나 출입제한 내용의 어떠한 안내문도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검찰(CPS)은 회사에 대해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과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제2조와 제33조), 2005년 사업장 고공안전규정(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으로 각각 기소했고, 기업의 이사들(directors) 3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
조(양벌죄규정)와 판례법상의 중과실치사죄로 각각 기소했다. 재판 도중 배심
원 심리전의 판사결정(‘half-time’ submission of no case to answer)을 통해, 이
사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고, 다른 1명은
중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
20)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Manchester Crown Court, 20th, July 2012, T 2011
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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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기소 상태이었다. 이 판사 결정 이후 피고인과 검찰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
다. 그 결과로 회사는 법인과실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나머
지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였다.21)

나. 판결 내용
회사의 유죄 인정으로 인해 이 사건은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사가 판결을 했
다. 판사는 이 근로자가 일반 설비관리 근로자로서 지붕에서의 작업에 대해서
는 전혀 훈련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사는 지붕에서의 작업은 올바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따라서 판사는
이 근로자가 근무 중에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혼자 지붕에 있었다는 것은 수리
를 다루는 시스템이 부적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판사는 지붕을 통해 추락할 위험성이 명백했다고 보았다. 관련 산
업안전청(HSE)의 지침이나 행동준칙(code of practice)에는 취약한 지붕의 위험
성을 경고하고 있었고, 회사가 2006년 산업안전청 감독에서 취약한 지붕에 접
근하지 못하도록 경고안내판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의를 받았다는 점도 감안했
다. 이러한 이유들로 판사는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
는 조치를 취해, 회사가 배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결론을 내렸다.
판사는 위에서 언급한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먼저 양형을 위한 범죄의 심
각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살펴보았다. 네 가지의 고려요소 중 먼저 위
험의 예상가능성에 대해서 보면, 취약한 지붕에서의 사고는 13미터 아래로 추
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대한 부상 혹은 사망의 위험은 명
백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의 증언을 받아들여 판사는 회사의 대처는 위험을
다루는 조치가 일부 있었지만, 위험을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
했다고 보았다. 회사 전체적으로 안전의 기준은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합리
적이었지만, 사고가 일어난 공장에서 위험평가와 훈련에 대한 주의가 부족했다
고 보았다. 사고가 일어난 공장의 이사에게 그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음으로 양형지침의 양형가중요소와 감형요소에 대해 판단했다. 판사가 보
21)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회사에 대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
반 기소 사건(제2조와 제33조)은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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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서 언급한 사실 이외에 양형가중요소는 없었다. 감형요소는 먼저 회사
가 산업안전 기록이 합리적이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는 지붕 보수에 관련해
서는 자신의 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과거에 다른 공장에서는 산업
안전 관련 조언을 수용하여 여러 조치를 한 점도 고려했다. 또 하나 감형요소로
사고가 2008년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검찰의 문제로 많이 지체되었
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그리고 판사는 회사의 유죄 인정도 감안하였다.
다음으로 판사는 양형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였다. 재정 상
황과 관련되어 회사는 판사에게 최근 3년간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판사는 또
한 이에 대해 전문회계사의 보고서를 받았다. 회사는 14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
고 있고, 연 매출액이 1,000만 파운드(171억 470만 원)이다. 세전이익은
187,000파운드(3억 1,986만 원)에서 317,000파운드(5억 4,222만 원) 사이이다.
회사의 이사들은 최근 두 해에 걸쳐 각각 336,000파운드(5억 7,472만 원)가 지
급되었고, 이사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은 88,000파운드(1억 5,052만 원)이었다.
회사의 현금 흐름을 보면 회사가 가진 현금은 대출이자, 세금 지급, 임대료 지
급 등에 사용되었고, 배당금은 최근 3년 동안 지급되지 않았다. 장부상 회사의
전체 자산은 167만 파운드(28억 5,648만 원)였고, 판결 당시에 283,000파운드(4
억 8,406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판사는 회사가 재정적으
로 자신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출과 현금 흐름
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회사가 낭비하고 사치하는 회사는 아니라
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결국 판사는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600,000파운드 벌금을 20% 감액
하여 3년에 걸쳐 480,000파운드(8억 5,778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또
한 회사가 142명을 고용하고 있고, 회사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2012년 9월
30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사는
총 소송비용 140,000파운드 중 60%인 84,000파운드(1억 4,368만 원)의 소송비
용을 회사가 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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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 v. Murray and Sons22)
가. 사건 개요
2012년 2월 28일에 근로자인 Norman Porter는 동물사료의 다양한 재료를 혼
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배합기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재
료가 투입되는 배합기 상단은 열려져 기계의 중심부가 모두 노출되어 접근가능
한 상태이었다. 5,000파운드(855만 원)보다 더 적은 돈으로 이 상단의 보호장치
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이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근로자는 이 배합기로 몸이 들어가 사망하였다. 이에 검찰은 법인과실시사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를 기소하였다. 회사는 판례법상 임원들의 과실치사죄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법인과실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
였다.

나. 판결 내용
판사는 피고회사에 의해 변형되어 운영된 기계가 결코 안전하지 않았고, 상
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장치를 설치하여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근로자의 사망은 회사의 최고위층까지
포함하여 회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회사 이사가 잠시
만 생각을 주었어도 근로자를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했었을
정도로 회사의 배려의무위반은 명백하고 중대했다고 보았다.
회사는 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회사이었다. 판사는 공인회사가 회
사의 재정 상태를 검토하게 한 후 회사의 재정 상황이 최근 4년간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회사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로 감가상각이 되어
33,000파운드에 달했다. 회계사는 회사가 온건한 벌금만을 감당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사는 앞서 언급한 양형지침에 따라 벌금액수를 산정하였다. 판사가 보기에
심각한 부상의 위험은 명백하고, 회사의 대처는 요청되는 기준에 훨씬 미달했
22) [2013] NICC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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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건강과 안전규정의 위반으로서는 첫 번째였다. 그리고 회사의 위반은 회
사 경영진의 최상층 차원까지 귀속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판사는 양형가중요
소는 없고, 즉각적인 책임의 인정, 1967년 이후 산업안전 기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유죄 인정을 한 점을 감형요소로 보았다.
다음으로 판사는 회사가 그렇게 번창하고 있지 않으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
에서 농촌에서 상당한 고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을 희
망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양형지침은 회사에 영향
을 가질 정도로 징벌적이고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런 모든
사정들을 감안해 판사는 100,000파운드(1억 6,787만 원) 벌금을 5년에 걸쳐 납
부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소송비용 10,450파운드(1,787만 원)를
회사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5. R. v. Princes Sporting Club Limited23)
가. 사건 개요
한 스포츠클럽 회사가 운영하는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11살 소녀가 호수로
떨어져 보트에 치어 사망하였다. 이 보트의 운전기사는 뉴질랜드 출신으로서
5년여의 수상스키용 보트 운전사로서 경험이 있었지만 영국이 인정하는 어떠
한 자격도 없었다. 재판에서 산업안전에 대해 느슨한 태도가 있었다고 직원들
은 증언했다. 전직 직원과 고객들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운전기사에게 주
의를 줄 ‘안전지킴이(spotter)’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보트는 불필요하게 급격히
회전을 했으며, 아동이 입고 있던 안전장비의 색깔이 물에 빠졌을 경우 인식하
기 쉽지 않았다. 소녀가 빠졌을 때 아동들 몇몇의 부모가 이를 보고 운전기사에
게 알리려고 했으나 운전기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회사는 법인과실치사
죄를 범했다는 것을 부정했으나 나중에 유죄 인정으로 그 태도를 바꾸었다. 검
찰은 회사의 이사에 대해 산안법상 양벌규정(제37조의 ‘과실’)으로 기소했으나

23) Daily Mail News 2013년 11월 22일(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511939/Sports-clubgirl-11-died-hit-speed-boat-admits-corporate-manslaughter-fined-135-000.html. 2015년 1
월 28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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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소를 포기했다.

나. 판결 내용
이 사건 판사는 135,579.69파운드(2억 2,7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액수는 회사의 자산총액이었다. 이 사건 판사는 “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
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나는 그 자산총액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회사가 지불능력이 있다면 파산으로 이르도록 더 큰 금액을 부
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사는 유죄 판결의 상세사항을 공표하도록 하
는 공표명령(publicity order)도 함께 내렸다. 이미 회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
았지만 다른 수상스포츠 운영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공개명령을 내리는 이유
라고 판사는 밝혔다.

6. R. v. Mobile Sweepers (Reading) Limited24)
가. 사건 개요
사고당한 근로자는 청소회사인 Moblie Sweepers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이 근로자는 거리용 청소차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작업
도중에 올려진 호퍼가 근로자 위로 떨어져 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호퍼의 무게를 감내하도록 설계된 버팀목은 호퍼가 위로 들어올려졌을 때 사용
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정비가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나. 판결 내용
판사는 회사의 잘못이 법원이 겪을 수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라
고 보았다. 이 회사는 회사 재산으로 12,000파운드(2,017만 원)밖에 남아 있지
24) 법무상담회사 Osborne Clark의 2014년 3월 4일자 사건살명자료(http://www.osborneclarke.com/
connected-insights/blog/court-looks-beyond-limited-company-assets-6th-corporate-mansla
ughter-case-and-punishes-company-director/.2015년 1월 28일 방문), BBC News 2014년
2월 26일(http://www.bbc.com/news/uk-england-hampshire-26359482. 2015년 1월 28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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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에서 법원은 법인과실치사죄 위반으로 6,000파운드(1,008만 원)의 벌
금과 4,000파운드(684만 원)의 소송비용을 선고했다. 그리고 법원은 2개의 지
방신문에 유죄판결을 상세하게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동시에 법원은 회
사의 유일한 이사에 대해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83,000파운드(3억
1,302만 원)의 벌금과 소송비용 8,000파운드(1,368만 원)를 부과했고, 5년간 회
사 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이 회사는
사고 이후 사업을 중단했고, 회사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검찰은 혐의
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의해 개인을 함께 기
소했다.

7. 총 괄
우선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회사들은 Lion Steel
Equipment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영세 규모이다. Lion Steel Equipment 회사조
차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중 혹은 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가 보여
주는 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6개 회사 중 3개 회사가 사고 이후 벌금액에 의해
파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양형지침에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벌금액
수는 피했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덧붙여 악성사건의 경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액수가 수용가능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세 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악성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유죄판결이 있었던 회사 중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를 제
외하고는 모두 회사가 유죄인정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 유죄인정은 자발적이라
고 보다는 회사와 검찰의 협상의 결과이었다. 즉 회사와 검찰은 이사 등의 개인
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기소를 철회하는 대신에 회사가 법인과실치사죄에 대해
유죄인정을 하도록 합의를 본 것이었다.
앞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의 문제점으로 ‘고위경영진에 의해 법인의 활동
이 관리되고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해석 문제를 들었다. 이 해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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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된 사건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들에서 문제되는 회사
들은 모두 소규모이어서 관련 이사들이 직접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점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재판에서 앞의 해석 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
중에는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들 대부분이 기존의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
를 적용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Almond & Arthur,
2013 : 54∼55). 그리고 Lion Steel Equipment는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지만,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유죄인정을 하여 이러
한 해석상의 문제가 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표 1> 유죄판결 회사의 벌금액 등
회사명

회사 규모 등

벌금액수

비고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 근로자 수 8명
- 연 매출액 154,000파운드
(2억 5,862만 원)

385,000파운드
(6억 4,630만 원)
연 매출액 250%

- 항소 신청
기각 후 파산

JMW Farm
Limited

- 당기순이익 1,379,737파운드
(23억 1869만 원)
- 근로자 수 60명

187,500파운드
(3억 1,510만 원)

Lion Steel
Equipment

- 근로자 수 142명
- 연 매출액 1천만 파운드
(168억 원)

480,000파운드
(8억 5,778만 원)

- 근로자 수 16명
Murray and Sons - 회사 자산 33,000파운드
(5,546만 원)

100,000파운드
(1억 6,787만 원)

- 2011년 파산

Princess Sporting - 자산 총액 135,580파운드
(2억 2,760만 원)
Club Limited

135,580파운드
(2억 2,760만 원)
(공표명령 포함)

- 파산

Mobile Sweepers
- 자산 총액 12,000파운드
(Reading)
(2,017만 원)
Limited

6,000파운드
(1,008만 원)
(공표명령 포함)

- 사업 중단 및
파산
- 산안법 위반에
대해 이사 개
인에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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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법제정의 평가와 시사점

1. 법제정의 목적 : 중대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올바른 명명(命名)
영국에서는 이미 사용자가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이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존재하였다. 그리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
에 대하여 벌금도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2000년 기차탈선
으로 4명이 숨진 Hatfield 사고에서 해당 회사들은 판례법상 법인과실치사죄로
서는 유죄가 안 되었지만, 관련된 두 회사 Balfour Beatty와 Network Rail은 산
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750만 파운드(127억 4,002만 원), 350만 파운드
(59억 4,53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처벌의 면에서는 오히려 1974
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더 용이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법인과실치사
법은 요건으로 중과실을 요구하는 반면에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렇게 높
은 정도의 사용자 과실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법인과실치사법 제정의 요구가 공
중의 여론으로 형성되었고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그 이유는 우선 산업안전보
건법 위반은 ‘진정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산업안전보
건관련법의 위반은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조항이 있으나 이것은 형사
상의 범죄라기보다는 규제적 국가가 과잉으로 설정한 보호규정의 기술적인 위
반으로 간주된다. 규제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이 부과되어 기업들이 산업안전을 더 중시해야
하는 압력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법개정이 있기 전까지 중요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없었던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현재는 최고 징역 2년까지 가능).
이와 같은 법제도적 그리고 법문화적 배경에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사
업장 안전사고의 책임을 법인과실치사죄로 물음으로써 진정한 범죄로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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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사업장에서의 사망을 야기하는 것은 ‘규제적 위반
(regulatory offence)’이 아니라 ‘진정한(real)’ 범죄라고 하는 것이다.
진정한 범죄로 인식된 결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첫째
로 법인과실치사죄는 언론과 공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쉽게 인식한다. 둘째로 논리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좁게는 희
생자, 넓게는 공중에게 정서적 혜택과 지원을 제공한다(Griffin, 2007 : 164〜
167). 셋째로 법인과실치사법상의 유죄인정은 막대한 벌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법인과실치사법에 의한 유죄인정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순히 규제적 입법으로 여겨지는 1974년 산업안전보
건법에서의 유죄인정보다 더 큰 낙인을 회사에 줄 것이라는 점이다(Barrett,
2007 : 117).
의회의원이자 법안 입안부서 책임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사업장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정한 범죄화, 즉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규제적 입법으
로 여겨지는 법의 위반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형법의 위반으로 규율하려는 법제
정의 목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법안이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안전과 보건책임 준수의 비참한 실패로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에게는
이 법안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책임이 따르는 행위가 특히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적절하게 명명되는(labelled) 것은 중요하다.”25)

그런데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에 의해 진정한 범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중
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중대한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체계에 의해 처벌하는 것보다 일반형법 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이 해당 범죄에 대한 올바른 명명이라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그
것이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켰는지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
는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하
지 않았어도 처벌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
대재해를 일으킨 자체를 범죄로 하는 것은 아니다.

25) 당시 법안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차관인 Gerry Sutcliffe의 발언. 출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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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의 의미는 단체(주로는 법인) 자체를 처벌한다는 점이다. 중대한 사업
장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처벌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수대림산업 공장 가스폭발사고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사고가 사업장의 안전문화 등에서 기인하고, 단체(주로는 법인)가
총체적으로 자신의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것이면 단체(주로는
법인)의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은 특히 개인의 의무위반 행위가 조직방침이나 조직문화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기인한 것일 때, 이러한 조직방침이나 조직문화를 범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법인을 주된 처벌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처벌의 방
식을 벌금 이외에 시정명령이나 공표명령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결국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이러한 이중의 의미에서 중대한 사업장 안전
사고에 대한 올바른 명명의 필요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국
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맥락에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을 볼 때, 가장
크게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중대한 사업장 안전사고에 법인 자체를 일반형벌의
주된 대상으로 보는 방식일 것이다. 영국에서 의무위반에 대해 기업에 무제한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처벌에 기업의
처벌이 종속되는 한국의 양벌규정과 달리 바로 기업 자체를 의무이행의 주체
혹은 형벌의 주된 대상으로 보는 것의 결과로서 가능한 것이다.

2. 한국과의 비교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영국의 규율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의 사업장
안전사고 규율체계를 살펴보자. 우선 양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양벌규정
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조직이 처벌의 주된 대상
이 되고, 2차적으로 ‘개인의 동의나 묵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개인에 대해
추가로 형벌을 부과한다. 한국에서는 법문상으로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의무의
주체이나 제71조 양벌규정을 통해서 행위자인 개인이 주된 처벌의 대상이 되
고,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여 2차
적으로 형벌(벌금형)을 부과한다(제71조). 그리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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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주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6조의2). 이 조항은 사업주를 대
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양벌규정을 통해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
가 사업주에 대해 이 조항의 벌칙규정의 주요 대상이 되고 주로 법인인 사업주
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도
1251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에서도 법인 등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
진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법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국과 다른 점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는 조직이 처벌의 주된 대상이 되고, 2차적으로 ‘개인의 동의나 방조, 개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개인에 대해 추가로 형벌을 부과한다. 그래서 영국은 개
인과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한국과는 정반대되는 형벌구조를 갖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형법상의 규율체계를 비교해 보자. 앞서 본바와 같이, 영국은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법인을 포함한 조직만을 그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개
인은 여전히 판례법상의 과실치사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
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26) 적용이 가능하나, 법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개
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양벌규정)
를 적용한다. 법인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법인은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주체로 보지 않는 형법의 일반 원리로 해서 해석상 법
인사업주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형배, 2012:
22).
서두에서 대림산업 여수공장폭발 사건의 예를 들어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
에 대해 기업의 처벌이 미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벌금은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 최고 수십, 수백억 원까지 부과하는 영
국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이 문제는 법

26)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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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처벌의 주된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국의 사업장 안전규율체계에서 발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처벌의 대상에서 법인
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에 의해 주된 행위
자에 대한 처벌에 부수적으로 처벌될 뿐이다. 이와 같이 법인 자체가 양벌규정
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는, 한국의 사업장 안전사고 규율체계에서는 벌금액
수가 아주 낮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규정의 벌금형은
주된 행위자로 상정된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액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
나,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최고 벌금액인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66조의2). 7년 이하의 징역은 개인인 실제 행위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높은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인의 부담능력을 감안
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최고 벌금액수인 1억 원을 한도로 하여도 문제
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현행 양벌규정에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벌금액수를 높여 법인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다.27) 양벌규정의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양벌규정에 영국과 같이 위반사실 공표나 구제명령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벌금형의 상한을 일부 높일 수 있을지라
도 양벌규정이 법인을 주된 처벌 대상자로 보지 않는 것을 전제하는 이상 영국
에서와 같이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줄 만큼 징벌적이고 충분하지는 못할 것으
로 예상된다.
서두에서 한국의 사업장 안전사고 규율체계에서 처벌의 또 하나의 문제는 위
반죄와 책임의 불일치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영국의 경우 2007년 법인과실치사
법이 제정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인 사용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망안전사고에 대한 법인책임에 대한 올바른 부과의 차원에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회사의
27) 산업안전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을 규정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을 펴
는 견해는 최근 형법학계에서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박미숙(2009); 이
주희(2012); 김재봉(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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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조직문화가 사업장 안전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
고, 안전사고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에서와 같은 ‘명명’의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망사고가 있을 경우 제66조의2
를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통해서 적용할 때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액을 획기
적으로 높이면 이 글에서 지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론으로 제
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론의 내용은 양벌규정에 의해 개인의 행위가
관련 조항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에만, 부수적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영
국에서 폐지된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의 확인원리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양벌규정에 의하면, 만약 개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사업
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특정의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사고가 조직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개인의 처벌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으
로서의 사업주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벌규정상
법인인 사업주의 책임은 특정의 개인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이기 때
문에 중대안전사고를 유발한 조직문화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대한
사업장 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진정한 명명’은 아니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
는다.

Ⅵ. 맺음말

이 글은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진정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법문화’적 고려에서
탄생하였다고 본다. 진정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
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사실상 이 죄의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판례법인 일반형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폐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여 성문법인 제정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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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사례를 보면 이 법이 법인 자체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적용된 사례가 대부분 소
기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기업이나 대기업이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하여 이 법의 문제점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법제정의 과정, 이 법의 관련 규율체계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이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
아 근로자들이나 일반 공중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진정한 범죄’로 만들
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법
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해 주된 행위자로서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법인의 책임 내용도 안전사고를
야기한 조직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
임일 뿐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한국에서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실제로 비난받아야 할 내용과 위반범죄가 일치하
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법인에게 직접적
으로 중대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한국의 산안법과 관련 형법
규정이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후의 연구가 필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2007년 법
인과실치사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규율은 직접고용 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
자 그리고 일반 공중 모두를 통합하여 형사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이다. 2007
년 법인과실치사법은 물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장의 안전사고로 희
생될 수 있는 직접고용 근로자, 사내하청 근로자, 고객 그리고 일반 공중까지
모두 포괄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직접고용
근로자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 그리고 일반 공중이 동일한 안전사고에 대
하여 적용법률과 적용조항이 달라지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로 안
전사고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때 일관성이 없고, 그 결과로 형벌의 수준에서
형평성이 없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 언급한 여수대림산업 가스폭발사고에서
사망한 근로자들이 속한 하청업체(2013년 매출액 1,413억 원)는 추가로 산업안
전보건법 제66조의2가 적용되어 총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총 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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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3,500만 원인 원청업체와 500만 원의 차이밖에 없었다. 또한 사업장 안전
사고로 근로자만 사망한 경우와 일반 공중만 사망한 경우 전자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66조의2와 형법의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나 후자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죄만
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업장 안전사고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에
서는 동일함에도 한국의 사업장 안전사고 규율체계에서는 처벌의 의미와 처벌
의 정도가 각기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는 이 글이 다루는 법인 책임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이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별도로 연구가 필요한 지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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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ulating Serious Accidents at Work : the Case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Homicide Act 2007
Shim Jaejin
This study asks how serious accidents at work should be regulated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taking place. This study explores the case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CMCHA) 2007 of the UK in an
effort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The CMCHA 2007 punishes
organisations, including corporations, for their failure to discharge their duty
of care for their employees, other persons working for them and persons
affected by their activities. The Act is different from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HSWA) 1974 in that it directly punishes organisations for their
organisational failures which give rise to dealths. It is also different from
corporate manslaughter of the common law, which was abolished by the
CMCHA 2007 in that it enables corporations punished without identifying,
eg, a culpable director who is to be punished for manslaughter for the same
deaths. It is concluded that The CMCHA 2007 was enacted to name their
culpability for the deaths properly.
In contrast to the two Acts of the UK, the Korean HSWA or the Criminal
Act do not directly punish organisations for such organisational failures. As
a result, punishment of organisations for serious accidents at work is not
properly named, showing their organisational failures and accordingly very
weak. very weak.
Key words :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identification principle, serious accidents at work. corporate
mansl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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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조건의 국제비교와 시
사점(유길상)
▪ 안전분위기 구성요소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문기섭․장영철)
▪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
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
제를 중심으로(장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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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와 근로시간 관행(노용진)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 정액제에
서 정률제 급여제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윤자영․홍민기)
▪근로자참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주형․이영면․
이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