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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강 승 복**

이 연구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물가(생산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은 먼저 최저임금의 인상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
하고, 이에 따라 변화된 전체 임금이 다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물가에 영향
을 미치는 2단계의 경로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전체 임금은 약 1% 정도 상승하며, 이에 따라 물가는 약 0.2~0.4%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당
기에 모두 발생하며 고용조정이나 이윤조정 없이 물가 인상으로 완전히 전가
되는 상황하의 효과, 즉 최저임금의 물가 효과에 대한 일종의 최대치로 이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용어 : 최저임금, 물가, 산업연관분석, I-O 분석, 투입산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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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경제학자뿐 아니라 정책입안
자에게도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저임금근
로자의 생활수준 보장이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의 감소 또는 물가의 인
상을 가져온다면 최저임금제도는 오히려 저임금근로자에 해(害)가 되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장기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지출의 확대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
고 있던 기업에게 생산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은 이러한 생
산비용의 증가에 대해 고용의 축소, 이윤의 축소, 생산물가격 인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실물경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반응 양상은 기업의 선호 또는 국가의 법․제도 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날 것이며, 이들의 관계는 서로 상충(trade off)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한국과 외국에서 모
두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 이유로
는 전통적인 미시경제학에서 완전경쟁시장하의 기업은 생산물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비용 상승요인이 발
생하면 기업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고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 이와 같은 가정은 완화되며, 최저임금 인상과 같
이 경제 전반에 걸친 동일한 비용 충격이 발생하면 기업은 생산품 가격에 이를
전가(pass)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법적으로 고용의 유연성이 매우
작은 상황이라면 기업주는 고용 축소보다는 생산물가격 인상을 통해 비용 상승
부담을 해소하려 할 것이다. 반면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면 기업
이 비용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기 어렵게 되며, 이 경우에는 가격인상보
다는 고용 축소로 대응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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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생산비용 증가를 생산물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조건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생산물시장의 경쟁 정도가 낮아 가격 수용자(price taker)가 아
닌 가격 책정자(price setter)의 지위를 가질 경우, 둘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 능
력이 낮을 경우, 셋째, 자국의 최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입품 등 생
산물시장에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넷째, 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
이 낮을 경우 기업은 비용 상승을 생산물가격 상승으로 전가시키려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고용영향과 더불어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생산물가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
석(input-outpu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의 기존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과 물가와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
을 분석방법별로 요약하였으며, 제Ⅲ장의 분석방법에서는 산업연관모형(I-O 모
형)을 이용한 최저임금의 물가효과 분석방법과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등을 소
개한다. 제Ⅳ장의 분석결과에서는 산업연관모형(I-O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최
저임금 인상과 생산자물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수록하였으며, 마지막 제Ⅴ장
맺음말에서는 본문에서 도출된 결과의 요약과 분석의 한계 등을 서술한다.

Ⅱ. 기존의 연구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국의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연구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그 수도 약 30여 편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렇듯 최저임금
과 물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이유로는 Lemos(2008)가 밝혔듯이 완전경
쟁시장에서 가격은 이미 시장에서 주어진 것으로 가정되므로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가격을 변화시키는 대신 고용량을 조정할 것이라는 일종의
이론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물가에 대한 연구
는 1980년대에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이론이나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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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연구들이 일부 있었으나 본격적으로는 Card and Krueger(1995) 이후
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Card and Krueger의 연구 이후 최저임금과 물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
저임금이 물가를 인상시킨다는 연구들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이 논쟁을 지속
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이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연구로는 Aaronson(2001),
Wadsworth(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최저임금과 물가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한
Lemos(2008)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
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매우 작은 수준, 즉 최저임금
10% 인상에 대한 식품가격 상승은 4%, 전체 가격 상승은 0.4%를 넘지 않는다
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이 물가와 관계없다는 연구로는 Card and Krueger
1994, 1995), Draca, Machin and Van Reenen(2005) 등이 있다. Card and
Krueger(1994, 1995)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던 뉴저지 주와 인상이 없
었던 펜실베니아 주의 패스트푸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하였다. Draca, Machin and Van Reenen
(2005)도 영국의 저임금 산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의 도입과 해당
산업의 가격변화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크지 않다고 하였다.
한편, Lemos(2004)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물가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추정방법에 따라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
모형, 투입산출(input-output) 모형,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모형, 회
귀(regression) 모형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대표적인 연구들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균형 모형은 최저임금과 물가에 대한 초창기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방
법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경제 내 수많은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들은 모형 내
에서 직접 추정된다.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Shellekaerts
1981), Cox and Oaxaca(1981), Wilson(1998) 등이 있다. Shellekaerts(1981)는
최저임금 10%의 인상은 물가를 0.2% 상승시킨다고 하였고, Wilson(1998)은 최
저임금 19.4%의 인상이 물가를 0.2% 상승시킨다고 하였다.
필립스곡선 모형은 많은 경우 일반균형 모형의 하부 모형(sub model)으로 사
용되지만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과 물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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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Gramlich(1976), Falconer(1978), Gordon
(1980), Frye and Gordon(1981) 등이 있다. Gramlich(1976), Falconer(1978) 등
은 최저임금의 10% 인상이 물가를 0.2～0.37% 상승시키며, Gordon(1980), Frye
and Gordon(1981) 등은 최저임금의 10%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0.02%포인트 높
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투입산출(input-output) 모형을 사용한 연구로는 Wolf and Nadiri(1981),
MaCurdy and O’Brien-Strain(1997), O’Brien-Strain(1999), Lee and O’Roark
(1999), O’Brien-Strain and MaCurdy(2000) 등이 있다. Wolf and Nadiri(1981)
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고용, 생산,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1
0～25%의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0.3～0.4% 상승시킨다고 하였다. Lee and
O’Roark(1999)은 최저임금의 10% 인상이 음료산업과 같이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산업의 생산물가격을 0.74% 상승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MaCurdy and
O’Brien-Strain(1997), O’Brien-Strain(1999) 등은 캘리포니아의 가구들을 분석
한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로 인한 편익(benefit)보다
구입 비용(cost)이 더 크다고 하였다. 투입산출(I-O)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
구들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Lemos(2004)가 지적한 바와 같이
I-O 모형은 최저임금 변동에 대한 효과 중 가장 최대치의 효과를 산출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I-O 모형을 이용한 최저임금 효과 연구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충격이 고용이나 이윤의 변화 없이 생산물가격으로 완전전가(full pass-through)
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Wessels
(1980), Katz and Krueger(1992), Card and Krueger(1995) 등이 있다. Wessels
(1980)는 최저임금의 10% 인상이 서비스부문의 물가를 2.71% 상승시킨다고
하였으며, Katz and Krueger(1992)와 Card and Krueger(1995)는 최저임금이 인
상된 뉴저지 주(州)와 그렇지 않은 펜실베니아 주의 물가를 비교함으로써 최저
임금의 물가 효과에 대해 양(+)의 관계가 발견되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모형을 이용한 연구로는 Aaronson(2001), MacDonald and
Aaronson(2002), Aaronson et al.(2003) 등이 있다. 이 중 MacDonald and Aaro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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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은 식료품 물가와 CPS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최저임금의 10% 인상
이 물가를 0.72～0.74% 상승시킨다고 하였다.

Ⅲ. 분석방법

1.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은 한 나라에서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
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가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산업연관
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 부분, 각 산업부문에
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 부분,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에게로의 판매 부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된다.
한편, 산업연관표의 구성 항목 중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 부분, 즉 부가가치
항목은 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생산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최저임금이란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변화가 물
가 등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표 내에서 직접 분석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최저임금의 인상이 전체 임금
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표 외부에서 추정한 후, 여기서 얻어진 전체 임금의
변화가 다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하는 2단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I-O 분석은 기본적으로 당기(當期)의 비용 혹은 수요의 충격이 당기에 모두
반영되어 해소되는 구조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최저임금이 물가
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모두 발생하여 해소되는 상황을 전제하였음을 유의하
기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강승복) 

7

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인 A기간의 최저임금 수급 근로자 비중1)을  , 전
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라 하고, 최저임금이 인상
된 B기간의 최저임금 수급 근로자 비중을  라 하자. 여기서 A기간과 B기간
의 전체 임금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수급 근로자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즉,
 )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인상률
 =  라 하면 최저임금 인상률( 
 )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즉,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최저임금 수급 근로자
비중과 전체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곱해 구할 수 있다.2)
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직전 기간의 최저임금 수급 근로자의 임금수준
에만 영향을 미치고 최저임금 초과 근로자의 임금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 즉 최저임금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였
다. 이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다소 강한 가정이므로 이 연구는 최저임금의 파급
효과를 다음과 같이 감안한다. 먼저 최저임금의 파급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보면, Card and Krueger(1995)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득계층의 P25까지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Manning(2003)은 최저임금의 파급효과가 최저임금 근
처에서 약 11%로 가장 높고 소득계층 P25에서는 약 3%로 낮아진다고 하였다.
Lemos(2004)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소득계층 P25에서 3.3%, P50에서
1.0%의 임금이 상승한다고 하였으며, Lee et al.(2000)은 최저임금 이후 임금구

1) 이론적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 이론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임금분포가 최저임금액의 좌측으로 단절되며, 최저임금액 지점에
서 높은 돌출효과(spike effect)가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미준수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전체 임금 인상효과를 계산할 때 이들의 실제 지급임금(paid wage)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임금의 차이를 법규
준수 및 행정지도를 통해 소멸되어야 하는 일종의 체불임금으로 바라보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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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50센트 단위로 나눈 후, 최저임금 12% 인상에 대한 최저임금 수급 상위
구간과 차상위 구간의 파급효과를 각각 3%와 1%로 추정하였다. 한국의 자료
를 이용한 정진호(2011)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파급효과가 임금분포의 중
위수(P50)까지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최
저임금 10%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초과~P25 근로자는 3%, P25~P50 근로자는
1%의 파급효과를 가정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체 근로
자 평균임금 인상효과는 다음과 같이 변화된다.
     

  

        
    
 

  

여기서 group 1은 최저임금 수급자 그룹, group 2는 최저임금 초과～P25 그
룹, group 3은 P25 초과～P50 그룹을 뜻하며  는 각 그룹의 평균임금 대비
전체 평균임금을 말한다.

나. 임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3)
임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세로 방향(열)은 각 산업부문의 비용 구성, 즉 투입구
조를 나타내며, 가로 방향(행)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 판매, 즉 배분구조를 나
타낸다. 즉 산업연관표를 열로 보면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대한 비용구조
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가격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생산물의 단위가격은 생산물 한 단위당 비용과 이윤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산업연관표에서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중간재 투입과 부가가치로 표현
된다. 즉 생산물 한 단위의 가격은 생산물 단위당 중간재 투입액에 생산물 단위
당 부가가치액을 더한 것과 같다. 생산물 단위당 중간생산물 투입액은 그 산업
부문의 물량적 투입계수에 투입되는 상품의 가격을 곱하여 표시하고, 부가가치
액은 부가가치계수에 부가가치의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물이 세 가지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격에 관한 균형방정식을 세울 수
3) ‘임금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산업연관분석해설」(2007)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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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 식을 다시 행렬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여기서  ′ 는 물량투입계수행렬의 전치행렬,  는 생산물가격 벡터, 
 는부

가가치계수(율)의 대각행렬,   는 부가가치의 단위가격 벡터를 각각 표시한다.
이 가격균형식을  에 대하여 풀면 임금 등 부가가치 항목의 단위가격 변화가
산업부문별 생산물가격에 파급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가격모형이 된다.


 ′  
  


 
   ′  

   ′   
 


     ′  
 

이제  는 국산품투입계수,  는 국산품가격,  은 수입품투입계수,  은
수입품가격이라 하면, 국산품가격 변동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여기서 수입품가격에는 변동이 없다고(  =0) 가정하면 임금 등 생산요소의
가격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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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고정자본 소모(  ), 생산
세(  )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만 변동이 있고 다른 부가가치
항목은 변하지 않았다면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용자보수(임금)의 변화(  )가 부문 및 전체 생산물가격에 미치는 효과(   )
를 산출할 수 있다.
     ′  
 



여기서    ′  은 가격파급계수표, 
 는 피용자보수 계수표라 명칭한다.

2. 데이터 소개
이 연구는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등
의 연간(annual)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먼저, 주요 분석틀로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1960년 이후 매년 작성하는 자료로서
2005년 이전에는 실측표의 경우 5년 주기로 0, 5로 끝나는 해, 연장표의 경우
3, 8로 끝나는 해에 작성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는 연장표를 매년 작성하고 있
다. 2014년 8월 현재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0년 실측표 기준으로는 2012년
연장표, 그리고 2005년 실측표 기준으로는 2011년 연장표이다. 이 중 2010년
실측표 기준의「산업연관표」는 2010～2012년의 3개년 자료만 작성되어 있는
반면, 2005년 기준의「산업연관표」는 2005～2011년의 7개년 자료가 작성되어
이 연구에서는 자료가 보다 풍부한 후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산업연관표」
의 구성은 거래표로 구매자가격평가표, 생산자가격평가표, 기초
가격평가표가 작성되며, 부속표로 고용표, 접속불변산업연관표, 고정자본형성
표가 작성된다. 그리고 분석계수표로 생산자, 국산 및 수입투입계수표, 생산 및
수입유발계수표,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계수표 등이 작성된다. 산업분류는 2010
년 실측표 기준으로 소분류 168부문, 중분류 77부문, 대분류 28부문으로 작성
되며, 작성방법은 실측표의 경우 면접조사, 우편조사, 전자조사시스템 등을 이
용하는 반면, 연장표는 각종 통계 및 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 추계하고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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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추계한다. 가격 기준은 실측표
에서는 생산자가격 기준과 구매자가격 기준이 모두 발표되지만 연장표는 생산
자가격 기준만 발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가격 기준의 대분류(28개
부분) 산업연관표를 분석에 사용하며, 분석에 필요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가격파급계수표(    ′  ), 피용자보수계수표(
 ) 등은 투
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하였다.
한편,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급
자 그룹 및 인접 그룹의 고용 비중과 임금 비중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8월 기준「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기간은 8월 기준「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이용 가능한
2001년 이후의 기간 중 2005년 기준「산업연관표」의 실측표 및 연장표가 작성
되지 않았던 연도들과「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산업분류가 대분류만 제공
되어「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와 연계가 불가능한 연도들을 제외하고 2006～
2011년의 6년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 인
상이 전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이에 대한
추정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이 전체
위 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기와 B기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
 )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수급자 그룹(group 1),
근로자 평균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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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P25 임금 수급자 그룹(group 2), P25 임금 초과～P50 임금 수급자
 ,
 ), 근로자 비중(  ), 그룹별 평균
그룹(group 3)들의 평균임금 인상률( 


임금 대비 전체 평균 임금 비중(  ,  ) 등을 통해 계산될 수 있다. 평
 ,
 )을 제외한 자료들은「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원자료
균임금 인상률( 

를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였다.
위 식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수급자 그룹(group 1), 최저임금~P25 임금 수급
자 그룹(group 2), P25 임금 초과～P50 임금 수급자 그룹(group 3)의 근로자 비
중 및 그룹임금 대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을 계산한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최저임금 수급자 그룹의 근로자 비중은 대체로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상대임금은 최근으로 올수록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P25 임금 수급자 그룹의 근로자 비
중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상대임금은 최근으로 올수록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P25 임금 초과～P50 임금 수급자 그룹의 근로자 비중은 약 25%
이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상대임금은 최근으로 올수록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이유
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의 변화가 다시 산업연
관분석을 통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의 변화
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에 미치
<표 1> 임금수준 그룹별 근로자 비중과 전체 임금 대비 상대임금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최저임금 수급자 그룹
근로자
그룹임금/
전체임금
비중
9.4
35.8
11.9
37.7
10.8
38.1
12.8
39.3
11.5
38.2
10.8
38.0

최저임금∼p25 그룹
근로자
그룹임금/
전체임금
비중
32.0
57.6
26.2
56.1
22.8
53.9
21.3
53.8
18.1
51.8
14.7
50.7

p25∼p50 그룹
근로자
그룹임금/
전체임금
비중
25.5
86.6
24.8
81.9
24.9
77.8
23.8
77.7
23.9
73.0
24.0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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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저임금 10% 인상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전체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 및 복제
석유 및 석탄제품4)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 제조업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기타

2006
1.1
2.8
1.1
1.2
1.5
1.1
1.9
0.0
0.9
1.2
1.1
1.2
1.3
1.2
1.4
0.8
1.3
1.1
1.3
1.3
1.9
1.1
1.3
0.9
1.2
0.7
0.7
1.4
2.2

2007
1.1
3.2
1.0
1.4
1.6
1.2
1.7
0.0
0.8
1.0
1.1
1.3
1.2
1.0
1.0
0.7
1.1
0.7
1.2
1.4
2.4
1.0
1.0
0.8
1.2
0.7
0.6
1.4
2.1

2008
1.0
2.8
0.8
1.3
1.3
1.4
1.3
0.0
0.8
1.0
0.9
1.0
0.8
0.9
0.9
0.7
0.9
0.6
1.1
1.2
2.5
0.8
1.1
0.7
1.0
0.6
0.6
1.2
2.1

2009
1.0
3.9
0.7
1.2
1.6
1.1
0.8
0.0
0.8
1.3
0.9
1.0
0.8
0.8
0.6
0.7
1.2
0.7
1.0
1.3
2.9
0.9
0.7
0.6
1.0
1.0
0.7
1.5
2.7

2010
0.9
3.8
0.8
1.1
1.6
1.0
0.6
0.0
0.6
0.8
0.8
0.9
0.7
0.7
0.9
0.7
1.1
0.5
0.9
1.1
2.4
0.9
0.6
0.6
0.9
0.8
0.7
1.2
2.2

2011
0.8
3.6
0.7
0.9
1.3
0.8
0.6
0.0
0.6
0.7
0.6
0.7
0.6
0.6
0.6
0.6
0.7
0.5
0.7
1.0
2.1
0.8
0.6
0.5
0.8
0.7
0.6
1.0
2.9

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산업분류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의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산
4)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석유 및 석탄제품’은「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사용하는 표준
산업분류의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과 연계시켰지만「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에서 해당 산업의 근로자 수, 임금 등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0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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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관표」의 산업분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이를 먼저 일치시킬 필요가 있
다. 이 연구에서는「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중분류를 이용하여「산업연관
표」의 대분류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내용적으로 일치시켰다. 본 논문에서 사용
한「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중분류와「산업연관표」의 대분류 간의 연계표
는 <부표 1>에 수록하였다.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10% 인상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에 미치
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2006～2011년 기간
에 전 산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은
평균적으로 약 1%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전체 근로
자 평균임금 인상효과는 2008년 이후 소폭이지만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최저임금 10% 인상이 산업별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였으
므로 이제 계산된 산업별 평균임금의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
써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의 10%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임금변화가 물가변화에 미치는 효과 공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  
 


이제 최저임금 10% 인상에 대한 산업별 임금변화율 벡터(  )가 계산되어
있으므로 가격파급계수행렬(    ′   )과 피용자보수계수벡터의 대각행렬
(
 )을 계산하면 물가변화율 행렬(   )을 구할 수 있다. 계산에 사용된「산업


연관표」자료는 한국은행의 2005년 실측표 기준 연장표들을 사용하였으며 모
두 생산자가격 기준이다.
이와 같은 산식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10%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
산한 결과가 다음의 <표 3>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전체 물가5)를 연도별로 약 0.2～0.4%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
국의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수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5) 전체 물가상승률은 산업별 물가상승률들을 산업별 총산출액의 가중치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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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저임금 10%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대분류별)
(단위 : %)

전체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 및 복제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 제조업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기타

2006
0.36
0.29
0.35
0.28
0.46
0.33
0.62
0.02
0.23
0.35
0.19
0.40
0.43
0.27
0.40
0.31
0.45
0.16
0.53
0.46
0.52
0.34
0.42
0.35
0.39
0.44
0.48
0.54
0.42

2007
0.34
0.32
0.35
0.30
0.47
0.33
0.59
0.02
0.20
0.30
0.19
0.40
0.39
0.23
0.32
0.27
0.40
0.12
0.48
0.48
0.61
0.29
0.37
0.32
0.39
0.44
0.42
0.53
0.47

2008
0.27
0.27
0.28
0.25
0.36
0.31
0.44
0.01
0.16
0.25
0.13
0.26
0.26
0.19
0.27
0.22
0.32
0.10
0.40
0.40
0.60
0.22
0.35
0.27
0.33
0.37
0.40
0.46
0.44

2009
0.30
0.38
0.25
0.28
0.40
0.28
0.29
0.02
0.18
0.28
0.16
0.29
0.28
0.18
0.23
0.22
0.38
0.12
0.39
0.43
0.69
0.27
0.28
0.25
0.34
0.56
0.46
0.54
0.51

2010
0.26
0.36
0.25
0.26
0.36
0.24
0.23
0.02
0.14
0.21
0.13
0.25
0.24
0.15
0.25
0.21
0.34
0.08
0.34
0.35
0.58
0.24
0.23
0.23
0.31
0.44
0.44
0.43
0.42

2011
0.22
0.35
0.22
0.23
0.29
0.20
0.22
0.02
0.12
0.18
0.10
0.20
0.20
0.13
0.19
0.18
0.24
0.07
0.27
0.32
0.50
0.21
0.21
0.19
0.28
0.38
0.38
0.36
0.36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물가의 변화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 및 숙박업,
교육 및 보건서비스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등 주로 서비스업에서 물가상승
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 산업들은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
교적 영세한 사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도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인상되었을 때 최저
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고 영세사업체가 많은 서비스업에서는 이윤 혹은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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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저임금 10%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전체
농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업
서비스업

2006
0.36
0.29
0.28
0.43
0.43

2007
0.34
0.32
0.25
0.39
0.42

2008
0.27
0.27
0.19
0.32
0.37

2009
0.30
0.37
0.21
0.32
0.41

2010
0.26
0.36
0.17
0.27
0.36

2011
0.22
0.34
0.14
0.21
0.31

축소가 여의치 않은 관계로 비용 상승 부담을 가격에 전가시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을 다시 농림광업, 제조업, 전기가스․건설업, 서비스업으
로 단순화한 <표 4>를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보다 뚜렷이 관찰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농림․광업 및 서비스업과 비교해 제조업과 전기가스․건설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물가 전가(price pass-through) 정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눈에 띄게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저임
금 근로자들이 주로 새로 만들어지는 서비스업에 밀집되고 있는 반면, 전통적
인 제조업 등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작아지는 일종의 ‘저임금근로의 산
업별 양극화’ 현상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전체 근
로자 평균임금의 변화, 그리고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변화가 다시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의 경로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은 전 산업
기준으로 약 1%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10% 인상
으로 인해 변화된 각 산업별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
금 10% 인상은 전체 물가를 약 0.2～0.4%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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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 저임금근로자의 밀집도가 높
은 산업의 물가상승 정도가 제조업 등의 다른 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10% 인상으로 인해 예측되는 물가상승률 추정치인 0.2～0.4%
는 2006～2011년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3.5%인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작
은 수치로 볼 수 없을 것이다.
I-O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해당 산업의 충격에 대해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의 직․간접적 효과를 모두 측정할 수 있어 경제 전체의
거시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그럼에도 I-O 모
형을 이용한 분석은 다음의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분석 결
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I-O 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I-O 모형을 통한 최저임금의
물가효과 분석은 사후(post-event)적 분석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충
격이 각 산업 간의 연관관계 속에서 물가에 미치는 변화를 예측하는 일종의 사
전(pre-event)적 분석이다. 따라서 다른 사전적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I-O 분석
도 몇 가지 강한 가정들을 전제하고 있다. 먼저 I-O 분석은 기본적으로 당기(當
期)의 비용 혹은 수요의 충격이 당기에 모두 반영되어 해소되는 구조를 가정하
고 있다. 따라서 충격에 대한 반응이 당기가 아닌 다음 기, 혹은 여러 기에 걸쳐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건들은 통상적인 I-O 분석에서 처리할 수 없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I-O 모형을 이용한 최저임금의 물가효과
분석은 최저임금 충격이 고용이나 이윤의 변화 없이 생산물가격으로 완전 전가
(full pass-through)된다고 가정한 분석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고용 혹은 이윤의 조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물가효과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최저임
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당기에 모두 발생하며 고용조정이나 이윤조정 없이
물가인상으로 완전 전가되는 상황하의 효과, 즉 최저임금의 물가효과에 대한
일종의 최대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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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산업연관표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산업분류 연계표

0001

산업연관표
농림수산품

0002

광산품

0003

음식료품

0004

섬유 및 가죽
제품

0005

목재 및 종이
제품

0006
0007

0008

0009
0010
0011
0012

0013
0014
0015
0016
0017
0018

인쇄 및 복제
석유 및 석탄
제품
화학제품

제8 차 표준산업분류
농업, 임업, 어업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금
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
용 제외

제9 차 표준산업분류
농업, 임업, 어업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금
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제조업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및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
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
제조업
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 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품
제1 차 금속제
1 차 금속 제조업
제1 차 금속산업
품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
금속제품
가구 제외
구 제외
일반기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
전기 및 전자
치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기기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정밀기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
수송장비
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재생용
제품
가공원료 생산업
전력, 가스 및 전기․가스 및 증기업, 수도사
수도
업
건설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건설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
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
급업, 수도사업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22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2호

<부표>의 계속

산업연관표

0019 도소매

제8 차 표준산업분류

0020 음식점 및 숙박 숙박 및 음식점업
0021 운수 및 보관
0022 통신 및 방송
0023 금융 및 보험

제9 차 표준산업분류

자동차 판매 차량연료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철도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송관련 서비스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방송업, 통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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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Price : Using I-O
Analysis
Seung Bok Kang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price using I-O
model.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price is measured
in two steps. First, the effect of minimum wage on total wage and second,
the effect of total wage on price. This study found that a 10% increase of
the minimum wage in Korea raises total wage by 1% and price by 0.2～0.4%.
Keywords : minimum wage, price, interindustry analysis, I-O analysis, input-outpu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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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4년에
는 약 24만 명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다(행정자치부, 2014). 그리
고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다문화 가정의 월평균 가
구소득을 보면, 300만 원 이하가 약 70%,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임금이 200만
원 이하가 약 60%로(전기택 외, 2013), 2013년 우리나라 전 가구의 월평균 소
득인 416만 원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4).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경우, 그들이 나이 차이가 평균
12.1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통계청, 2010), 상기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향이 크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이 먼저 정년을 맞이
한 후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
황에 맞닥뜨릴 수 있으며, 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은퇴
한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빈곤층이 많아지면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증가를 가져와 재정적인 압박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배우자가 은퇴하는 시점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노동에 종사하
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인적자본을 축적
하여 나가는 것이 배우자 은퇴 이후의 생계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으로 생각되며,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이 고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와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재 고용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고용에 인적자본 이외에 어떠한 요인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대부분 중국 및 아시아 여성들이기는 하
지만, 아시아 내에서도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언어 등으로 인해 한국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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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각국 여성들의 위치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그들의 취․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김이선 외, 2008; 장명
선, 2009; 장명선․이옥경, 2008; 장서영 외, 2009; 정기선 외, 2007), 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 강혜정․이규용
(2012), 이규용 외(2014)의 연구가 결혼이민자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하여 분석
하고 있으며, 양인숙․김선혜(2011)의 연구도 그들의 취업 상황 및 취업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강혜정․이규용(2012)의 연구는 그들이 언급한 대로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양인숙․김선혜(2011)
의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지만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 이규용 외(2014)의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성결
혼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 변인의 구성에 있어
서 본 연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변인과 취업의 관계를 국가별로 나누
어 그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표하는「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데이터를 이용하
여 상기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결혼이민자 여성의 고용에 대한 추
정과 더불어 출신국가별 분석을 병행하고 그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Ⅱ. 선행연구

노동시장과 인적자본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잘 알려져 왔고, 최근에는 경
제성장에 있어서도 인적자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GDP
성장을 논함에 있어 물적자본, 노동력, 총요소생산성(Toal Factor Productivity :
TFP)이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수준 및 노동과 관련된 훈
련, 즉 인적자본이라는 요소가 GDP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발전된 국가일수록 그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다(ILO, 2014). 이렇게 경제성장
과 인적자본의 관련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선진 이민국가에서는 이
민자의 인적자본과 취업 및 소득, 즉 노동시장에서의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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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Boyd, 1992; Kanas and van Tubergen, 2009). 일반적
으로 인적자본의 축적은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Becker, 1993), 이민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의 인적자본은 이민국가(destination country) 국민의 인적자본
과는 차이가 있다. 교육 정도, 일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 건강 등과 같은 일반적
인 인적자본(OECD, 2001)을 이민자의 연구에 적용할 때에는 이민국가의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 기회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문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은 국가 간 시스템이 비슷해야
그들이 가진 인적자본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숙련공인
경우에는 국제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출신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되지 않
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ADBI, ILO, and OECD, 2015).
한국에 이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거나,
취업을 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전문가 자격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취업을 할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합당
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여성결혼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용상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우선, 인적자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교육을 보면, 교육은 이민자들의 취
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서미진, 2010; Cohen and Bianchi,
1999), 이민국가로 이주하기 전 자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과 이주 후에 이민국
가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이민국가의 노동시장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각각 나누기도 한다(Behtoui, 2004). 이때, 출신국가(origin country)
에서 취득한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도 한다. 특히 출신국가가 이민국가보다 덜 발전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에서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반면,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
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거나 이민국이 출신국보다 선진국
일 경우는 더욱 이민국에서의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일반적으로 일에 대한 경험은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의 숙련 정도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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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시장의 경험은 취업 및 임금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Mincer, 1958,
1974), 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학력과 마찬가지로 출신국에서의 일한 경험이 제
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Matto et al., 2008). 그리고 Finnie and
Meng(2002)이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민국가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
는 이민국의 언어 능력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자리를 찾을
때부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hiswick and Miller, 2007; Shields and
Wheatley-Price, 2002).1)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인적자본인 건강도 취업과 관련
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이민자보다 건강한 이민자가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Beland et al., 2002), 그리고 정신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 특별한 관
련이 없다는 결과도 있다(Dean and Wilson, 2009). 그리고 국적 취득 여부와
같은 경우는 취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Kahanec and Zaiceva, 2008), 이민국
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언어 능력이나 교육을 받는 기간들이 늘어날 수
있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Read and Cohen, 2007), 거주기간이 길
어진다고 해도 그 영향이 그만큼 커지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Chiswick and
Hurst, 2000).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강혜정․이규용
(2012)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취업 여부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
고 있는 반면, Lee(2013)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이
규용 외(2014)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학력의 영향이 ‘U-자형’ 패턴이라고 보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직 학력의 영향이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기존 연구와 비교하려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감소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김대일, 2008; 양승주, 1995; Bratti and Staffolani, 2012;
Gronau, 1974; Nawata and Ii, 2004), 이규용 외(2014)의 연구 이외에는 자녀의
존재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부족한
1) 물론 이민국가로 이주하기 전에 자국에서 받은 언어 교육은 엄밀하게 이민국가에서 축적
한 인적자본이라 할 수 없지만, 이민국가로 이주한 후에 이민국가 구성원과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축적되는 언어 능력의 향상이 자국에서 언어 교육을 받을 때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가에서의 인적자본 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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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인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9세 미만 자녀의 존재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에 음(-)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이민자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국생활의 어려움이나 다문화 수용성 등
한국생활과 관련된 요인들이 결혼이민자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이규용 외(2014)의 연구에서는 자국에서의 취업
경험 및 건강 등의 인적자본 관련 요인 및 한국생활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반
면, 본 연구에서는 상기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국적별 추정을 통하
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용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며, 자영
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등은 그 결정구조가 임금근로자와 다를 것이라 생
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Ⅲ. 실증분석 자료 및 모델

1. 분석 자료2)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다
문화조사)의 원자료(raw data)이다. 다문화조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에 대
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는 모집단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다.
이 조사는 2012년 7월 10일～2012년 7월 31일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조사
대상은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 결혼이민
자․귀화자 총 15,001명(여성 12,531명, 남성 2,470명),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2) 본 절에서 서술하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전기택 외(2013)
를 참조하였고, 샘플 추출 및 조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고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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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859명(여성 2,278명, 남성 11,581명), 만 9～24세의 결혼이민자 자녀 총
4,775명(여성 2,271명, 남성 2,504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 구성표에는 가구구성원, 자녀 보살핌, 월평
균 소득 등 10개 항목이고,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은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
도, 경제활동 등 112개 항목, 배우자는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53개 항목, 만 9〜24세 자녀는 한국어 사용, 학교 폭력 경험 등 71개 항목이
조사되었다.
다문화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들은 독자적으로 조사한 소규모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분석한 것이 많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중점을 두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이미 조사된 데이터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약점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조사는 센터에 자주
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 생활수준이 대부분 보
통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곧 모집단과 매우 큰 편향(bias)을 가질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데이터인 다문
화조사를 이용하여 소규모의 독자적인 데이터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2. 변 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것은 고용 여부이다. 고용 여부는 “당신은
지난 1주일(2012. 7. 1.～7. 7.)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
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일을 하지 않는 경
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즉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의 결정요인이 다르다고 생각되고,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는 본 분석에서 고려하는 인적자본 변수 등과 상관성이 적을 것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명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 한국생활 관련 변인, 그리고
그 외의 컨트롤 변수인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3)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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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요인으로는 학력, 한국어 능력, 자국에서의 취업경험,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가장 비율이 큰 고졸을
준거변수(reference variable)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은 복합 점수로
구성하였는데, 그 점수에 따라 분석의 편의상 상․중․하급으로 구성하였으며,
그중 중급의 비율이 가장 컸기 때문에 중급을 준거변수로 하였다.4) 이민국의
언어 능력은 Finnie and Meng(2002)과 Bleakley and Chin(2004)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민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
력은 이민국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 분석에 도입한다.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자국에서의 취업경험도 Mincer(1958, 1974)의 이론을 적용시키면 이민국 인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변수는 한국에 오기 전 출신국에서 일한
경험을 나타낸 변수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 구
성하였다. 건강은 결혼이민자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로서 ‘1’의
‘매우 좋다’에서 ‘5’의 ‘매우 나쁘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1’의 ‘매우 좋
다’와 ‘2’의 ‘좋다’를 통합하여 건강이 좋다라고 정의하고, 2개 중 어느 하나에
답한 응답자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으로 한국생활의 어려움, 다문
화 수용성, 차별 경험, 국적 취득 여부, 체류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생활
의 어려움은 “당신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의 12개의 어려움
점을 나열하여 선택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힘든 점이 없음’ 이외의 응
답을 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변수를 구축하였다. 다문화 수용성 변수는 “당
신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자기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의 ‘매우
3) 기초통계량은 <부표> 참조.
4) 한국어 능력은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문항으로부터 만들어진 변
수로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5개의 척도(‘매
우 잘한다’ - ‘매우 못한다’)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복합 점수로 변환시켰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개 영역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최저 점수는 이 4개 영역
을 전부 ‘매우 못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로 4점이고, 최고 점수는 20점이 된다. 단, 이 변
수는 한국어 능력별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편의상 상․중․하의 세 계급으로 구성
하였고, 점수가 11점 미만일 경우를 하급, 12점에서 16점까지를 중급, 17점 이상을 상급
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한국어 능력 점수의 Cronbach α는 0.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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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에서부터 ‘6’의 ‘전혀 그렇지 않다’의 6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해석의
편의를 위해 큰 숫자를 긍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였다. 차별 경험은
“당신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적이 있
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구성
하였다. 국적 취득 여부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1이 되는 변수로 만들었다. 체류기간은 조사 연도에서
한국에 입국한 연도를 차감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컨트롤 변수로 사용되는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는 연령, 출신
국적, 남편소득, 집의 소유형태, 자녀 수, 도시거주 여부로 이루어져 있다. 출신
국적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중국(한족, 조선
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기타 아시아 및 그 외의 나라로 구성하였다.5) 기타
아시아 및 그 외의 국가는 상기 국가 이외의 아시아 국가, 즉 대만, 홍콩,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 그 외 동남아 기타와 남부 아시아를
포함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국가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 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북미․유럽 지역 국가 출신 여성은 결혼 배경이나 이주과정
등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과 그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북미․유럽 지역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제외하였다.6) 남편소득
은 각 카테고리별 응답 비율을 고려하여 ‘150만 원 미만’, ‘150만～200만 원 미
만’, ‘200만～250만 원 미만’, ‘250만 원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하였고, 자녀 수
는 0～5세 미만과 6～12세 미만 자녀로 나누었는데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분석
의 편의를 위하여 ‘있음’과 ‘없음’의 더미변수를 구축하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자녀수 변수를 연속변수로 도입한다. 집의 소유형태는 ‘월세’, ‘전세’, ‘자가’로
나누었고, 도시거주 여부는 도시에 거주하면 1의 값을 갖는 변수를 만들었다.
5) 중국의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한족과 조선족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같은 중국 국적이라
하여도 두 민족의 고용 결정구조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6)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라는 특징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거주하게 된 여성들의 고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결혼이 마치 유행과도 같이 일어난 중국 및 동남아 여성들의
결혼이주 현상하에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유
럽 국가를 포함하게 되면 출신국적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한국
에서 ‘여성결혼이민자’로 통하는 집단의 특성과는 동떨어진 여성들이 포함되고, 여성결혼
이민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초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
여기에서의 북미․유럽 국가는 북미(미국, 캐나다), 서유럽/대양주 국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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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모델
여성결혼이민자 고용의 추정모델은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하려는 인적자본
요인과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변수를 토대로 하여 식 (1)과 같이 표현하였다.
              


(1)

       
      ≤ 

여기에서   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관찰되지 않는 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일 양(+)의 값을 갖는다면 종속변수는 1이 되고, 음(-)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면 종속변수는 0이 된다.   는 인적자본 변수,   는 한국생활 변인,  
는 그 이외에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를 나타낸다.
추정 모델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은 인적자본 요인만을 도
입한 모델, 두 번째는 인적자본 요인에 한국생활 관련 변인을 도입한 모델, 세
번째는 나머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을 도입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단계적(stepwise) 모델을 구성한 이유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각 변인군별 영향을 파악한 후, 인구사회학적․경제
적 변수를 통제하고 난 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
구성이 적합한지 아닌지 식 (2)의 Wald test로 검증한다. 이 테스트는 특정한
변수의 영향이 제로(0)라는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카이 스퀘어 통계량으로 검
정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그 변수는 그 모델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변수를 포함한 모델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
보다 적합한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귀무가설을 표현하면,       이 되고, 여기에서  은  ×  행렬을 나타
내며  는 추정식의 계수임과 동시에  ×  행렬을 나타낸다. 즉, 귀무가설은
       (   은 상수항)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통계량으로 기각역이 판단된다.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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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최우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된 계수를 의
미하고,  ·  는 피셔의 정보 행렬(Fisher’s information matrix)7)을 의미하며 스
코어(score)8)의 분산이라고 할 수 있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표 1>은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별로 고용 여부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 요인은 학력, 한국어 능력, 자국에서의 취
업경험, 건강상태이다.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각 변인군별 차이가 유의한지 아
닌지 카이제곱 테스트를 시행하여 검토한다. 카이제곱 테스트를 보면, 학력이
외의 요인들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각 변수의 카테고리별 차이가 유의미하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률이 43.4%이고, 학력별로는 그
다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카이제곱 테스트 결과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떄문에 학력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한국어 능력은 그
차이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상급일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며, 상급과 하급
의 고용률 차이는 약 18%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국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한국에서의 고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약 5%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상태와 고용률의 관계
는 대체로 건강이 좋을수록 고용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피셔의 정보 행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Fisher(1925)를 참조.
8) 확률밀도함수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파라미터로 편미분한 결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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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별 고용 여부
(단위 : %)

전체
중졸 이하
학력
고졸
대졸 이상
상급
한국어
중급
능력
하급
자국 취업 취업
비취업
여부
매우 좋다
좋다
건강상태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한국 고용 여부
취업 비취업
43.4
56.6
43.5
56.5
43.2
56.8
43.7
56.3
52.6
47.4
44.4
55.6
34.9
65.1
44.6
55.5
39.1
60.9
40.3
59.8
46.9
53.1
47.2
52.8
38.9
61.1
27.6
72.4

전체(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264)
(3,135)
(4,499)
(2,630)
(2,575)
(4,411)
(3,278)
(8,126)
(2,138)
(4,281)
(2,382)
(2,803)
(642)
(156)

χ2

0.2

185.79***
20.4***

66.7***

주 : † p<0.1, * p<0.05, ** p<0.01, *** p<0.001.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별 고용 여부
(단위 : %)

한국생활
어려움

다문화
수용성

차별경험
한국국적

체류기간

있다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0～4년
4～7년
7～14년
14년 이상

한국 고용 여부
취업 비취업
42.9
57.1
48.2
51.8
42.0
58.0
43.5
56.5
42.1
57.9
43.4
56.6
45.0
55.0
45.7
54.3
49.6
50.4
39.1
60.9
54.5
45.5
37.2
62.8
23.9
76.1
45.2
54.8
54.0
46.0
53.5
46.5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전체(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208)
(1,056)
(2,542)
(1,316)
(1,407)
(2,254)
(1,397)
(1,348)
(4,201)
(6,063)
(3,696)
(6,568)
(2,737)
(2,923)
(3,371)
(1,233)

χ2
11.0**

7.4

111.0***
287.1***

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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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한국생활 관련 변인별로 고용 여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생활 관련 변인은 한국생활의 어려움, 다문화 수용성, 차별 경험, 한국 국적 유
무, 체류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
을수록 고용률이 높지만, 다문화 수용성과의 명확한 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카
이 제곱 통계량도 유의하지 않다. 그리고 차별 경험과 한국 국적이 있을수록,
그리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고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한국 국적
을 취득한 경우와 취득하지 않은 경우의 고용률 차이는 약 17%, 체류기간이
0～4년인 경우와 14년 이상의 차이는 약 30%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 고용 여부
(단위 : %)

연령

출신국적

남편소득

집의
소유형태

0~5세 미만
자녀 유무
6~12세 미만
자녀 유무
도시거주

30세 미만
30～39세
40세 이상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일본
베트남
필리핀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150만 원 미만
150만～200만 원 미만
200만～250만 원 미만
250만 원 이상
월세
전세
자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 고용 여부
취업 비취업
30.0
70.0
42.7
57.3
60.5
39.5
49.5
50.5
56.5
43.5
36.5
63.5
37.7
62.4
46.1
53.9
35.7
64.3
53.0
47.0
44.0
56.0
41.6
58.4
30.1
69.9
47.5
52.6
44.6
55.4
40.7
59.3
30.6
69.4
55.9
44.1
51.7
48.3
41.1
58.9
43.3
56.8
43.7
56.3

전체(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733)
(3,456)
(3,075)
(1,823)
(1,705)
(853)
(1,883)
(1,361)
(2,639)
(2,622)
(2,304)
(1,749)
(2,298)
(2,885)
(2,143)
(5,236)
(5,066)
(5,198)
(2,241)
(8,023)
(6,585)
(3,679)

주 : 1) †p<0.1, * p<0.05, ** p<0.01, *** p<0.001.
2)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대체하였음.

χ2
637.5***

256.4***

266.3***

35.8***
654.3***
8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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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 고용 여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구
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은 연령, 출신국적, 남편소득, 집의 소유형태, 자녀 유무
(0～5세 미만, 6～12세 미만), 도시거주 여부를 포함한다. 먼저 연령별 고용여
부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며, 40세 이상인 경우의 고용률은
60.5%인 데 비해 30세 미만의 고용률은 30.0%로 약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 여성들의 고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한족 출신 여성이 49.5%, 조선족 출신 여성이 56.5%인 것을 알 수 있
고,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 여성으로 고용률은 46.1%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남편소득에 따른 고용 여부를 보면,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 비율이 높
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집의 소유형태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월
세(47.5%) > 전세(44.6%) > 자가(40.7%)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존재에 따라 고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0～5세 미만의 자녀
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하고 있는 경향이 작고(유 : 30.6%,
무 : 55.9%), 6～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0～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반대의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유 : 51.7%, 무 : 41.1%). 마지막으
로 도시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카이제곱 통계량도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 고용률 추정
가. 전체 추정
<표 4>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고용 여부를 프로빗 모델(probit model)
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계수(coefficent)가
아닌 한계효과(mariginal effect)이며, 지면 관계로 t-값(t-value)은 생략하고 유
의성 수준만을 별표(asterisk)로 표시하였다. 먼저, 인적자본 요인만을 도입한
모델 1을 보면, 10%의 낮은 유의수준이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결
혼이민자는 고졸 여성에 비하여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낮을수록 감소하며, 자국
에서의 취업경험이 있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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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 추정(전체 국가, 한계효과)
한국 고용 여부(probit)
변수명
모델 1
학력(Ref. 고졸)
중졸 이하
0.050†
대졸 이상
0.013
인적자본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0.210***
요인
하급
-0.248***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있음=1)
0.141***
건강(좋음=1)
-0.042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한국
다문화 수용성
차별 경험(있음=1)
생활
국적취득 여부(있음=1)
관련
체류기간
변인
체류기간 제곱
연령
출신국(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구
남편소득(Ref. 150만 원 미만)
사회학적
150만~200만 원 미만
․
200만~250만 원 미만
경제적
250만 원 이상
변인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자가
자녀 수
0~6세 미만
6~12세 미만
도시거주(살고 있음=1)
상수항
-0.245***
log-likelihood
-6918.513
chi2 (d.f.)
213.29(6)
Observations
10,264
구분

주 : 1) †p<0.1, * p<0.05, ** p<0.01, *** p<0.001.

모델 2

0.111***
-0.032
0.073*
-0.105***
0.089**
0.076**
-0.071
0.008
0.237***
0.186***
0.084***
-0.002***

모델 3

0.048
0.081*
-0.009
-0.184***
0.016
0.159***
0.006
-0.005
0.242***
0.173***
0.081***
-0.002***
0.019***
0.001
-0.043
0.259***
0.077
-0.496***
-0.180***
-0.210***
-0.538***
-0.036
-0.080*

-0.873***
-6637.564
775.19(11)
10,264

-0.390***
-0.103***
-0.076*
-0.918***
-5299.904
1641.85(22)
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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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용률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모델 2는 인적자본 요인에 한국생활 관련 변인을 도입한 모델이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건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의 영향은 모델 1과 유사하며 그 유의성은 모델 1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 능력의 유의성은 약간 감소하였고, 건강이 좋
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델 2에서 추가로 도
입된 한국생활 관련 변인의 결과를 보면, 차별을 경험할수록, 한국 국적을 보유
할수록, 체류기간이 길수록 고용률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들 중 차별 경험 변수는 역인과 관계(reverse causality) 성립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국인
과의 접촉이 많을 수 있고, 조직 생활에서는 상하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보다 차별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동시적 내생성(simultaneous
endogeniety)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생성이 존재하는지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증 결과, 차별과 고용 간은 외생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9) 따라서 차별이 고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
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표>의 차별 경험 변수를 보면 약 41%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차별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일터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10) 모델에서는 두
변수 사이가 외생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차별 변수를 고용률 추정
의 독립변수로 도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11)
여기에서 체류기간의 제곱항을 도입한 것은, Chiswick and Hurst(2000)의 연
구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약해진다는 선행연구 결
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는데, 본 분석의 결과에서도 체류기간이 길어질
수록 단조 증가를 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한다는 결과로 보아 그들의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양의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9)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10) 비율을 상세하게 보면, ‘직장/일터에서’는 34.8%, ‘거리나 동네에서’는 23.8%, ‘상점, 음
식점, 은행 등에서’는 24.3%, ‘공공기관(동사무소․경찰서 등)에서’는 13.0%, ‘학교나 보
육시설에서’는 8.0%이다.
11) 차별 변수를 제외하고 추정하여도 타 변수 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
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조성호· 변수정) 

41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용은 이민 초기에는 생활 및 언어 등에 차차
적응함에 따라 체류기간과 고용 가능성 사이에 정(+)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지
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체류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이미 생활 및 언어에
충분히 적응을 하였기 때문에 고용 가능성이 입국 초기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모델 3은 모델 2에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을 추가적으로 도입한 모델이
다. 모델 1, 2와는 다르게 모델 3의 학력변수는 대졸 이상일 경우 유의하게 고
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델 2와 다르게 한국어 능력이 상
급인 경우와 자국에서의 취업경험 변수의 유의성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
과 고용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인적자본 요인 중 자국
에서의 취업경험보다는 출신국이나 남편의 소득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경
제적 변인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유의하게 증가하고, 출신국별로 보
면,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와 비교하여 베트남은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편소득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이규용 외(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은 보조적인
소득원(additive worker)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의 소
유형태에서 자가일 경우에는 월세에 비하여 고용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집의 소유형태로 자산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월
세 < 전세 < 자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많을수
록 고용률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녀의 수는 0～5세 미만과 6～12세 미만의 자녀수가 모두 여성결혼이민자
의 고용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0～6세 미만의 자녀
수가 한 명 증가하면 고용률은 약 39% 감소하고, 6～12세 미만의 자녀수가 한
명 증가하면 10%의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2세 미만
의 자녀 수는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2)
12) 표에는 게재하지 않았지만, 13～18세 미만, 18세 이상의 자녀 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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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군부(rural)보다는 도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경제활동참가가 높은 경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도시에 사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유의하게 높아진다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ibar, 1992; 1995). 그러나 본 분석의 결과는 그 반대
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다
른 연구도 본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김현숙, 2005; 양승주, 1995).
이와 관련된 일본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군부 쪽은 어린이집의 대기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통
근하는 데 있어서 도시보다 장애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大石,
2003). 우리나라의 경우도 군부보다는 도시의 대기 아동 수가 많은 경향이 있
기 때문에(양미선․임지희, 2012), 도시보다 군부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가 더 활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경향이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강혜정․이규용(2012)의 연구에서는 농가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참가가 감
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규용 외(2014)에서는 본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유로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보
고 있다. 그러나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본 분석에서도 음(-)의 영향을 나타
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군부의 고용률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기 아
동수의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표 5>는 식 (2)를 계산한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 1에 한국생활 관련
변인을 도입한 모델 2의 카이제곱 통계량은 536.6으로 0.1%의 유의수준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델 2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이 도입된 모델이 적절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하게 모델 3도 0.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
하여 모델 3이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표 5> 모델 적합성 테스트(Wald test statistic)
2

χ statistic

모델 1 - 모델 2
536.6***

주 : 1) †p<0.1, * p<0.05, ** p<0.01, *** p<0.001.
것을 확인하였다.

모델 2 - 모델 3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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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신국가별 추정
<표 4>의 결과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출신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 4>의 모델 3을 적용하여 출신
국가별로 추정을 하였다(표 6 참조). 추정 결과를 보면, 필리핀, 일본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이
외의 모든 국가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필
리핀,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학력이 조건이 되는 직업, 예를 들어 외
국어 강사, 또는 통역 및 번역 등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학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13)
한국어 능력의 결과를 보면,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는데, 이것은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적 취득 여부는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서만 고용률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체류기간은 중국 출신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들
만이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국가도 있지
만 대부분의 국가가 전체 추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0～6세
미만 자녀수의 경우는 모든 국가가 매우 강한 음(-)의 유의성을 갖고 있으며,
6～12세 미만 자녀수는 베트남, 필리핀,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거주 여부는
베트남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에 10%의 유의수
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실제로 본 연구의 데이터로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경우, 일본
과 필리핀이 전체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일본 : 21.9, 필리핀 : 30.8), 서비스업의
경우는 중국이 약 68%를 점유하고 있다(한족 : 30.6%, 조선족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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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 추정(출신국별, 한계효과)
한국 고용 여부(probit)
구분

변수명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학력(Ref. 고졸)
중졸 이하

0.077

-0.009

-0.008

대졸 이상

-0.026

0.012

-0.176

-0.103

0.021

0.136

-0.053

-0.198

-0.083
-0.014

인적자본 한국어 능력(Ref. 중급)
요인
상급
하급

한국
생활
관련
변인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있음=1)

0.008

0.137

건강(좋음=1)

0.228**

0.309***

0.051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0.005

-0.068

0.192

다문화 수용성

-0.033†

-0.019

-0.018

차별 경험(있음=1)

0.095

0.216**

0.401***

국적취득 여부(있음=1)

0.122

0.068

0.106

체류기간

0.029†

0.002

0.383***

0.000

-0.016***

체류기간제곱
연령

-0.001†
0.018***

0.019***

0.017*

남편소득(Ref. 150만 원 미만)

150만~200만 원 미만
200만~250만 원 미만
인구
250만 원 이상
사회학적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
전세
경제적
자가
변인
자녀 수

-0.184†

-0.047

-0.128

-0.211*

-0.179†

-0.262**

-0.532***

-0.381***

-0.616***

-0.080

0.096

0.039

-0.150†

0.097

-0.089

0~6세 미만

-0.587***

-0.619***

-0.528***

6~12세 미만

-0.051

-0.113

-0.379***

도시거주(살고 있음=1)

-0.015

0.021

-0.119†

상수항

-0.365

-0.588†

-1.426***

log-likelihood

-941.711

-834.163

-926.763

281.56
(20)

241.55
(20)

406.50
(20)

1563

1392

1712

chi2(d.f.)
Observations

주 : 1)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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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계속
한국 고용 여부(probit)
구분

변수명

필리핀

일본

기타
아시아 및
그외

학력(Ref. 고졸)
중졸 이하

0.091

대졸 이상

0.290***

인적자본 한국어 능력(Ref. 중급)
요인
상급
하급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있음=1)

한국
생활
관련
변인

0.016
-0.142†
-0.018

-0.725
0.318**
0.171
-0.103
0.045

-0.023
-0.031
0.079
-0.322***
0.024

건강(좋음=1)

0.088

0.295**

0.040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0.026

0.036

0.056

다문화 수용성

0.032

0.035

-0.007

차별 경험(있음=1)

0.168*

0.025

0.305***

국적취득 여부(있음=1)

0.075

0.101

0.310***

0.243***

0.146***

0.081***

체류기간제곱

-0.009***

-0.004***

-0.002***

연령

-0.002

-0.008

-0.029

-0.494**

체류기간

0.019***

남편소득(Ref. 150만 원 미만)

150만~200만 원 미만
200만~250만 원 미만
인구
250만 원 이상
사회학적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
전세
경제적
자가
변인
자녀 수

-0.278***

-0.163

-0.502**

-0.136

-0.281*

-0.886***

-0.592***

-0.046

-0.014

-0.113

-0.142

0.095

-0.080

0~6세 미만

-0.326***

-0.600***

-0.360***

6~12세 미만

-0.156*

-0.077

-0.141*

-0.026

-0.174

-0.122†

도시거주(살고 있음=1)
상수항

-1.025**

-0.857

-0.783***

log-likelihood

-697.185

-394.927

-1320.189

271.92
(20)

185.89
(20)

420.18
(20)

1211

749

2346

chi2(d.f.)
Observations

주 : 1)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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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본, 한국생활,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2012
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 요
인 중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한국어 능력이 중급 이상이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하
급이면 고용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서는 국
적취득 여부, 체류기간과 유의하게 양(+)의 관계에 있었고, 그 중 체류기간은
단조 증가 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요인
으로는 남편소득이 많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이 감소하였고, 학령기
(12세) 이하 자녀의 존재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는 자
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14) 현재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결혼
이민자가 전체 결혼이민자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12세 미만까지 합하면
85%에 육박하기 때문에,15) 많은 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의 존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
민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
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
여 출신국별 분석을 하였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정리하면, 필리핀과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학력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여성은 미취학 자녀가 존재할 경우 고용률이 감소
하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학
14) 이러한 경향은 내국인 기혼 여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현숙 2005; 양승주
1995).
15) 2013.1.1. 기준, 안전행정부,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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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이 고용률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Lee(2013)의 결
과와 유사하고 강혜정․이규용(2012)과 이규용 외(201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상기 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임금
근로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주로 모국에서 교육을 끝마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기 때문에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을 학력,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이라고 하였
을 때, 이러한 인적자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의 경우 양(+)의 영향이
있었으나 이 영향은 필리핀과 일본에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자국에서의
취업은 어느 국가에서도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은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의 국가
만이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
장이 출신국가별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언어적 수요가
있는 필리핀(영어)과 일본(일본어)의 경우는 모국에서 취득학 학력이 한국 노동
시장에서 인정되는 반면, 그 이외의 국가, 특히 중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학력이 그다지 필요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는 여성결혼이민자들 학력의 양극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 한족과 조선족 출신 여성결
혼이민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각각 약 20%, 10%인 데 반하여, 일본과 필리핀
은 두 국가 모두 약 60%에 달하고 있다. 이 중 필리핀은 모국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이민국가 인적자본도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인적자본이 적으
면 고용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언어적 수요에 있
어서는 모국 인적자본이 인정을 받지만, 그 이외의 직종에서는 모국 인적자본
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민국가의 인적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분석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지원
을 출신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 지원의 경우, 전체 추정의 결과만 보면, 고용을 위해서 모든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출신국별
추정을 근거로 하면 특히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

48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2호

이민자들의 고용에 한국어 능력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서비스 및 지원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한국
어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선족 출신의 경우 한국어를 다른 출신국 여성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잘 구사
할 수 있는 그룹이므로 이들의 고용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보다는 다른 요인들
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
들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어 교육 및 지원이 우선
시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현재 결
혼이민자라는 명명 아래 이루어지는 여러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출신국가별로
그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내국인 기혼 여성과 유사하게 보조적인 소득원으로
서의 역할과 자녀의 존재가 취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방안은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시행
하고 있는 보육정책을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내국인 기혼 여성의 고용 증가뿐
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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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차별변수와 취업 간의 내생성 검증
내생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구성하였다.
                 

(3)

                 

(4)

식 (3)은 식 (1)을 재구성한 것이며,  는 차별변수를 나타내고, 식 (4)는 이
러한 차별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식을 구성한 유도 방정식(reduced form
equation)이다. 식 (4)에서   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나타낸다. 도
구변수는       ≠  ,         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봉사나 취미활동 모임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사용하
였다. 내생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먼저 식 (4)를 추정하여 잔차(residual)을 구하
고, 그 잔차를 식 (3)에 도입하여 그 계수의 유의성으로 검증하게 된다. 즉, 식
(3)을 다시 구성하면,
               
  

(5)

와 같으며,  의 통계량이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두 변수는 외생
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로서 식 (3)과 식 (4) 오
차항의 상관성을 나타내며, 이것이 0이라는 것이 고전 계량경제학의 기본 가정
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일치 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Rivers and Voung(1988)과
Wooldridge(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식 (5)의 추정 결과,  는 0.411이었으며, p값은 0.182로    라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변수 사이는 외생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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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Human Capital and Korean Life Factors
on Employment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Sungho Cho․Soo-Jung Byoun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human capital, Korean life factor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employment probability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using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 educational attainment among human
capital factors is positively related to employment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addition, Korean language skills are strongly realted to employement of
those whoes Korean language skills are low. Among factors related to Korean
life, relations between duration in Korea and employemnt show stable increase,
but the rates of increase decrease. It indecates that the increase of durateion
in Korea dose not directely increase employment probaility. Moreover, higher
husband’s income, having children under age 12 are negativly related to
employment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subgroup analyses by nationality,
educational attainment of those from the Philippines and Japan is related to
their employment. Also, Korean language skill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employment probability of those from the Philippines and other Asian
countrie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current study, suggestions are made
to help develop effective support or services, and emphasize to develop and
improve nationality-specific programs and policie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employment.
Keywords : female marriage migrants, employment,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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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한국에서 파업의 발생빈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파업은 1987년을 정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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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잠깐 반등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줄어들어 왔다. 2006년도 이후 한 해 동안 150건 이상 파업이 발생한 연도는
한 번도 없다. 우리나라의 파업건수 그 자체만으로 볼 때, 한국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파업의
영향력을 국제비교할 때 흔히 사용하는 파업성향(혹은 파업률, strike rate)을 보
면, 서구 선진국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업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참여
자 수나 분규지속기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현상 또한 발견된다. 이는 국가의
전체적인 파업발생은 줄어들었으나, 발생한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규모나 파
업이 지속되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 수준에서의 파업
감소가 반드시 미시적 영역 전반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파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자 한다. 만약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파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 영향력을 검증해 낸다면, 향후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데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Ⅱ장에서 국가통계 차원에서 한국
의 노사분규 발생양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제Ⅲ장에서는 파
업의 발생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주장들을 검토해 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증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기술통계량과 함께 파업발생
의 결정요인을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고, 마지막 제Ⅴ장에선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Ⅱ. 한국의 노사분규 발생 추세

1998년 이후 한국에서 파업발생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의 129건에
서 점차 늘어나서 2004년에 46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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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1) 특히 2011년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65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75건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파업발생건수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그 산정기준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일국에서 파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 지표는 실제 국가 내에서 파업의 영향력을 국가 간에
비교하는 데에는 거의 쓸모가 없다. 파업이란 결국 국가의 산업화(자본주의화)
정도, 임금노동자의 규모, 산업구조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파업발생건수는 이
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2)
[그림 1]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파업성향 추세(1998~2011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각 연도.
1) 2006년부터 파업발생건수가 급감한 것은, 2005년까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파업건수를
산정하다가 2006년부터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집계 기준이 변화된 영향도 있다. 즉 산
별노조 차원의 파업에 대해 2005년까지는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수만큼 파업발생건수를
산정해 왔으나 2006년부터는 예컨대 금속노조 차원의 파업이면 한 건으로만 산정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ILO 기준에도 부합하고, 변화된 노사관계 상황 또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의 기준(사업장 기준 파업산정)을 적용하여 2006년부터의
파업발생건수를 살펴보아도 그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2) 김정우(2005)에 따르면, 파업을 산정하는 기준 역시 국가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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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당 분규지속일수 및 파업강도 추세(1998~2011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각 연도.

한국에서 파업성향, 즉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의 수치변화를 살
펴보면 1998년 이후 2000년에 141.7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이후 추세적
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 한국의 파업성향은 24.7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2006년까지 10년 동안 EU의 평균 파업성향(42일) 및
OECD의 평균 파업성향(37일)보다 낮은 것으로, 최근의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최소한 서구의 파업성향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
된다.3)
이러한 수치만으로 보면, 한국의 파업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파업건수나 파업성향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분규가 오래 지속
되는 경향이 있거나 파업강도가 높아진다면 평균적인 파업건수나 파업성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림 2]에는 1998년 이래 건당 분규지속일수와 파업강도의 변화추세가 나타
나 있다. 그림을 보고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건당 평균 분규지
3) EU 및 OECD 평균은 Hale(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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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일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의 [그림 1]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파업건수와 파업성향이 모두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건당 분규지속일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1998년에 26.1
일에 달했던 평균 분규지속일수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2011년에 30.6일을 기록
해 오히려 다소 늘었다. 평균적으로 분규 한 건당 지속일수가 한 달가량 된다는
것은 짧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파업강도를 살펴보겠다. 해당 연도의 근로손실일수를 분규발생건
수로 나누어 보면, 분규 한 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연
구진은 편의상 이를 ‘파업강도’라 정의했다. 분규 한 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가
높으려면, 파업에 참여하는 참가자 수가 많던가 아니면 분규의 지속기간이 길
어야 한다. 즉 장기간 혹은 대규모 분규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 파업강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파업강도는 매우 극적으로 변동하고 있는데, 1998년에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까지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다시 2006
년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상으로 국가통계를 통해 한국의 노사분규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선 한국에서 노사분규는 그 발생건수나 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즉 파업성향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서구 선진국
과 비교해 보아도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건당 평균 분규지속일수
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30일 정도인데, 노사분규가 해결되기까지 평균적으
로 한 달가량 소요된다는 것은 짧은 기간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분규 한 건당
노동손실일수를 의미하는 ‘파업강도’의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간단히 말하여 1998년 이후 파업건수나 파
업성향으로 파악되는 국가 전체적인 파업규모는 추세적으로 분명히 줄어들었
으나 파업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파업 참여자 수, 혹은 분규지속기간은 전
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수준에서의 행정통계로 발견되는 노
사분규의 감소가 반드시 사업장 수준에서의 미시적 노사관계 안정화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변화된 분규양태에 대한 면밀
한 파악과 함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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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파업발생의 이론
파업의 발생은 어떠한 학문적 배경에 입각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가능
하다. 예컨대 경제학 모형에서는 교섭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해대립, 정보격차,
파업에 돌입해서 얻는 비용과 손실 간의 크기 등에 의해 파업발생이 설명된다.
따라서 주로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과 노조조직률, 교섭단위, 노조특성 등과 관
련된 주제를 주로 다룬다.
반면에 사회학적 접근 중 자원동원 이론은 주로 노조의 조직규모, 조직률, 동
원능력 등 노조의 조직력이 크면 클수록 파업이 증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고(Shorter & Tilly, 1974), 정치학적 접근 중 정치적 교환이론에서는 노동자 세
력의 정치적 위상이 파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Hibbs, 1978). 즉 노동자
세력이 정치권력에 접근할수록 파업은 줄어들고 정치권력에 멀어질수록 파업
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노사관계론에서는 사업체 수준에서의 미시적 요인
들을 중심으로 파업발생을 설명하고 있다.4)
아래에서는 주로 경제학과 노사관계론의 모형을 중심으로 파업발생을 어떻
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파업에 관한 경제학적 설명은 Hicks 모델, A-J
모델, 비대칭 정보 이론의 순서로 전개되어 왔다. Hicks(1964)는 파업의 발생
및 지속기간은 사용자의 양보와 노동조합의 저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5)
그는 임금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노사 양측의 요구임금(asking wages)과 제시임
금(offer wages)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노조는 최초에는 요구임금을 높게
4) 이 밖에도 파업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파업이 노사 간의 교섭력 차이에 의해 발생된
다는 교섭력 이론과 파업으로 인한 노사의 손실이 커질수록 파업은 줄어든다는 (총)파업
비용이론 등이 있다. Kennan(1980)은 총파업비용 이론의 입장에서 파업이 결코 동질적이
지 않으며 파업발생의 이슈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5) Hicks 모형에서 노조의 목표는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적정임금 유지, 초과이윤에 대한
적정 배분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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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점차 교섭과정에서 이를 낮춰가며 타협을 모색하므로, 우하향하는 저항곡
선(resistance curve)이 도출된다. 반면에 사용자는 최초에는 제시임금을 낮게
잡은 후, 노조의 반응에 따라 제시임금을 올려가므로, 양보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노조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의 양보곡선은 모두 교섭기간의 함수인데, 이
는 노사 쌍방이 교섭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하면서 타협에 도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파업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보곡선과 저항곡선의 출발점
과 그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요소들로서 기업의 이윤, 최종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재고수준, 대체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 수준, 파업 시 조합
원들에게 제공되는 실업급여 혹은 파업수당의 수준 등이다.6)
이러한 Hicks의 주장은 파업의 진행과 타결과정을 동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
는 좋은 틀을 제시했다는 탁월함이 있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것이 결국 양
자 모두에게 더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업은 발생한다는 사실(Hicks의
역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cks의 파업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 파업발생의 원인을 상대방의 목표나 저항
의도 등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완벽하지 못한 것에서 찾는 비대칭정보
(asymmetric information)이론이 태어났다. 만약 교섭의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교
섭당사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완전성 때문에 실제 파업이 발생
하게 된다는 것이다.
Ashenfelter & Johnson(1969)은 임금교섭 과정이 외관상으로는 노사 양측의
교섭행위인 듯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기업 - 노동조합 간부 - 일반조합원이라는
세 당사자가 각자의 이해를 놓고 경합하는 3당사자 간의 게임이라고 간주했다.
이때 노조 간부의 목표는 제도로서의 노조의 생존과 성장 및 노조 간부의 개인
적․정치적 생존이며, 이러한 목표는 일반조합원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킴으
6) Ehrenberg and Smith(2003: 445). 한편 Rees(1989: 33～35)는 파업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해당 기업의 노동집약적 특징 정도와 파업노동자들의 대체가능성, 조합원
들의 숙련수준, 시장상황을 들고 있다. 해당 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대체근로자 활용문
제가 이슈가 되며, 조합원들의 숙련수준이 높을수록 그만큼 대체가 어려워져 노동조합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용자는 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이윤이 높을수록 파업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이런 기업일수록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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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달성된다. 이 경우 노조 간부들이 노사협상에서 부담감을 덜기 위해, 일반조
합원에게 정보를 100%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노조 간부와 일반조합원
간에 또 다른 차원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기업과 노조 간부가 경영정보를 충분히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교섭기간의 단축이나 파업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 간 상호신뢰나 교섭관행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경
우, 교섭이 너무 일찍 타결되면 노조 간부는 조합원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것
을 양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므로 일정기간 교섭을 지속하면서 조합
원으로 하여금 최저 요구임금 수준을 스스로 낮추도록 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조 간부의 전술적 선택은 교섭기
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보의 문제에 주목한 이후의 연구자들 중 Mauro(1982), Haynes(1984), Tracy
(1987), Card(1990) 등은 각 주체들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을 중요하게 고려했고,
Kaufman(1981), Melvin and Neumann(1980) 등은 불완전 정보에 의한 파업발
생에 주목했다.
Mauro(1982)에 따르면 노사는 상대방의 양보곡선과 저항곡선의 실제 모양을
모르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교섭이 실패하고 파업이 발생된다.
Hayes(1984)는 사용자는 노조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노조는 기업의 사정을
잘 모르는 문제,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노사관계론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조직 및 개인수준의 파업행위가 왜 발생
하는지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Godard(1992)는 파업이－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주장하는－정보의 불완전성이나 비대칭성보다는 노동자들의 불만족이 표출되
는 방식, 즉 집단적 대변(collective voice)의 한 방법이라 보았다.7)
한편, 제도화 가설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안착되고 성숙될수록 파업의 발생은
줄어들 것이라 예측된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노조는 단체교섭이나 고충처리
7) 1980년에서 1981년까지 캐나다의 112개 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한 분석에서 종속변
수를 파업에 의한 노동손실일수로 했을 때, 경영관행, 조직규모, 기술, 생산물시장의 구조
와 조건, 노동조합 정치 등 다양한 요소가 교섭의 행태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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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합원들의 불만과 저항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파업의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Ross & Hartman, 1960;
Kerr et al., 1962).

2. 국내외 선행연구
앞서 살펴본 이론적 모색에 이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실증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경제학에 기초한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영향들, 특히 경
기와 파업발생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았다(Kaufman, 1981; Vroman,
1989; Harrison & Stewart, 1989). 대체로 경기상승기에 파업발생이 더 증가하
는 경향이 발견된다. Kaufman(1981)에 따르면 교섭의제가 적을수록, 교섭단위
가 클수록, 노조조직률이 높고 남성이 많은 산업일수록, 재고 비축이 가능한 산
업일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높았다.
Franzosi(1989)는 100여 년에 걸친 파업관련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학제별 연구가 각기 다른 이론적․실증적 배경 아래
진행되었고, 이론 간의 통합 부재와 실증 결과의 불일치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Campolieti et al.(2005)는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시
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파업발생 및 기간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파업발생 확률에서 이전 기파업경험의 통계적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교섭단위가 작을수록 파업발생 확률은 낮았다.
국내의 파업관련 연구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실질적 의미에서 합법
적 파업이 가능하게 된 1987년 체제의 성립과 관련이 있다.
정초시(1992)는 1989년도에 유노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파업발생 확률을 로
짓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인준을 받은 경
우, 사업체 규모가 큰 경우, 그리고 사측과 노측의 최초제시 임금인상률의 차이
가 큰 경우에 파업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영면(1995)은 1998년부터 1990년까지 3개 연도의 임금협상 결과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노사 간 정보비대칭성과 파업발생 확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파업이 발생한 교섭의 타결임금이 파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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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8)
김유선(2004)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02년도 자료를 활용하
여 파업발생 확률을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환경이나 사
업체특성 변수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측의 노조배제 및 억압적 노사
관계 전략, 고용안정 및 경영참여를 추구하는 노조전략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여, 정보 문제로 인한 파업발생 이론은 지지되지 않는다고 해
석하고 있다.
또한 김유선(2006)은 다른 연구에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
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파업발생 빈도의 증가 원인을 시계열 분석하였는데,
1990년 초중반에 감소하던 파업발생건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무역 의존도의
증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같은 거시경제 구조의 변화 및 부당노동행위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병훈․윤정향(2006)은 2004년도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노조 전투성
의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조 및 조합원의 전투성에는 이전 연
도의 파업경험은 정(+), 경영자의 전향적 노사관계 태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종, 규모, 상급단체, 노조집행부의 능력 등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준모․김기승(2006)은 노동백서,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매일경제회
사연감의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파업이 기업 부실화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파업발생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과거의 파업발생 여
부, 과거의 불법파업 여부, 과거의 파업참가자 수 등 파업 주체가 경험한 과거
의 행태적 요인 변수들이었다.
배성현․신경원(2007)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파업이 많이 발생
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9개 업체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조몰입 및 호전
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연령과 산별노조
8) 이는 노측이 사측이 제시한 기업재무 정보에 관한 진위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활용
할 것이라는 비대칭정보이론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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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수단성, 노조몰입, 노조활동 참여도, 통합교섭, 노조 리더십의 갈등지향
성은 호전성에 정(+)의 영향을, 파업의 고난(苦難) 수준과 임금 공정성은 노조
몰입 및 호전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9)
윤찬성․이덕로(2008)는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 75개
노조 380여 명의 조합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노조지도부의 집
단주의 가치관이 파업성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민주노총 소속일수록 파업성향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했다. 이 결과
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간부의 파업성향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왜 이러한 상급단체별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았다.10)
조성재(2010)는 사업체패널조사 2005년 및 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로짓
모형으로 파업발생 여부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제조업
일수록, 전년의 파업경험이 있을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전년도
의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정보의 수집과 소통이 잘될수록, 이직률이 높을수
록 파업발생 확률은 낮아졌다. 저자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신고전파에서
주장하는 정보의 비대칭이나 불완전성이 파업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나
그 밖의 여러 행태적․심리적․정치적․제도적 변수의 영향력이 더 높다는 해
석을 제기하고 있다.
신은종(2013)은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왜 파업성향을 갖는지에 관한 행태적 연구를 시도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조가 경제주의적인 지향을 가질수록 파업성향은
낮아지며, 반대로 민주주의적인 지향을 가질수록 파업성향이 높아졌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경제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파업이 수단에 불과하지만 민주주의
9) 이러한 결과는 표본의 구성이 반복파업을 수행한 소위 ‘강성노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측면에서, 조합원 설문에 기초하고 있으나 규모를 제외하면 사업체별 특성이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또한 종속변수라 할 수 있는 호전성과 노조몰입에 대한 정
의가 각각 ‘노조원들이 기꺼이 파업에 참여하는 정도’, ‘노조의 구성원으로서의 조합원
개인이 자신을 노조와 동일시하여 노조의 목표에 헌신하는 정도’로 정의되어 개념상의
중복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그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이 밖에도 일부 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로 수거된 자료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에 기초한
다는 점에서 인과관계적인 해석은 과도하고 일반화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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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향에서는 파업참여 자체가 과정이자 책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 해석
하고 있다.11)
이상의 국내 선행연구 결과들은 나름의 한계는 있지만 파업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영향요인들을 각각의 분석틀을 통해 설명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 때
문이지만 ― 조준모․김기승(2006)을 제외한 모든 연구가 횡단면 분석에 그치
고 있어, 사업체나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이 다른 설명변수들과 맺을 수
있는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 결과가 내생적 편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규모나 산업 등의 변수가 파업발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해석이 그러할 수 있을 것이다. 회귀모형에서 규모나 산업 등을
통제했다 하더라도 파업발생 사업체의 미관측된 특성이 이러한 변수들과 상관
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 추정결과가 편의를 가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Ⅳ. 실증분석

1. 분석모형과 자료 및 변수
이 절에서는 파업발생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 종속변수
는 파업의 발생 여부를 식별하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인데, 이때 파업 발
생은 1, 파업 미발생은 0으로 식별되며, 분석은 통상적으로 종속변수가 이항변
수일 때 활용하는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식 (1)은 전체 표본을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는 합동로짓(pooled logit)모형으
로 파업발생의 결정요인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종속변수    는  사업체에
서  시점에 파업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1과 0으로 구성된 변수이며,    는 파업

11) 상급단체에 대한 분석에서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경제주의적인 지향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민주주의적인 지향 및 일상적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두 조직 간의 지향 차이가 두 조직의 파업성향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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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 기본 특성을 포함한 정보관련 변수들과 노
사관계 특성변수들을 의미하고,    는 오차항이다.
             ,         

(1)

식 (2)는 식 (1)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    가 1이면 파업 발생, 0이면 파업
미발생을 의미하는데, 이때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패널 개체의 이질성을 반영
하는 오차항  를 추가하였다. 오차항  가    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이고,  를 추정해야 하는 모수로 간주하는
것이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이다.12)
                ,         

(2)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06년부터 격년 주기로 조사되어 온 한국
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 이하 WPS) 1～4차년
도 자료이다. WPS는 전국의 30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
설계되었고,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원 표본은 통계청
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산업별․규모별․지역별로
층화 추출되었고, 산업별․규모별․지역별로 모집단과 비슷한 분포를 구성하기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13)
WPS는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일반적인 사업체 현황, 고용 현황 및 고
용관리, 보상 및 평가,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인적자원개발, 기업복지, 산
12) 사업체의 어떤 관측되지 않은 특성이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가지면, 설명변수와 종속
변수인 파업성향 간의 추정 결과가 내생적인 편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관측된 이
질성을 통제함으로써 내생적 편의를 교정할 수 있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의 장점이 존재
한다. 이진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로짓 고정효과 모형은 종속변수에 변동이 있는
개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건부 로짓(Conditional Logit)모형이라
고 한다. 만약 본 분석에서 조건부 로짓모형을 활용한다면, 그 추정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파업발생 및 미발생의 변화가 랜덤(random)하게 발생해야 하며, 파업을 경험한
사업체와 파업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체가 비교적 동질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파업발생이
랜덤하게 나타난다고 보긴 어렵고, 파업을 경험한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의 특성
은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이 경우 조건부 로짓의 추정 결과 해석은 일반화될 수 없다.
13) 본 실증연구의 분석에서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본 추출에서 활용된 기준
변수를 모형식의 통제변수에 대부분 포함시켰으므로, 이론적으로 볼 때 추정 결과에 큰
편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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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노무담당자에게 노무부서 현황, 노동조합 현황,
노사관계일반 현황, 노사협의회 현황, 노사협의회 운영, 경영참여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근로자대표(노동조합 위원장 혹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를 통해
서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사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WPS는 2005년도에 1,905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2005년 조사에
서 공공부문 전수조사로 포함된 일부 사업체를 제외한 1,749개 사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행하였다. 휴폐업, 도산 등 사업체의 소멸과 응답 거부 등으로 표
본에서 이탈된 사업체들에 대해 대체표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WPS2007은 1,735개, WPS2009는 1,737개, WPS2011은 1,770개 사업체
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본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은 <표 1>과 같다. 우선 파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 중 기본적인 사업체 특성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산업을 WPS의 표본 추
출 기준에 맞게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 전기․전자․정
밀공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기
타산업의 11개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구축하였다.14) 사업체의 정규직에다가
일용직을 제외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더한 전체 인력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를
생성하였고, 이에 로그를 취해 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밖에 연도별 더미변수를
구축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15)
정보의 비대칭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측이 임금교섭 및 단체교
섭에서 제공하는 경영정보에 대해 노측이 느끼는 신뢰의 정도를 척도변수로 만
들었다. 일반적으로 정보비대칭이 클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때 노조가 느끼는 신뢰 정도가 낮을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
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16)
14) 제조업의 경우 재고량을 비축해 놓을 수 있으므로 파업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런 점이 노측의 파업 돌입을 일정 기간 감내해 낼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송민수․유병홍, 2014). 한편 이병훈․윤정향(2006)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더
높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15) 이성희․권재철(2005)은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조정 성립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음
을 지적하였고, 송민수․유병홍(2014)은 기업 규모는 조정 불성립에 정(+)의 영향을 미
쳤음을 보고한다.
16) 한 심사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경영정보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정보비대칭 정도를 반영
한다기보다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수준에 대한 대리지표일 수 있다. 경영진이 노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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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구성 및 내용
변수명

내용

파업발생(더미)

파업 발생=1, 파업 미발생=0

경영정보 신뢰 정도
(4점척도)
계파 있음(더미)
요구율․제시율 격차

임․단협 개정을 위해 제공되는 사측 정보의 신뢰도
(매우 신뢰=4, 신뢰=3, 불신=2, 매우 불신=1)
현 노조집행부와 노선이 다른 의견그룹 있음=1, 없음=0
노측의 최초요구율과 사측의 최초제시율 사이의 격차
11개 항목(① 경영전략, ② 투자전략, ③ 신기술․신기계 도
입, ④ 외주하청, ⑤ 국내외 공장이전, ⑥ 배치전환, ⑦ 비정규
직 채용, ⑧ 명예퇴직․정리해고, ⑨ 인사평가제도 변경, ⑩
임금제도 변경, ⑪ 승진제도 변경)의 노동조합 경영참여 정
도(사전통보 없이 회사 결정=1, 사전통보=2, 협의=3, 공동
결정=4)를 연속변수로 구성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정도
(2∼44점)
고충처리 제도화 여
부(더미)
국내시장 경쟁 정도
(5점척도)
산업(더미)
사업체 규모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나 제도가 있음=1, 없음=0
주력제품의 국내시장 경쟁 정도(매우 심함=5, 심함=4, 보통
=3, 심하지 않음=2, 전혀 심하지 않음=1)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 전기․전자․
정밀공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
업, 사회서비스업, 기타산업
사업체 전체 근로자 수(정규직과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총합
으로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노조조직률

(노조가입 근로자 수/사업체 전체 근로자 수)×100

민주노총(더미)

민주노총 가맹=1, 비가맹=0

노무부서 분리(더미)

인사부서에서 독립된 별도의 노무부서 있음=1, 없음=0

반노조정책(더미)

사측은 노조를 약화 혹은 해체시키려 함=1, 아님=0

연도더미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연도별 더미변수 구성

다음으로 A-J 모델을 검증해 보기 위해 계파 유무 변수를 투입하였다. 만약
현 노조집행부와 노선이 다른 의견그룹이 존재한다면, 이는 노조집행부 외에
일반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가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때 A-J 모델
에 의하면 계파(의견그룹)의 존재는 파업발생 확률을 높이게 된다.
제도화 가설과 관련된 변수들 역시 모형에 투입하였다. 제도화 가설에 따르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이나 매출 현황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경영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이것이 사
실상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현 상태에 대한 반영에 불과하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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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체교섭이나 고충처리와 같은 노사관계의 여러 가지 관행들이 제도화될수
록 실제 파업의 발생확률을 낮출 것이라 예상된다.
우선 사측과 노측의 임금인상 최초제시율 및 최초요구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변수로 구축하였다. 노사교섭의 경험이 축적되고 소위 ‘게임의 룰’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요구율과 제시율의 차이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요
구율과 제시율 차이가 크다면, 이는 제도화 가설이 제기하는 상황과는 반대로
이 차이의 증가는 파업발생 확률을 높일 것이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수준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때 노조의 경영
참여는 상반된 두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참여가 활성화되었다
는 것은 한 측면에서 보면 사업체 내에서 노동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만족이나
좌절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다른 한 측면에서 볼 때,
경영참여 수준은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대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만약 전자로 해석한다면, 높은 경영참여 수준은 불만족이나 좌절로 인해
발생하는 파업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경영참여 수준이 단지
교섭력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경영참여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측
의 힘이 강하다는 것으로 오히려 파업발생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고충처리가 제도화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더미변수로 구축하였다.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불만이나 고충이 공식적인 절차로 해소된다면, 개별적
불만의 누적으로 인한 저항이나 파업의 발생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내수시장의 경쟁이 심할수록, 파업으로 인한 제품생산량의 감소가 곧바
로 수익성의 저하와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파
업비용이 보다 빠르게 직접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내수
시장 경쟁이 심할수록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 파업발생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제 사업장 노사관계의 제도변수 및 노사 주체의 행태적 요인들을 살펴보겠
다. 우선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 자체로 노조의 교섭력을 직접적으로 대리한다.
대체로 노조조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조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므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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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한
경우, 굳이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힘의 우위에 입각해 단지 파업을 위협하는
행동만을 통해 원하는 교섭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조직
률이 파업발생과 맺는 관계는 비선형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민주노총은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중요시하고, 맹목적인 노사협
조주의를 배격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단체행동권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최인이, 2011). 이러한 조직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민주노총에 가맹하고 있
는 노조는 그렇지 않은 노조보다 파업발생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17)
인사부서와는 별도로 노무부서가 조직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측면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이는 사측의 對노조 관련 역량이 보다 우수하고 전
문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경험이나 전문지식
의 부족이 노사 간의 협상과정에서 빈번한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서 적절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노사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가능
하게 하는 좋은 배경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보다 적극적으
로 원만하게 갈등을 관리하고 對노조 협상의 타결을 이끌어내는 측면으로 작동
할 것인지, 또는 그 반대로 다양한 방식의 노조관리 및 반노조정책을 구사하는
측면으로 작동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최고경영진의 의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
을 것이다. 최고경영진의 노동조합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는 수준
의 갈등관리나 협상타결이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측의 對노조정책의 성격은 파업발생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사측이 매우 강경한 반노조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 반노조정책이 확
실히 성과를 내어 노조를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노조
의 반발로 인한 파업발생을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다.

2. 실증분석
이제 WPS 자료를 활용하여 파업발생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겠다. <표 2>
17) 신은종(2013)은 노조가 경제주의적 지향을 추구할 경우 조합원들의 파업성향이 낮아지고,
민주주의적 지향을 추구할 경우 조합원의 파업성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대
노총 간의 파업성향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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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 나타나 있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보
기에 앞서 파업은 매우 드물게 발생되는 사건(event)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다. 파업이 발생한 관측치의 절대적 숫자는 매우 적은데, 예컨대 WPS 1～4년
차 자료 전체에서 파업발생 사례건수(관측치)는 전체 7,147건의 관측치 중 115
건에 불과하다. 추가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현행 법․제도하에서, 또한 사
업체패널조사의 설문구조 하에서 합법적인 파업발생의 전제는 노동조합의 존
재라는 사실이다. 즉 파업발생은 오직 유노조사업체에서만 발생 가능한 사건이
라는 것이다.
본 분석을 위해 구축한 패널자료는 모든 조사 연도에 그 관측치가 발견되는
것은 아닌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자료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를
추적․조사하는 조사의 특성상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에 비해
표본의 이탈 비율이 높은 편이다. 더군다나 파업이라는 매우 희귀한 사건을 경
험한 사업체가 매년 관찰될 수 있는 균형패널(balanced panel) 자료를 구축할
경우, 대단히 많은 관측치가 유실될 수 있어, 균형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표본 중 유노조사업체인 경우만 선택하고, 기타
투입된 다른 변수들 중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모형에서 제외한 불균형패널 자
료로 구축한 최종 데이터의 관측치 수는 2,201개이며, 이 중 본 모형의 종속변
수인 파업이 발생한 경우의 관측치는 93건으로 전체의 4.23%이다.18)
다른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영정보에 대한
신뢰는 평균 4점 만점(매우 신뢰)에 2.94점으로 나타났다. 파업발생 유무별로
보면 파업이 발생한 사업체의 신뢰수준은 2.67점으로 파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
업체의 신뢰수준인 2.95점에 비해 다소 낮았다. 노조집행부와는 다른 노선을
가진 의견그룹(계파)이 존재하는 경우는 전체의 9.4%에 달했는데, 파업이 발생
하지 않은 사업체에서 별도의 계파가 존재하는 경우는 8.7%에 불과했으나 파
업이 발생한 사업체에서 계파의 존재 확률은 24.7%에 달하고 있다.
18) 사업체의 재무상황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가 되며, 당연히 파업발생
및 파업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나, 재무정보를 포함하게 되면 최종 구축된 모형의
1/3가량이 추가로 유실되어 부득이하게 재무관련 정보(1인당 당기순이익, 1인당 인건비
등)는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한편, 조준모․김기승(2006)의 실증분석에 따
르면 파업발생 확률에는 기업의 재무정보보다는 과거의 파업경험, 과거의 불법파업 여부,
과거의 참가자 수 같은 행태적 요인이 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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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량(평균값)
변수명
파업발생(더미)
경영정보 신뢰 정도
계파 있음(더미)
요구율․제시율 격차
경영참여 정도
고충처리 제도화 여부(더미)
국내시장 경쟁 정도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
전기․전자․정밀공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기타산업
사업체 규모
노조조직률
민주노총(더미)
노무부서 분리(더미)
반노조정책(더미)
관측치 수

전체
0.042
2.937
0.094
4.087
23.287
0.727
2.297
0.113
0.089
0.127
0.052
0.024
0.063
0.174
0.152
0.178
0.027
761.271
0.601
0.377
0.435
0.031
2,201

파업발생 사업체
1.000
2.667
0.247
5.959
24.409
0.763
2.151
0.075
0.043
0.376
0.022
0.032
0.032
0.129
0.075
0.204
0.011
1,264.398
0.645
0.753
0.516
0.065
93

파업미발생 사업체
0.000
2.949
0.087
4.049
23.237
0.725
2.303
0.115
0.091
0.116
0.054
0.023
0.065
0.176
0.155
0.177
0.028
739.075
0.599
0.361
0.431
0.029
2,108

임금교섭에서 사측의 최초제시율과 노조의 최초요구율의 차이는 평균 4.09%
로 나타났지만 격차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최대 격차를 보인 경우
는 30%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보아 파업발생 사업체의 격차는 5.96%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4.05%에 비해 약 2%포인트 정도 높았다. 노조의 경영참여 정도는
44점 만점(11개 항목에 대해 모두 ‘공동결정’)에서 23.29점 정도로 나타나 항목
당 평균 2.18점 정도였다.19) 파업발생 사업체(24.41점)와 파업미발생 사업체
(23.24점) 간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절차나 제도로 고충처리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전체의 72.7%에 달했는데, 파업발생 사업체의 설치 비
율은 76.3%로 파업미발생 사업체의 설치 비율인 72.5%보다 약간 높았다. 국내
19) 이를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사전 통보’(2.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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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쟁 정도는 5점 만점(매우 심함)에서 2.30점으로 나타났는데, 파업이
발생한 사업체의 경쟁 정도는 2.15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다음으로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회서비스업(17.8%), 유통서비스업(17.4%),
사업서비스업(15.2%),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12.7%)의 순으로 높은 비중
을 보였다. 제조업 전체는 38.2%, 서비스업 전체는 56.7%, 건설업은 2.4%, 기
타산업은 2.7%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포를 파업 유무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파업발생 사업체의 경우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의 비중이 전체의 37.6%
로 매우 큰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업이 20.4%, 유통서비스업이
12.9%의 비중을 보였으며, 나머지 산업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한편
파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는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했다.
사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가작 작은 규모의 사업체는 14명, 가장 큰 규모의
사업체는 33,983명으로 평균은 761.3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파업발생 사업체의
평균적인 인력규모는 1,264.4명으로 파업미발생 사업체의 평균 인력규모인
739.1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단위 평균 노조조직률은 60.1%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유노
조사업체 내에서 과반수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파업발
생 사업체의 평균 노조조직률은 64.5%로 파업미발생 사업체의 평균 노조조직
률인 59.9%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민주노총 가입 사업체의 비중은 37.7%로
나타났는데, 특히 파업발생 사업체의 경우 그 비율은 75.3%에 달했다. 노무부
서가 인사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경우는 43.5%인데, 파업이 발생한 사
업체의 경우 그 비율은 51.6%로 평균을 상회했다. 반노조정책을 구사한다고 응
답한 비중은 3.1%였는데 파업이 발생한 사업체에서 그 비중은 6.5%로 전체 평
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20)
이제 식 (1), 식 (2)의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파업발생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겠다. 추정방법은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횡단면 자료와 마찬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는 pooled logit, 그리고 사업체의 미관측된 이질성과 설
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는 random effect 모형을 활용했다.
20) 이러한 수치는 인사․노무 담당자의 응답 값이므로 실제로 반노조정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을 가능성, 즉 underreporting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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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pooled logit 모형과 random effect 모형의 추정
결과는 계수값의 크기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부호나 통계적 유의도는 매
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주로 확률효과의 한계효과 크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우선 정보의 비대칭성이 파업발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의 효과가 발견된다. 즉 노측이 사측이 제시하는 경영정보에 대해 느끼
는 신뢰도가 한 단위(4점 척도 만점에서 1점 척도) 증가하면, 파업발생 확률을
1.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비대칭이 커질수록 파
업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경제학 이론의 예측과 부합한다.
노조집행부와 다른 노선을 갖는 의견그룹의 존재가 파업발생 확률에 미친 영
향은 그 계수값의 통계적 유의성도 없고, 크기도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 A-J 모
델의 예측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도화 가설과 관련하여, 임금교섭 시 사측과 노측에서 최초에 제시하는 임
금인상 제시율과 요구율 간의 격차는 파업발생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효과의 크기는 0.001로 절대적으로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구율과 제시율 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대략 파업이 발생할 확률을
1% 정도 높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정(+)의 영향력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변수들, 경영참여 정도나 고충처리 제도화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제도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된다고 할 것이다.
국내시장 경쟁정도도 파업발생 확률과의 통계적 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사업체의 기본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겠다. 우선
산업의 경우 기타산업을 기준변수로 했을 때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의 파
업발생 확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계효과의 크기로 볼 때 약
5.1%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동조합이 주로
포괄되어 있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의 파업발
생 확률이 높은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라도 판단된다. 사업체 규모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
는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파업발생 확률이 높음을 뜻한다.
노사관계 제도변수 및 노사 주체들의 행태요인 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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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파업발생 결정요인
변수명
경영정보 신뢰 정도
계파 있음(더미)
요구율․제시율 격차
경영참여 정도
고충처리 제도화 여부(더미)
국내시장 경쟁 정도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
전기․전자․정밀공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로그 사업체 규모
노조조직률
민주노총(더미)
노무부서 분리(더미)
반노조정책(더미)
더미(2007년)
더미(2009년)
더미(2011년)
상수항
2
R
Log likelihood
관측치 수

Pooled logit
계수값
한계효과
-0.620 ***
-0.022
-0.022
-0.001
0.071 ***
0.002
0.009
0.000
-0.173
-0.006
-0.086
-0.003
1.021
0.036
0.492
0.017
2.237 **
0.078
0.435
0.015
1.074
0.037
0.354
0.012
1.000
0.035
-0.033
-0.001
0.932
0.033
0.323 ***
0.011
1.332 **
0.046
1.647 ***
0.057
0.244
0.009
0.148
0.005
-0.243
-0.011
-1.533 ***
-0.047
-1.111 ***
-0.039
-6.015 ***
0.222
-299.591
2,201

Random effect
계수값
한계효과
-0.720 ***
-0.013
0.004
0.000
0.077 **
0.001
0.016
0.000
-0.182
-0.003
-0.101
-0.002
1.362
0.025
0.764
0.014
2.771 **
0.051
0.498
0.009
1.206
0.022
0.476
0.009
1.454
0.027
-0.087
-0.002
1.092
0.020
0.369 **
0.007
1.446 *
0.027
1.926 ***
0.035
-0.193
-0.004
0.004
0.000
-0.364
-0.010
-1.875 ***
-0.029
-1.371 ***
-0.025
-7.294 ***
-291.599
2,201(923group)

주 : 산업의 기준변수는 기타산업임.

노동조합 조직률은 분명하게 파업발생 확률을 높이고 있다. 한계효과의 크기로
판단해 보면, 노조조직률이 10% 높아지면 파업발생 확률이 27%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크다는 것은 노사 간의 임금 및
단체교섭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파업이란 수단을 통해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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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체는 파업발생 확률이 유의
하게 높았다.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한국노총 가맹노조 및
상급단체 비가맹 노조)에 비해 약 3.5%가량 파업발생 확률이 높았다. 이는 맹
목적인 노사협조주의를 배격하고 단체행동권의 활용을 활용 가능한 선택지
(option)로 적극 활용하는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사측의 노사관계 행태요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예컨대 노무부서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사업체나, 뚜렷하게
반노조정책을 구사하는 사업체가 파업발생 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파업성향을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과
2011년의 파업발생 확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앞의 국가 전체 차원에서 파
업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표본에서 발견되는 파업발
생 확률의 연도별 변화가 국가 통계에서의 경향성과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파업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사업체에서 파
업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파업은 어느 날 갑자기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누적되어 온 노동자들의 불만과 노사 간의 불신이
토대가 되어 특정한 계기(trigger)를 통해 발현된다. 따라서 파업은 노사관계의
적대적 성격이 그 배경이자 결정적 동인이 되기도 한다.
파업발생 결정요인의 추정 결과가 이러한 의미에서 일관성을 갖는지 검토해
보기 위해 종속변수만 노사관계의 적대성 여부로 바꾸어 동일한 방법론에 의한
추정을 다시 해보았다.22) 이때 전체 표본에서 적대적 노사관계라고 응답한 개
체수는 223개(10.1%)로 파업의 경우보다는 두 배 이상 많았다(부표 참조).
분석 결과, 파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적
21) 한 심사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조조직률은 파업발생과 부(-)
의 관계, 혹은 비선형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노조조
직률의 제곱항을 모형에 추가로 투입하였으나 노조조직률 및 노조조직률 제곱항 변수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 잠정적으로 노조조직률과 파업발생이
선형적 정(+)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밝힌다.
22) 노사관계의 적대성 여부는 사업체패널 설문에서 노사 양측에게 귀 사업체의 노사관계가
적대적인지를 묻는 5점 척도의 질문 중 노사 양측 중 한 측 이상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적대적 노사관계라고 규정하고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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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일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대적 노사관계에 놓일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변수들의 경우 서로 반대의 부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예컨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적대적 노사관계일 확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2005년에 비해 2007년, 2009년, 2011년의 노사관계가 더 적대적
일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물론 적대적 노사관계가 반드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해 가능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비록 파업의
발생확률 자체는 낮아지고 있지만 사업체에서 노사 간의 대립 자체가 사라지고
협조적인 노사타협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4차
연도 자료를 불균형패널자료로 구축하여 파업발생 확률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
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해보았다.
패널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로 보자면, 노측이 인식하는 사측 제공 경영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파업발생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학에서의 이론적 논의 및 일부 선행 실증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파업발생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제도화 가설과 관련하여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측의 최초요구율과 사측의 최
초제시율 간의 격차가 클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
참여 수준이나 고충처리의 제도화 같은 보다 직접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노사교섭의 관행이 덜 제도화된 경우 파업발생이 빈번
할 수 있다는 제도화 가설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해 준다.
사업체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기타산업을 기준변수로 했을 때, 가장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전투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금속․자동차․운송장
비업의 파업발생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통념과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또한 사업체 규모 역시 파업발생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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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제도적 배경이 되는 노사 주체의 특성 및 행태 요인들과 관련해
서는 사측의 행태변수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반면
노측의 경우,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민주노총 가입 사업체일수록 파
업발생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수록 파업을 통한
의견 관철이라는 합법적 옵션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중요시하고 단체행동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맹목적 노사
협조주의를 배격하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정체성은 개별 사업체의 노동조합 행
태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본 분석 결과의 함의는 사업체 단위에서 파업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분
명한 동시에 선택 가능한 옵션은 결국 노사 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양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뿐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본 논문은 파업발생 여부와 사업체의 여러 특성들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대
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파업발생의 결정요인을 패널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사업체의 여러 특성변수들을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
로 통제함으로써 추정 결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다음의 여러 가지 측
면에서 논문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우선 미시패널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파업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
들 중에서 정치적 교환이론과 같은 거시적이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검증은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최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반영하여 노사 주체의 행태적 요인이나 전략 등이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
으나 사측의 인사전략이나 고용전략과 같은 배경변수들을 포함한 주요 변수들
이 누락되어 모형의 완결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구체
적인 파업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에 입각한 사례연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업 자체가 매우 희귀한 사례라는 현
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사례에서 파업발
생이 차지하는 빈도가 너무 낮아 추정 결과의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 역시 완
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거의 최초로 파업발생 결정요인을 패널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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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탐색적 연구로서의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향
후 파업발생뿐 아니라 파업의 장기화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파업기간을 종속
변수로 하여 생존분석과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면 보다 입체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추가 연구를 통해 파업이라는 사회적 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설명과 해석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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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적대적 노사관계 결정요인
변수명
경영정보 신뢰 정도
계파 있음(더미)
요구율․제시율 격차
경영참여정도
고충처리 제도화 여부(더미)

Pooled logit
계수값

Random effect

한계효과

-0.385 ***

-0.032

계수값

한계효과

-0.389 ***

-0.030

0.129

0.011

0.126

0.010

-0.021

-0.002

-0.020

-0.002

0.031 ***

0.003

0.033 ***

0.003

-0.095

-0.008

-0.109

-0.008

0.056

0.005

0.052

0.004

-0.251

-0.021

-0.284

-0.022

화학공업

0.339

0.029

0.320

0.024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

0.036

0.003

-0.016

-0.001

전기․전자․정밀공업

0.220

0.019

0.210

0.016

건설업

0.566

0.048

0.575

0.044

개인서비스업

-0.585

-0.049

-0.647

-0.049

유통서비스업

0.252

0.021

0.246

0.019

사업서비스업

-0.337

-0.028

-0.378

-0.029

사회서비스업

-0.421

-0.036

-0.480

-0.037

로그사업체규모

-0.135 *

-0.011

-0.148 *

-0.011

노조조직률

0.558

0.047

0.577

0.044

민주노총(더미)

0.696 ***

0.059

0.741 ***

0.056

노무부서 분리(더미)

0.069

0.006

반노조정책(더미)

1.612 ***

0.136

1.724 ***

0.131

더미(2007년)

0.569 ***

0.043

0.588 ***

0.040

더미(2009년)

0.408 *

0.029

0.425 *

0.027

더미(2011년)

0.798 ***

0.066

0.823 ***

0.061

-2.191 ***

-

-2.239 ***

-

국내시장 경쟁 정도
경공업

상수항
2

R

Log likelihood
관측치 수
주 : 산업의 기준변수는 기타산업임.

-0.071

-0.005

0.086

-

-659.912

-658.813

2,201

2,201(923group)

86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2호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Strikes : A Panel Data Analysis
Jungwoo Kim․Minsu Song
Using the 2005, 2007, 2009, and 2011 waves of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we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strike with pooled logit,
and random effect models.
The result shows that the higher informational asymmetries, and the lower
level of trust between union and management w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trike activity. Also, the labor union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union
density and the K.C.T.U(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value in predicting strike incidence.
These findings support the hypothesis of an Asymmetric Information Model
and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obvious
precaution of strike activity is to build trust and decrease the information
gap in union-management relations.
Keywords : labor union, strike, information asymmetry, resource mobilization,
pane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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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정책과제로 부상한 것은 1998년 IMF 경제위
기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근로조건의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비정
규직 문제는 2000년대 들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속적
으로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어 왔고 그 결과 중 하나로 2007년부터 비정규직 근로
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보호법1)이
시행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
자의 사용기간 제한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2)이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비
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3) 새로운 정책방안에 대한 모색과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및 차별시정제도 적
용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차별시정제도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차별시정 신청 감소와 함께 정규직과 비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
동위원회법」이 이에 해당한다.
2) 차별금지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 시기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은 공
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10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되었고, 10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제외)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부터 실시되었다.
3)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통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2001년
63%에서 2013년 49.4%로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정규직 분
류방식의 변화로 나타난 것으로 실제로는 비정규직 규모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김유
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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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간의 임금 등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4) 그러나 차별시정 신청 감소는 정책 작동으로 인해 노동시장 내
차별적 요소가 없어지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임금격차는 산업 및 노동시장 구
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현상만으로 제도의 실
효성을 진단하는 것은 제한된다. 결국 차별시정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는 제도 시행 전후의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변화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시정제도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조조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한다. 차별처우 금지 영역의 핵심은 임금이며 이는 다른 근로조건에 비해 식
별이 용이하다. 특히 절대적인 임금수준보다는 임금구성을 분석하는 것이 근로
자별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가 보다 용이하며 실제 차별시정 조치도 임금수준
보다는 임금구성 항목의 포함 여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이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을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구
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근로환경조사 1차(2006) 자료와
2차(2010) 자료를 사용한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한정
되어 적용된다. 즉 2007년을 전후로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과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인 정규직과 특정 비정규직 근로자(특수, 용역, 일용직), 그
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집단 간 근로
자의 임금구성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효과를 도출한다.

4) 차별시정사건 접수건수를 보면 2008년을 제외하면 연간 100건 내외이다. 오히려 비정규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된 2011년에 접수건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별시정사건 접수건수 추이>
접수건수

2007. 7～1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86

1,966

100

199

93

101

103

18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http://www.nl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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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특히
차별시정제도를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
용할 기초자료를 소개하고 주요 기술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자료와 변수의 특성
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어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제Ⅳ장에
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효과를 분석한 연구 중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춘 비정규직
기간제한에 대한 연구(이병희, 2009; 남재량․박기성, 2010; 유경준․강창희, 2013)
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차별시정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도는 적극적 조치라고 불리
는 Affirmative Action(AA)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제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고
용(Leonard, 1984, Holzer and Neumark, 2000), 기업성과(Holzer and Neumark,
2006), 구성원 인식(Unzueta, et al., 2008) 등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와 인적자본
투자 축소(Coate and Loury, 1993), 기업비용 상승(Griffin, 1992), 낙인효과
(stigma) 발생(Murray, 1994), 집단 간 갈등 유발(Murray, 1994; Yates, 1994)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들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법학 연구에서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차별시정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행동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되나 이
러한 자료의 확보는 제한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운영에
한정하여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논의되었다. 강성태(2008)는 차별시정 건
수의 변화를 통해서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차별시
정제도 효과가 미약하며 그 원인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신청 기피, 낮
은 보상금액, 임금 지급 이외의 근로조건 개선 내용은 시정명령에 포함되어 있
지 않는 점, 구제신청 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조용만(2012)은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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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
적하고,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을 하였더라도 차별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박종희․강선희(2012)는 비정규 차별시정 신청 사건의 특징을 네 가지로 진단
하였다. 첫째, 차별시정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 둘째, 시정명령을 내리는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아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차별적 행위로부터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사건 수에 비하여
신청한 근로자 수가 많고, 그것도 동일한 사업장과 특정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넷째, 재직 중인 근로자는 주로 집단적인 시정 신청을 하며,
개별적인 시정 신청을 하는 근로자는 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자들이라는 점
이다.
직접적으로 차별시정제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제학 분야에서도 고용형태
에 따라 나타나는 차별 문제를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5) 특히 정규직과 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안주엽(2001)은 전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임금격차 요
인을 분해하였다. 김용민․박기성(2006)은 2003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
차를 추정하였다. 남재량(2007)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를 분석한
연구들은 지속되고 있다(김선애․김진영, 2011; 이인재, 2011).
차별시정제도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는 사업체패널조사 1,
2차년도 자료와 차별시정제도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5)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특정 그룹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능력에 따
른 보장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Becker, 1971). 이때의 특정 그룹을
경제적 소수자(economic minority)라고 하며,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소수자로는 여성, 장
애인, 고령자 등을 들 수 있다. 즉, 노동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서 육체적으
로나 정신적 능력에서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나, 외견상 구별되는 특성(성, 인종,
민족 등)으로 인해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경우를 노동시장 차별로 정의한다. 최근에는 개
인의 인구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형태 등에 따른 구조적인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유경준․황수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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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착안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최형재(2011)의 연구가 있다. 분석
결과 임금은 물론 연차휴가 및 4대 보험제도 등 다양한 복리후생 분야에서 유
의한 차별시정제도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
구는 차별시정제도가 공공기업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된 시점에서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효과 확인이 제한된다. 또한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과 그렇
지 않은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식별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고 차별시정제도
의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Ⅲ.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차별시정제도가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KWCS) 1차(2006년), 2차(201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6) 본 자료는 전
국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7)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고용형태, 직종, 업종, 위험
요인노출, 고용안정 등 근로환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료
6) 한국근로환경조사는 1991년부터 4∼5년마다 진행된 유럽의 취업자 근로환경 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 EWCS)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전국의 취업자를 대상
으로 근로환경을 조사하여 직업 및 업종별 위험요인에의 노출 정도 내지 고용형태별 위험
요인에의 노출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조사는 2006년에 시작하여 4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조사 모집단인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
조사구에서 표본 가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가구 내에서 취업자 기준에 부합되는 자로 선정
하며, 조사방법은 전문면접원의 가구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이다. 설문 항목은 작업
환경, 작업특성, 작업조직, 작업시간, 조직의 의사소통, 사회심리적 요인, 건강영향지표, 직
업에 대한 만족도, 흡연 및 음주, 인구학적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는 10,043
명, 2010년에는 10,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이용관, 2015).
7) 조사대상자는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로 취업자 기준은 조사대상 시
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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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형태에 대한 다양한 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고용형태 구분이 가능한
데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구성8)을 식별할 수 있어 차별시정제도가 임금
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분석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령을 65세 이하9)로 제한했으며, 실질
적으로 차별시정제도에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피고용자) 표본만을 사용하였
다. 또한 산업 중 농업 및 임업과 어업, 자기소비활동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에 한정된 법이기 때문에 차별시정제도 적용도 이들 유형의 근로자로 한정되며,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용․임시직 근
로자에게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분석 자료에서 제공하는 임금근
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1(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비정규
직 2(용역, 특수, 일용․임시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에서 고용형
태별 표본 추출은 <표 1>과 같이 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진행하였다.
<표 1> 고용형태 분류
단계
조사 항목
1 귀하는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
귀하의 주된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로 정해
2
진 것입니까?
귀하는 임금(급여)을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
3
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
귀하의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4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건설일용근로자, 간병인 등)
귀하의 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
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
5
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기사 등)

고용형태 판별
정했음 : 비정규직
시간제 : 비정규직
파견업체 : 비정규직 1
용역업체 : 비정규직 2
예 : 비정규직 2

예 : 비정규직 2

8) 본 조사는 임금구성 항목은 기본급, 개인성과급, 초과근무수당, 위험수당, 휴일수당, 기타
수당, 조직성과급, 회사배당금, 다른 종류 혜택,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9) 비정규직 근로자 2년 사용 제한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소정시간 15시간 미만 근무자
등은 예외 적용되나 동일업무ㆍ동일처우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
구학적 특징에 따른 예외조항은 없다. 다만 2006년 조사는 분석대상의 연령을 65세 이
하로 제한을 둔 반면, 2010년에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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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료의 사회인구학적 기초통계량
2006

2010

남성(%)
연령(세)
근속연수(연)
소득
학 중졸 이하
력 고졸
(%) 대졸 이상

56.84
38.67
6.36
4.34
13.17
40.63

59.60
38.00
6.83
4.64
9.04
39.72

비정규직
1
2
44.59 55.19
38.09 43.93
4.14
6.28
3.51
3.53
17.71 33.84
43.76 42.35

46.21

51.24

38.53

지 서울
역 광역시
(%) 기타

22.58
26.22

24.22
25.42

20.58
25.46

51.20

50.36

53.96

52.94

51.41

관측치 수

6,803

4,929

989

885

5,613

전체

정규직

57.74
39.40
5.66
4.73
10.41
43.09

62.22
38.72
6.52
5.14
6.22
39.50

비정규직
1
2
42.57 57.19
39.04 43.78
2.76
5.55
3.38
4.60
18.64 20.43
49.56 52.58

23.81

46.51

54.28

31.81

26.99

14.59
32.47

22.20
26.39

20.96
27.55

30.18
19.59

16.31
30.82

51.49

50.22

52.87

3,769

1,083

761

전체

정규직

우선 고용기간 계약과 근로시간 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후
비정규직 중 용역, 특수근무, 일용직 조사 항목에 적용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
2로 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비정규직 1로 분류하였다.
<표 2>는 근로환경조사의 연도별 사회인구학적 기초통계량으로 각 항목의
연도별 평균과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두 조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전체
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남성
근로자의 비중은 약 56.8～57.7%, 평균연령은 약 38.7～39.7세로 안정적인 경
향을 보인다. 근속연수는 6.36년에서 5.66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2007년부터 도입된 비정규직 사용 2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비정규직 1 유형
의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소득
과 학력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분포는 거
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 3>
과 같이 2006년과 2010년 자료에서 제공하는 공통 임금구성 항목 중 고정된
기본급여를 제외한 네 가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종속변수는 임금구성
여부에 따라 포함되면 1을 포함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도록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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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속변수 구성
설문 문항 및 재구성

“귀하의 주된 일을 통해 얻는 수입에는 다음 중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인성과급

성과급 : 포함됨 1(=1) 포함안 됨 2(=0)

조직성과급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따른 성과급 : 포함됨 1(=1) 포함안 됨 2(=0)

초과근무수당

초과연장근무 수당 및 잔업수당 : 포함됨 1(=1) 포함안 됨 2(=0)

휴일근무수당

휴일수당 및 특근수당 : 포함됨 1(=1) 포함안 됨 2(=0)

<표 4>는 집단별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이다. 우선 전체 근로자를 보면, 임
금구성에 개인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는 28%, 조직성과급은 17%, 초
과근무수당은 35%, 휴일근무수당은 26%로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임금에 개인성과급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조직성과급, 초과 및 휴
일근무수당은 반대 양상이 보인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대
상인 비정규직 1 유형의 근로자인 경우 전반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임금구성 항
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
가 크거나 산업이 제조업 분야일 경우 임금구성 항목이 많아진다. 직업별로 보
면 성과급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가,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은 기능직
과 장치조작조립직 종사자가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시간 경과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금항목의 변화를 보면 모든 고용형태에서 개인성과급을 받을 가
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조직성과급 및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감소한다.
특이한 것이 비정규직 1은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개인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은
작게 증가하는 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2는 증가하나 비정
규직 1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사업체 규모별 임금 항
목의 변화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개인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
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감소한다. 다른 임금 항목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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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임금구성 항목에 대한 기초통계량

전체
연도
2006
2010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1
비정규직 2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5～99인
100인 이상
산업분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직업분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장기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
5인 이상
정규직(2006)
정규직(2010)
비정규직 1(2006)
비정규직 1(2010)
비정규직 2(2006)
비정규직 2(2010)
5인 미만
비정규직 1(2006)
비정규직 1(2010)
관측치 수

개인성과급
M
SD
0.28
0.45

조직성과급
M
SD
0.17
0.37

초과근무수당
M
SD
0.35
0.48

휴일근무수당
M
SD
0.26
0.44

0.19
0.38

0.39
0.49

0.22
0.10

0.42
0.31

0.37
0.33

0.48
0.47

0.29
0.22

0.46
0.41

0.28
0.21
0.41

0.45
0.40
0.49

0.20
0.09
0.09

0.40
0.29
0.28

0.39
0.27
0.21

0.49
0.44
0.40

0.30
0.19
0.13

0.46
0.39
0.34

0.20
0.28
0.35

0.40
0.45
0.48

0.05
0.12
0.33

0.22
0.32
0.47

0.13
0.32
0.53

0.33
0.47
0.50

0.07
0.22
0.44

0.25
0.42
0.50

0.30
0.24
0.24
0.28

0.46
0.43
0.43
0.45

0.26
0.26
0.12
0.14

0.44
0.44
0.33
0.34

0.53
0.39
0.29
0.29

0.50
0.49
0.45
0.45

0.43
0.35
0.17
0.20

0.50
0.48
0.37
0.40

0.39
0.31
0.33
0.14
0.44
0.15
0.25
0.31
0.16

0.49
0.46
0.47
0.35
0.50
0.36
0.43
0.46
0.36

0.25
0.20
0.24
0.09
0.15
0.07
0.14
0.21
0.05

0.43
0.40
0.43
0.29
0.35
0.25
0.35
0.41
0.23

0.37
0.37
0.36
0.25
0.18
0.23
0.43
0.58
0.25

0.48
0.48
0.48
0.43
0.39
0.42
0.49
0.49
0.43

0.24
0.27
0.29
0.19
0.12
0.26
0.30
0.46
0.17

0.43
0.44
0.45
0.39
0.33
0.44
0.46
0.50
0.37

0.16
0.48
0.19
0.26
0.37
0.51

0.36
0.50
0.39
0.44
0.48
0.34

0.28
0.15
0.15
0.08
0.13
0.06

0.45
0.36
0.36
0.27
0.50
0.25

0.43
0.45
0.35
0.27
0.22
0.25

0.50
0.50
0.48
0.44
0.41
0.43

0.36
0.31
0.29
0.18
0.16
0.15

0.48
0.46
0.45
0.39
0.36
0.36

0.17
0.38
0.13
0.33
12,416

0.03
0.17
0.02
0.15
12,416

0.18
0.39
0.09
0.29
12,416

0.08
0.27
0.02
0.15
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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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인
이라면 비정규직의 임금구성의 변화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뿐만 아니라 해당 근무 방식, 의식 변화, 기타 제도
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한 통상적인 계량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근로자  의 임금구성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는 근로자  에
게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는지를 표시하는 더미변수, 는 근로
자  가 속한 기업 환경의 특성변수들의 벡터이고 는 모형의 오차항이다. 본
모형에서  는 차별시정제도 도입이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다. 차별시정제도의 내용과 분석 자료를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전후로 고용형태
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삼중차감
추정법(triple-difference estimation method)을 이용할 수 있다(Lee and Lee,
2014). 즉 자료가 가용한 범위인 2006년과 2010년을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시
기(pre-treatment period)와 적용받은 시기(post-treatment period)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별시정제도가 고용형태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차별
시정제도가 적용되는 집단에는 1, 그렇지 않은 집단에는 0을 부여하였으며, 이
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를 적용하여 식 (1)을 재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     

(2)

98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2호

<표 5>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유형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006
미적용(0)
고용
형태

정규직(계약 없이 고용지속 가능)

통제집단

비정규직 1(기간제, 단시간, 파견)

처리집단

비정규직 2(특수, 용역, 임시일용직)

통제집단

사업체 5인 이상 사업체(비정규직 1)
규모 5인 미만 사업체(비정규직 1)

통제집단
통제집단

2010
적용(1)

미적용(0)
통제집단

처리집단
통제집단
처리집단
통제집단

여기서 는 근로자  의 임금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임금 항목이
포함되면 1, 포함되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나는 더미변수이다. 는 근로자  의
고용형태(정규직 및 비정규직 2=0, 비정규직 1=1)를, 는 근로자  의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5인 미만=0, 5인 이상=1)를 나타내며, 는 연도(2006=0, 2010=1)
이다. 는 근로자  의 인구통계 및 기업환경을 나타내는 특성변수들의 벡터로
근로자의 성, 연령, 근속연수, 교육수준, 소득수준, 산업, 직업,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근무형태 변수인 교대제 여부, 순환제 여부와 근무지 유형, 근로시
간도 통제한다. 는 모형의 오차항이다. 본 모형에서 삼중교차항의 계수 값 
은 차별시정제도가 종사자 5인 이상을 가진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1 유
형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다.
삼중차감추정법을 활용한 식 (2)의 계수 값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개의 식으로 도출된다.
                               (3)
                               (4)
                               (5)

식 (3)은 비정규직 1 유형 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구성 차
를 나타낸다. 식 (4)는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시정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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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며, 식 (5)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시정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구성 차를 나

 로 식 (2)의 삼중교차
타낸다. 세 식의 전후의 차를 비교하면 (3)–(4)–(5)  
항의 계수 값이 도출된다.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종속변수가 더미변수이고 교차항을 사용하므로
OLS를 통해 추정하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한다.10)
결과에 나타나는 계수 값들은 각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른 각 임금구성 항목의
포함 가능성(확률)의 변화를 표시한다.

Ⅳ. 분석 결과

본 장의 모든 회귀분석은 위의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연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성, 연령, 근속연수, 교육수준, 소득수준, 산업,
직업, 지역, 교대제 여부, 순환제 여부, 근무지 유형, 근로시간을 통제하였다. 결
과에서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와 *은
각각 5%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회귀분
석에서는 조사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산업, 사업체 규모, 직업, 지역단위에서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사용하여 강건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표 6>은 차별시정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한 결과로 개인성과급, 조직성과급,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포함 여부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차별시정제도 도입 후 비정규직 1 유
형 근로자의 임금구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비정규직 1×5인 이상×2010의 계
수 값을 보면 개인성과급의 경우 포함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10) Angrist(2001)는 제한적 종속변수(Limited dependent variable)를 분석할 경우 단순한
분석 전략이 보다 유용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설명변수가 더미변수인 경우
2SLS 분석을 하면 프로빗 모형과 로짓 모형보다는 선형확률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일치
추정치를 도출하는 데 안전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Ai and Norton(2003)은 많은 연
구에서 교차항을 사용하는 프로빗 모형의 한계효과를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밝
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중차감모형을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차항 계수 값을
한계효과로서 간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선형확률모형을 이용한다(이용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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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별시정제도 도입이 제도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임금구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형태별로 해당 직무 및 작업 내
용을 구분하는 기업의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이 용이해지
고 차별시정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11) 반면 유의미한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조직성과급과 휴일근무수당
은 양(+)의 값을, 초과근무수당은 음(-)의 값을 가지는데 조직성과급은 해당 조
직(팀)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며, 초과 및 휴일근무는 근로시간과 일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이들 임금 항목은 직무 및 작업 내용의 구분만으로 해당 근로
자의 임금구성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
다. 그럼에도 <표 4>의 고용형태별 임금구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에서 확인했듯
이 여전히 이러한 임금 항목들도 정규직에 비해 포함되는 수준이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12)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 학력 등 개인의 특징이 임금구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소득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임금구성에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

11) 차별시정제도를 분석한 연구들은 기업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및 작업 내용 분리
를 통해 비정규직의 제도 활용에 대응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오기택 외(2008)는 기업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화되는데 이는 비
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금지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확보해야
하는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비정규직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개
인의 능력에 따라 담당할 수 있었던 업무들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금지라는
조항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경준 외(2009)는 비정규직법 시
행과 관련하여 기업 측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기업 내 직군 간 차별로 내부화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박옥주․송승영(2012)도 기업의 차별시정
제도 대응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제
시하고 있다.
12) 이상의 결과는 통제집단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차별시정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일부 특
정 비정규직도 활용하였다. 그러나 설문 문항을 통해 비정규직을 구분했기 때문에 다소
식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 2 유형은 다양한 제도
적 장치의 작동이 제한되는 영역이며 조직보다는 개인단위로 보다 유연하게 작업이 이루
어지는 고용형태이다. 이에 통제집단에서 비정규직 2 유형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차별시정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정규직 2 유형을 고려했을 경우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는
초과근무수당의 계수 값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부록>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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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차별시정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
비정규직 1
비정규직 2

5인 이상
연도(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
비정규직 1×2010

5인 이상×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2010
여성
연령
2

연령
고졸

대졸 이상

100만~199만 원
200만~299만 원
300만 원 이상
공공부문
기타부문
교대제
순환제

R-squared

개인성과급 조직성과급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0.003
-0.059***
0.041
0.029
(0.041)
(0.023)
(0.043)
(0.035)
0.161***
-0.036***
-0.080***
-0.050***
(0.024)
(0.011)
(0.017)
(0.015)
-0.115***
0.073***
0.121***
0.144***
(0.026)
(0.015)
(0.021)
(0.020)
-0.029
-0.084***
-0.040*
-0.010
(0.027)
(0.014)
(0.023)
(0.019)
0.070
-0.001
-0.043
-0.023
(0.044)
(0.028)
(0.048)
(0.039)
-0.020
0.090***
-0.057
-0.045
(0.047)
(0.024)
(0.044)
(0.037)
0.278***
-0.077***
0.040
-0.053**
(0.033)
(0.018)
(0.027)
(0.024)
-0.143**
0.005
-0.022
0.012
(0.056)
(0.033)
(0.057)
(0.046)
-0.001
0.004
-0.009
-0.007
(0.012)
(0.010)
(0.012)
(0.012)
0.013***
-0.003
0.002
0.003
(0.003)
(0.003)
(0.004)
(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9
0.012
-0.010
0.013
(0.015)
(0.011)
(0.018)
(0.013)
0.042**
0.040***
-0.033
0.001
(0.019)
(0.015)
(0.023)
(0.019)
0.081***
0.053***
0.082***
0.079***
(0.014)
(0.009)
(0.016)
(0.014)
0.168***
0.123***
0.165***
0.130***
(0.019)
(0.015)
(0.021)
(0.018)
0.265***
0.261***
0.202***
0.179***
(0.022)
(0.022)
(0.022)
(0.021)
-0.033*
0.007
0.186***
0.122***
(0.017)
(0.016)
(0.028)
(0.020)
0.026
-0.009
0.038
-0.002
(0.031)
(0.016)
(0.025)
(0.018)
0.022
0.043**
0.132***
0.132***
(0.018)
(0.022)
(0.024)
(0.019)
-0.008
0.062***
0.124***
0.126***
(0.015)
(0.016)
(0.019)
(0.018)
0.194
0.170
0.173
0.164

주 : 2006년, 2010년 근로환경조사의 임금근로자 12,416명을 분석한 결과임. 모든 추
정에는 조사 가중치가 사용되었으며, ( ) 안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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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구
성에 개인성과급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의 포함
가능성은 높게 나타나 전형적인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 조직의 임금체계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근무형태별로 보면, 교대제, 순환제 근로자의 경우 조직성과급,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이 임금구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제도, 근무형태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에 종사하
는 근로자들과 교대제 및 순환제 근로자들이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가
능성이 높다. 즉 이들 유형의 근로자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기준(법정) 근로시
간이 감소하면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특성에 의한 차별은 주로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을 통해 나타난다. <표 7>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여성, 청년층(35세 이하), 고졸 이하, 근속연수 2년 미만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본별 분석 결과를 전체 표본과 비교하면
각 계수 값(비정규직 1×5인 이상×2010)이 조정될 뿐만 아니라 일부 표본에서
는 부호와 유의성까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개인성과급의 계수 값이 전체 표본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김태홍, 2013)를 고려할 때 직무 및 작업 내용 구
분을 통한 추가적인 임금차별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나 조직성과급의 부호가 전체 표본과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데
다가 조직단위 성과급을 제공하는 기업체에 고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된다. 이러한 성별 임금구성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13)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는 일
반적으로 연령, 학력, 경력 등에 의해 임금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14) 35세 미만
인 근로자의 경우 개인성과급의 계수 값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성, 학력 등에
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는 39%(2010년 기준)로
OECD 회원국 평균 성별 임금격차(15%)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
14) 임금차별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 연령이 적어질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금격차가
심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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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집단별 분석 결과
개인성과급

조직성과급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0.016
(0.044)
0.202***
(0.032)
-0.090***
(0.031)
-0.056**
(0.028)
0.097*
(0.052)
0.018
(0.047)
0.223***
(0.037)
-0.125*
(0.066)

-0.060***
(0.021)
-0.038**
(0.016)
0.062***
(0.019)
-0.068***
(0.014)
0.005
(0.029)
0.098***
(0.025)
-0.046**
(0.023)
-0.033
(0.038)

성별(여성) 4,915
비정규직 1
비정규직 2

5인 이상
연도(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
비정규직 1×2010

5인 이상×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2010

0.064
(0.054)
-0.071***
(0.025)
0.135***
(0.029)
-0.042
(0.027)
-0.086
(0.060)
-0.070
(0.052)
0.016
(0.034)
-0.005
(0.071)

0.049*
(0.029)
-0.023
(0.020)
0.128***
(0.024)
-0.007
(0.023)
-0.020
(0.039)
-0.037
(0.030)
-0.049
(0.030)
0.012
(0.048)

연령(35세 미만) 4,442
비정규직 1
비정규직 2

5인 이상
연도(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
비정규직 1×2010

5인 이상×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2010

-0.051

-0.073*

0.098

0.104

(0.054)

(0.038)

(0.084)

(0.077)

0.179***

-0.021

-0.026

-0.041

(0.035)

(0.021)

(0.031)

(0.027)

-0.116***

0.078**

0.145***

0.156***

(0.037)

(0.030)

(0.031)

(0.030)

-0.007

-0.113***

-0.052

-0.039

(0.046)

(0.029)

(0.033)

(0.029)

0.103*

-0.006

-0.058

-0.034

(0.060)

(0.045)

(0.091)

(0.083)

0.033

0.118***

-0.150

-0.090

(0.076)

(0.040)

(0.093)

(0.079)

0.287***

-0.089***

0.031

-0.048

(0.053)

(0.033)

(0.041)

(0.036)

-0.226**

0.023

0.025

-0.004

(0.089)

(0.057)

(0.109)

(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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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계속
개인성과급

조직성과급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학력(고졸 이하) 6,881
비정규직 1
비정규직 2

5인 이상
연도(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
비정규직 1×2010

5인 이상×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2010

0.000

-0.046*

0.021

0.031

(0.039)

(0.027)

(0.051)

(0.042)

0.140***

-0.054***

-0.096***

-0.057***

(0.026)

(0.013)

(0.021)

(0.018)

-0.104***

0.065***

0.120***

0.159***

(0.031)

(0.018)

(0.026)

(0.026)

-0.063**

-0.067***

-0.057**

-0.018

(0.028)

(0.016)

(0.026)

(0.020)

0.055

-0.038

-0.045

-0.056

(0.045)

(0.032)

(0.060)

(0.050)

0.003

0.054*

-0.032

-0.044

(0.048)

(0.027)

(0.048)

(0.042)

0.230***

-0.080***

0.029

-0.080***

(0.038)

(0.022)

(0.033)

(0.029)

-0.111*

0.066*

-0.015

0.051

(0.058)

(0.037)

(0.066)

(0.055)

-0.018
(0.050)
0.156***
(0.031)
-0.053
(0.036)
-0.024
(0.039)
0.038
(0.056)
0.012
(0.065)
0.144***
(0.047)
-0.074
(0.082)

-0.054**
(0.027)
-0.030*
(0.017)
0.039
(0.025)
-0.083***
(0.023)
-0.006
(0.033)
0.086***
(0.029)
-0.024
(0.029)
-0.022
(0.039)

0.086
(0.074)
-0.015
(0.030)
0.089***
(0.033)
-0.073**
(0.036)
-0.004
(0.080)
-0.048
(0.072)
0.052
(0.046)
-0.053
(0.091)

0.069
(0.059)
0.004
(0.027)
0.074***
(0.027)
-0.038
(0.028)
0.028
(0.067)
-0.038
(0.062)
-0.003
(0.037)
-0.056
(0.074)

근속연수(2년 이하) 3,632
비정규직 1
비정규직 2

5인 이상
연도(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
비정규직 1×2010

5인 이상×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2010

주 : 2006년, 2010년 근로환경조사의 임금근로자를 분석한 결과임. 모든 추정에는 조사 가
중치가 사용되었으며, ( ) 안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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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적기 때문에 연령이 노동시장에 격차를 유
발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은 연령과도 연계성이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15) 즉 학력이 낮은 근로자의 경
우 중장년층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자이거나 직급도 높을 가
능성이 존재하므로 개인성과급에 대한 계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직성과급의 경우는 오히려 포함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직무
및 작업내용의 구분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구성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2년 사용제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근
속연수 2년 미만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임금구성 항목에
대해 계수가 음(-)의 값을 갖지만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비
정규직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이므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기업은 해당
고용기간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표면적인 차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존
재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규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성과급
등이 임금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차별시정제도가 시
기별로 특정 고용형태 및 사업체 규모에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삼중차감추정
법과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구성을 관측할 수 있는 한국근로
환경조사(KWCS) 1, 2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임금에 개인성과급이 포함될 가
능성이 축소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형태별로 해당
직무 및 작업 내용을 구분했고 이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
이 심화되었다는 기존 논의들을 방증한다. 반면 조직성과급과 초과 및 휴일근
15) 연령별․학력별 표본 분포를 보면 35세 미만에서는 고졸 이하 학력 근로자가 42.5%에
불과한 반면 36세 이상에서는 62.6%이다.

106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2호

무수당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조직성과급은 해당 조직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며, 초과 및 휴일근무는 근로시간 및 일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 임금 항목은 직무 및 작업 내용의 구분만으로 해당 근로
자의 임금구성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층에서는 더
심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성, 학력 등에 비해 연령 차별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고용형태에 대한 다양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용형태 구분이 가능한데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구성을 식별할 수
있어 차별시정제도가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합함에도 불구하
고 자료가 가진 특징으로 인해 분석상의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자료의 조사가
4년 주기로 시행되기 때문에 2개 연도(2006년, 2010년)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
석하여 도입 이전 또는 도입 이후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러한 내용
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사업체 규모로 처리집단을 구분하여 삼
중차감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종속변수가 비연속적인 지표 변수이기 때문
에 패널자료를 사용해야 실제 근로자의 임금구성의 변화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화 요인들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특히 횡단면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차별시정제도의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관측되
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서 제공하는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징,
고용형태 특징, 근무여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일환으로 진행된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제도
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차별시정제도가 전면 시행된 상황에서
제도 적용 집단을 고용형태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결과
의 정교성을 높이고 집단별 제도 도입 효과도 제시하였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법제도들도 기
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동유연화의 가속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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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업의 노동비용 축소 노력이 강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특성별 차
별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
해 정책당국은 법제도 개정 및 강화 등을 통해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실질적인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별 차별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마련 및 확대와 함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법제도를 평가․개선하고 기업의 차별시정 노력이 유도될 수 있는 유인
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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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기타 비정규직(비정규직 2)근로자 유형을 제외한 효과 분석
비정규직 1

5인 이상
연도(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
비정규직 1×2010

5인 이상×2010
비정규직 1×5인 이상×2010
여성
연령
연령2
고졸
대졸 이상

100만~199만 원
200만~299만 원
300만 원 이상
공공부문
기타부문
교대제
순환제

R-squared

개인성과급
-0.023
(0.042)
-0.150***
(0.028)
-0.041
(0.029)
0.104**
(0.045)
-0.003
(0.048)
0.318***
(0.035)
-0.193***
(0.057)
-0.006
(0.012)
0.010***
(0.003)
-0.000***
(0.000)
0.007
(0.014)
0.038*
(0.020)
0.076***
(0.014)
0.162***
(0.019)
0.260***
(0.022)
-0.020
(0.018)
0.022
(0.027)
0.031*
(0.019)
0.003
(0.016)
0.185

조직성과급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0.059**
0.053
0.048
(0.026)
(0.045)
(0.035)
0.076***
0.130***
0.160***
(0.018)
(0.024)
(0.021)
-0.092***
-0.049**
-0.011
(0.017)
(0.024)
(0.020)
-0.005
-0.054
-0.041
(0.030)
(0.049)
(0.040)
0.098***
-0.049
-0.042
(0.027)
(0.045)
(0.038)
-0.075***
0.050*
-0.057**
(0.021)
(0.030)
(0.025)
0.003
-0.032
0.014
(0.035)
(0.058)
(0.047)
0.003
-0.009
-0.010
(0.011)
(0.013)
(0.013)
-0.002
0.002
0.003
(0.003)
(0.004)
(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14
-0.010
0.017
(0.013)
(0.023)
(0.014)
0.034*
-0.038
0.004
(0.018)
(0.027)
(0.020)
0.055***
0.098***
0.096***
(0.011)
(0.018)
(0.016)
0.129***
0.180***
0.144***
(0.017)
(0.023)
(0.020)
0.268***
0.225***
0.197***
(0.024)
(0.024)
(0.022)
0.010
0.181***
0.123***
(0.017)
(0.028)
(0.022)
-0.007
0.054*
-0.003
(0.018)
(0.028)
(0.020)
0.047**
0.128***
0.132***
(0.022)
(0.025)
(0.019)
0.059***
0.126***
0.120***
(0.016)
(0.019)
(0.018)
0.170
0.168
0.161

주 : 2006년, 2010년 근로환경조사의 임금근로자 10,770명을 분석한 결과임. 모든 추정
에는 조사가중치가 사용되었으며, ( ) 안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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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Impact of Anti-discrimination Procedure on
the Wage Structure for Irregular Employees
Yong-Kwan Le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anti-discrimination procedure that is part of
irregular employees’ protection law impacts on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s(wage structure) of irregular employees. Since the anti-discrimination
procedure applies to at different times by employ types and establishment
size from 2007 to 2009, I exploit Korea Working Conditions Survey(KWCS)
and triple-difference(DDD) estimation method. I finds that in irregular
employees are likely to reduce individual incentives in wage structure after
enforce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procedure. Also age-specific(youth
worker) discrimination has been shown to worsen. This is interpreted as a
phenomenon that appears as increase of enticement for corporations to
differentiate position and job description itself of irregular employment due
to the introduction of system. This study proposes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condition of employees but also the possibility of corporate behavior
chang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abor policies.
Keywords : irregular employees, anti-discrimination procedure, wage structure,
korea working conditions survey, triple-difference(DDD) estimation
method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에 대한 실태 분석:2013년도 발간 보고서를 중심으로(이정원· 정선욱) 

노
1)

동 정 책 연 구

2015. 제15권 제2호 pp.113~144
한 국 노 동 연 구 원

113

연 구 논 문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에 대한 실태 분석 :
2013년도 발간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 정 원**
정 선 욱***

본 논문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노동/인권 분야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국내 노사관계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항목들이 실제 어떻게 다뤄지고 있
는가는 현실적인 궁금함의 대상이다. 기존 문헌 분석 결과, 영어권 문헌은 주
로 ‘영미권 국가’에서 발간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 왔다. 국내 문헌의 경우, 최근 들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지만 노동/인권 분야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고, 또한 공개수준(disclosure
level)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2013년도에 발간된 173개 보고서 중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 G3 또는 G3.1
을 작성기준으로 따르는 126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항목의 공개수준을 분석한 결과, 노동보다 인권 항목의 공개수준이 낮았고,
두 항목에 공통적으로 내부변이(internal variation)가 크다는 것을 밝혔다. 구
체적으로, 노동 항목에서 LA5, LA6, 인권 항목에서는 HR8, HR10이 다른
지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개수준을 보였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본 논문은 그 원인이 담당 직원의 잦은 변경과 보고서 작성 외부 위탁
등의 노력 부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부족, 경영진의 관심부족, 민감한 이
슈에 대한 의도적 누락, 국내 환경에서의 지표 내용 적용의 어려움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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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추
후 연구과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공개수준과 실제 보고 내용 사이의
괴리(decoupling)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보고서가 독립적인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검증기
관 및 그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특정 기관의 보고
서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을 통해 특정기관의 보고서 내용 변화의 양상과 그
결정요인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한국,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노동/인권, 공개수준, 실태분석, 전수조사

I. 서 론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크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 발간 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03년에 불과 3개 기관에서 시작했으나, 2013년 기준
170여 개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발행기관이
다양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주로 사기업이 발행의 주를 이뤘다면 현재
는 공기업, NGO,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발행 주체가 다원화되었다. 본 논문
은 이러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양적 팽창 상황에서 노동/인권 분야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증가와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은 다소 상반되는 측면
이 존재한다. 점점 더 많은 수의 기업 및 기관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하며 그 안에서 노동/인권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긴
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권위주의 정권하의 수출지향적 노동억압 정책으
로 인한 긴장관계는 현재에도 통상임금, 비정규직, 직업병, 구조조정 등으로 지
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세계화와 더불어 해외법인의 노무 이슈 및 지
역 원주민과의 갈등이 새롭게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
황 속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궁금증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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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에 대해서 양극단의 의견이 존
재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실행의 출
발점으로 보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한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단순한 보여
주기(window dressing)나 위선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노동/인권 분야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어
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양적 방법을 통해 한국에서 발행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국내
외 연구에 대해 비판적 문헌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국내에서 발간되는 지속가
능경영보고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을 작성기준으로 따르는 126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지표별 공개수준(disclosure level)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
로, 결론 및 토의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기여점과 한계점을
다루며 추후 연구 주제를 제시한다.

Ⅱ. 기존 문헌 고찰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관한 영어 및 한글 문헌을 긍정적인 관점
의 연구와 부정적 관점의 연구로 나눠 차례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긍정론 입장
의 주장들은 투명성의 긍정적 효과와 보고서 발간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강조한
다(Brown et al., 2009; Clarkson et al., 2008; Fung et al., 2007; Hale, 2008).
내부적으로 볼 때, 회사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취합·정리하
고 외부에 공개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정보 공개의 의미와 중
요성을 인지시키고, 조직 내에 좀 더 투명한 내부 프로세스 작동을 정착시킨다.
이와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조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이 좀

116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2호

더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게 만든다(Dingwerth and Eichinger,
2010).
부정론적 입장은 투명성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며,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이
나 보고서 발간은 명성 관리나 홍보를 위한 마케팅에 좀 더 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한다(Bondy et al., 2012; Marquis and Toffel, 2014; Siebecker, 2009). 즉,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은 사회적 요구나 압력을 기업 철학 및 운영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회사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고 지적한
다. 비슷한 관점에서, Hess(2008)는 기업들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명
성 관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보고서 발간을 괴리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
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보고수준(reporting quality)에 의문을 갖게 되면서 많
은 연구들이 보고서의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보고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큰 괴리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Siebecker, 2009). 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 정보들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홍보성 내용들은 많은 반면 자사에 민감
하거나 비판적인 내용들은 누락시킨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Comyns et
al., 2013; Adams,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적 입장에 있는 연구들은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리스크 관리, 인상경영, 상징적 행위를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Castello and Lozano, 2011; Comyns et al., 2013; Coupland, 2006; Marquis
and Toffel, 2014).
한편, 좀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약한 긍정론적 입장의 주장들도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기업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운영방침을 바꾸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환경, 노동, 인권문제 등에 대해 기업들이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기업 활동을 수행할 때 적어도 일정 정도를 고려하도록 압박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작지만 점진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Mitchell
et al., 2012; Luke, 2013).
보고서 발간에 관한 이러한 영어 문헌들은 본 연구에 직접적인 시사점과 이
론적 배경을 제공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리적인
관점에서, 기존 연구 대부분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 국가들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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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구되어 왔다(Boesso and Kumar, 2007; Gamerschlag et al., 2011; Gray
et al., 1995; Ho and Taylor 2007; Reverte, 2009). Haider(2010)에 따르면, 아주
적은 숫자의 연구만이 위에서 언급한 국가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기 때
문에 서구 맥락에서 얻은 결과들을 역사, 제도, 문화가 다른 국가들에게 일반화
시키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국내 보고서 발간 숫자가 급
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맥락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기존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재 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보고서의 환경 영역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Cormier et al., 2005;
Wiseman, 1982). Hahn and Kuhnen(2013: 9)은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서의 노동/인권
영역을 다루는 본 연구는 이 분야 연구에 보탬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관한 한글로 쓰인 문헌 정리는 다음과 같다. 최
정철(2006)은 국내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 도입실태를 분석한 뒤, 보고서 발행
기업 확대, ‘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보고서 명칭 통일, 제3자 인증 확대 등을 제
안하였다. 또한, 노동관련 분야 대폭 보강, 종업원 만족도 설문분석 추가, 환경
및 산업안전보건 강조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중시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전영승(2011)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발간된 지속가능
성보고서 52개를 분석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주요 사항으로는, 보
고서의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성과 보고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으
며, 이해관계자 관여가 부족하고, 독자 피드백이 아주 부족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보고서 명칭 통일,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세부지표 추가, 독자 의견 피드백 시스템 보완 등을 주문하였다. 사회적기업
연구소․동아시아연구원(2013)은 공동연구 작업을 통해 국제CSR인식조사 <RADAR
2013>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크게 네 가지, 즉 대기업에 대한 불신 심화, CSR 규제 여론의 강화, 소
비자의 CSR 소비행동의 약화, CSR 커뮤니케이션의 위축으로 요약하였다.
이장원(2006)과 이장원 외(2006)는 노동 분야의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장원 외(2006)는 한국의
CSR 활성화는 아직 외형적 성장에 머물러 있어서 CSR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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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응 등 내적 성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노동 분야의 CSR이 취약하
다고 강조하였다. 이장원 외(2006)는 CSR의 노동 영역은 기업 측에서 민감하
게 반응하여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환경 영역과 비교해 볼 때 덜 발달되
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장원(2006)은 사안의 중요성과 현 상황 변화를 위해 노
동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그는 노동계가 기업의 CSR 활동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활성화시킬 강력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향후 CSR 패
러다임에서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동조합이 기업 내부를 엄밀하고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사회책임 펀
드를 운영하는 등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CSR을 확산 및 제도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노동과 인권 분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표 분석에 관해 다음의 세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윤진기(2013: 56)는 한국 사회의 핵심 화두인 비정규직 관점에
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에 그다지 반영되지 않고 있
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보호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대자동차의 예를 통해 보고서에 비정규직 문제가 정확
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GRI 지속
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은 “이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하였다(윤진기,
2013: 98). 저자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세부적인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② 보고서 작성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을 구분하고, ③ 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다.
조기홍 외(2009)와 조기홍(2012)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산업안전보건 분
야(LA6, LA7, LA8, LA9)의 공개수준을 조사하였다. 조기홍 외(2009)는 2007
년과 2008년에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국내 보고서 22개와 국외 보고
서 45개를 분석하여,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공개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다
는 것을 밝혀냈다. 조기홍(2012)은 기업들이 환경 분야 활동과 노동 분야 활동
에 있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노동 분야는 가급적 공개하지 않거나 감
추려 한다고 꼬집었다. 하나의 예로, 기업이 발간하는 보고서에 산업재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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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조기홍(2012)은 현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해 한국형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표 개발을 제안하였다. 즉, 새로운 지표
는 주요 이슈들인 하청기업의 산재율과 직업성 질환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조기홍(2012)은 노동안전보건 CSR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노동조합이 조직 내에서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하고, 노사공동
TFT팀을 통해 실질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한균
(2010)은 GRI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등록한 46개 한국 기업과 기관의 9개의
인권 성과지표(2010년 기준)를 조사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작성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많았고, 둘째, 중요하거나 민감한
성과지표는 누락되었거나 추상적으로 기술한 경우가 많았고, 셋째, 한국 현실
과 잘 맞지 않는 지표들의 경우 공개수준을 충족시킨 경우가 드물고 명시적으
로 제외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저자는 한국 기업과
기관에 적합한 지표 개발을 제안하였다.
노동관련 분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할 점 중의
하나는 특정 기업의 노동 분야에 대한 일련의 비판적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
는 점이다(조돈문, 2007; 이승협․신태중, 2014). 조돈문(2007: 161～162)은 삼
성SDI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이 기업이 사회적 논란이 되
고 있는 노동 이슈는 회피하고 기업 이미지에 유리한 내용들만 선택적으로 강
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무료개안 사업,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원 등의 사
회공헌 활동들은 바람직한 사회적책임 활동이나 사회적책임 경영의 본질은 아
니라고 지적하였다. 이승협․신태중(2014)은 삼성의 CSR 활동 및 보고서에 대
해 크게 네 가지, 즉 경제성과에 대한 강조, 부정적 사안의 누락 및 은폐, 사회성
과지표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의 강조,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
임 소홀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은 삼성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상
반된 평가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즉, 삼성의 경제성과 및 사회공헌 활동에 주
목하여 삼성의 CSR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
에서는 삼성의 노동 현안에 초점을 두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상의 기존 문헌 연구를 요약하면, 영어권 논문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지리적으로 서구적 맥락에 치우쳐 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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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 면에서 노동 및 인권 분야가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연구가 서구
권 중심이었던 이유는 그동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비서구권 맥락에서는 아
직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연구 주제가 환경 분야에 치우쳤던 이유는 노
동 및 인권 분야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현실과 큰 관련이 있다. 국내 한글
문헌의 경우, 노동/인권 분야에 있어서는 이장원(2006)과 이장원 외(2006)가 노
사관계 측면에서의 중요 화두를 제시하며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공헌하였지
만 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에 대한 실제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실제 분석
과 관련해서 윤진기(2013), 조기홍(2012), 노한균(2010)이 각각 노동관행, 노동
안전, 인권 분야의 내용과 공개수준을 분석하였지만 국내에서 발간되는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전체를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삼성 관련 질적 분석에 초점을 둔
조돈문(2007), 이승협․신태중(2014)의 연구는 한 기업에 초점을 두고 수년간
에 걸친 분석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화 가능성, 즉 이 분석
결과가 다른 기업이나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기존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중 노동/인권 분야 지표(index)의 내용 및 정보 공개수준에 대해 광
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행된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노동/인권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2) 일관된 분류를 위
해 보고 대상연도 대신 보고서 발간연도(2013년)를 기준으로 하였다. 지속가능
1)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 부처, NGO 등 비상장단체에서 발간된 지
속가능경영보고서를 모두 포함시켰다.
2) 예를 들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2013년에
발간된 보고서는 포함시켰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2014년에 발간된 보고서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격년 주기로
발간되는 보고서는 2012년에 발간된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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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보고서는 총 다섯 곳의 데이터베이스(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
원,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마크
스폰)에서 다운로드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기
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하였다. 이 중 지속가
능경영의 3요소인 Triple Bottom Line(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고 있지 않은
환경보고서, 탄소경영보고서, 사회공헌보고서 등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173개의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173개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선, 보고서 명
칭, 작성기준, GRI 가이드라인 적용수준(GRI Application Level) 통계를 바탕
으로 개괄적인 국내 보고서 발간 현황을 살펴보았다. 2단계 작업인 세부적인
노동/인권 분야 분석을 위해서는 173개 보고서 중 GRI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
드라인(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을 작성기준으로 삼는 130개 보고
서 중 G3 또는 G3.1 버전을 따르는 126개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3) GRI G3
혹은 G3.1 가이드라인에는 경제, 환경, 노동, 인권, 사회, 제품 책임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각각 보고해야 할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 중 노동 및 인권은 G3.1
기준으로 각각 15개(LA 1-15), 11개(HR1-11)의 지표를 가지고 있다. 즉, 본 연
구는 총 26개의 지표에 기초해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각 기관의 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보고서 뒷부분에 있는
GRI 대조표(GRI content index)4)를 참조하였다. 각 기관은 GRI 대조표에 각
지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보고서 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지표에 대한 공개수준
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네 가지로 표기하고 있다. 보고기관은 가이드라인에서
각 지표별로 ‘Compilation’에 열거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을 경우 ‘전체
보고’, 일부만 충족시켰을 경우 ‘일부 보고’, 충족시키지 않았을 경우 ‘미보고’,
산업특성상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Not Available)’이라고 표기하고 있
다.5)
3) 2013년 5월 발표된 GRI G4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의 경우 G3 및 G3.1과 지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2013년에 발간된 보고서 중 G4를 작성기준으로 삼은 유한킴벌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4) GRI 대조표는 모든 표준 공시안을 나열하여 공시 사항의 위치(페이지 번호 혹은 URL)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표로 이해관계자는 이 표를 통해 보고단체의 보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GRI, 2006). GRI는 GRI 대조표를 표준 공시안에 포함시키므로
GRI 보고 기준을 따르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를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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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RI 대조표를 활용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수준 점수 산출방식
GRI 대조표
표기

내용

산출방식 1

산출방식 2

전체 보고

GRI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을 경우

2점

1점

일부 보고

GRI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시켰을
경우

1점

0점

미보고

GRI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경우

0점

0점

해당 없음

산업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점

0점

본 연구는 보고기관의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26개 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
의 공개수준을 지표별로 <표 1>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점수화하여 비교분
석하였다.6) ‘산출방식 1’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보고기관들의 자체평가를 토대
로 공개수준을 ① 전체 보고, ② 부분 보고, ③ 미보고, ④ 해당 없음으로 분류
하여 각각 2점, 1점, 0점, 0점을 부여하였다. ‘산출방식 2’에서는 ① 전체 보고,
② 부분 보고 혹은 미보고, ③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여 각각 1점, 0점, 0점을
부여하였다. 부분 보고에도 0점을 부여한 이유는 기업별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부분 보고의 내용이 GRI 가이드라인의 보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허술한 보
고인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방식 1, 2가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 없음’에
는 0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보고서 검토 결과 지표가 산업특성상 해당되더라도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참고를 위해 분석 내용에 ‘해당 없
음’ 개수와 해당기관명을 함께 제시하였다.
지표별 비교검토를 통해 126개의 보고서에 기초해 국내 보고서의 전반적인
5) 일부 기관은 ‘일부 보고’ 없이 ‘보고’, ‘미보고’, ‘해당 없음’만으로 표기하고 있다. GRI
가이드라인은 산업특성 불문, 모든 기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는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고 단체들은 산업특성상 지표를 적
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없음’ 혹은 ‘N/A'로 표기하고 있다.
6) 노한균(2013) 역시 보고기관의 자체평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GRI 성과지표를 완전
보고, 부분 보고, 미보고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노한균(2013)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고기
관의 자체평가는 부정확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 중 구자건·유재연(2012)과 노한균
(2010)은 보고기관의 자체평가 대신 5개 자체 범주에 의거해서 각 기관의 보고수준을 재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기관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한 이유는 국내 기관이 보
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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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공개수준을 검토한 후 기업 CSR 담당자, 검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응답자는 총 12명으로 기업 관계자 4명, 컨설턴
트 2명, 연구원 4명, 교수 2명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인권 분야 조사 대상 기업
은 [부록 1]과 같다.

Ⅳ.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1. 보고서 명칭
2013년 발간 된 총 173개의 보고서 중 UN 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7) 32개를 제외한 141개의 보고서 이름을 분석한
결과, 보고기관들은 <표 2>와 같이 총 10가지의 다양한 보고서 명칭을 채택하
고 있었다. 전체의 77.3%에 해당하는 109개의 보고서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를 채택하고 있었고, ‘지속가능성보고서’가 12.8%로 그 뒤를 이었다. ‘지속가능
<표 2> 국내 2013년 발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명칭
(단위 : 개, %)

분류

Sustainability
통합보고

CSR
기타

보고서 명칭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
연차보고서
사회책임보고서
CSR 보고서
사회적책임보고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
기업시민활동보고서
전체

개수
109
18
1
5
2
2
1
1
1
1
141

비율

77.3
12.8
0.7
3.5
1.4
1.4
0.7
0.7
0.7
0.7
100

90.8
5.0

3.5
0.7
100

7) UN 글로벌콤팩트 회원은 매년 글로벌콤팩트 사무국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 기업의 사회
적책임 관련 보고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http://www.
unglobalcompact.kr/wp/page_id=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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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경영보고서’ 모두 영문으로 ‘Sustainability’
로 번역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90.8%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Sustainability의 의
미를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의 통합보고는
5%에 해당되고 있다. 통합보고는 기관의 재무적․비재무적 통합한 보고 형식
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전 세계
CSR 선진기업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편승해
통합보고서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사회책임보고서, CSR보고
서 등 CSR의 의미를 살린 보고서 명칭이 전체의 3.5%를 차지하였다.

2. 보고서 작성기준
173개 보고서 중 기준이 없거나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을 따르고 있는 11개
보고서를 제외한 162개 보고서가 국내 혹은 국제적 작성기준을 따르고 있다(표
3 참조). 대부분의 보고기관들이 2～4개의 복수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그 중
약 77%에 이르는 보고서들이 GRI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을 작성기준으
로 따르고 있었다.8)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있는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발간한 기업의 사회적책임
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조사 대상의 34%에 해당하는 보고기관이 이를 GRI,
BEST 가이드라인 등 다른 보고기준을 보조하는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역시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54개 중 31
개 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의 의무로서 10대 원칙에 기초한 보고서인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COP, 이행보고서)를 발간하
고 있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COP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COP가 일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비해 형식이 간단하고 분량도 짧아 외부 업체 위탁 없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의 작성기준으로는 산업정책연구원에서

8) GRI는 전 세계 모든 단체에 통용 가능한 보고 프레임워크를 구축 및 보급하는 비영리단
체이다. GRI는 2006년 10월에 G3를 발표하였고, 그 개정판인 G3.1을 2011년 3월에 발
표하였다. 최신판인 G4는 2013년 5월에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2013년에 발간된 보고서
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중 G4를 따르는 보고서는 3개(유한킴벌리, 한국광해관
리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불과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G3 혹은 G3.1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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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기준
(단위 : 개, %)

작성기준

보고서 개수

비율

134

77

ISO 26000

58

34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54

31

9

5

8

5

3
3
2

2
2
1

EICC 행동규범

2

1

DJSI

2

1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없음
B.E.S.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BSR 가이드라인)
IPIECA/API Guidance
IIRC <IR> 프레임워크
보고기관 자체기준

국내 기업환경에 맞게 개발한 BSR 가이드라인, IPIECA(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 Conservation Association)와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e)에서 개발한 석유산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인 Oil and Gas Industry
Guidance on 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itng, IIRC(Internati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에서 발간한 통합보고 기준 <IR(Integrated Reporting)> 프레
임워크, 그 외에 EICC(Electronic Indusry Citizenship Coalition) 행동규범, DJSI
(Dow Jones Sustatainability Index) 등이 있다.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또 다른 특징은 GRI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보고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높은 GRI 적용수준(GRI Application Levels)을 선언한다
는 것이다. GRI G3 및 G3.1을 따르는 보고기관들은 GRI 보고 프레임워크를
어느 정도로 준수하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선언해야 한다. 적용수준은
A, B, C로 나뉘는데, A로 갈수록 높은 GRI 적용수준을 의미한다. 외부 검증을
받을 경우 +A, +B, +C와 같이 ‘+’를 붙일 수 있다. GRI 가이드라인 내 지표들
은 모든 국가 및 산업에 대한 공통 표준이기 때문에 국가와 산업의 특수성에
의해 모든 지표에 대해 보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GRI는 각 보고기관의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GRI,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고기관들이 자체 선언한 적용수준은 매우 높다. G3 혹은 G3.1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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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RI 적용수준

126개의 보고기관을 조사한 결과(그림 1 참조), 72%의 기관이 적용수준을 선
언하고 있으며, 그 중 66%에 달하는 기관이 A 혹은 A+ 등급을 선언하고 있었
다. B 혹은 B+ 등급을 선언한 기관은 6%밖에 되지 않으며 C등급은 전무하다.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보고기관들이 적은 지표라도
기관 사정에 맞는 지표들만을 선정해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이면 많은 지표에 대해 보고해서 A 등급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3년 5월에 발표된 G4에서는 가이드라인 적용수준
자체 선언 부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 분석 결과

1. 노동 분야 지표(index)별 분석
노동 분야 지표(Labor Practices and Decent Work Performance Indicators)는
UN 인권 선언 및 규약, UN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UN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ILO 삼자 선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노동 관련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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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GRI, 2006). GRI는 지표를 핵심(core)지표와 부가
(additional)지표로 분류하고 있다. 핵심지표는 산업특성과 관계없이 일반적으
로 적용 가능한 지표이고, 부가지표는 일부 보고기관들에게 해당되는 지표이다.
노동지표는 총 15개이며, 10개의 핵심지표와 5개의 부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GRI, 2006).
<표 4>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산출방식에 따라 126개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노동지표(LA1-LA15) 공개수준 점수를 각각 합산한 결과이다. 순서는
‘산출방식 1’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노동 성과지표부터 내림차순으로 나열하
였다. 합산 결과, 두 가지 산출방법 공통적으로 LA6, LA5, LA15의 점수가 각
각 189점, 202점, 202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LA15의 경우 2011년 3월 공
개된 G3.1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이기 때문에 G3을 준수하거나 관련 제도가 아
직 미비할 경우 보고가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LA15를 제외하고 유의미하게
봐야 지표는 LA6와 LA5이다.

가. LA6
LA6은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formal joint management-worker health and
safety committees)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에 대한 지표로서 임직원이 적극적으
로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
회는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노동자 측 참여를 제고한다. 따라서 LA6
은 직원 전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지 측정
하는 지표이다. 보고기관은 보고서에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 내 직원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GRI, 2011).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는 산업안전 보건
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되
는 산업안전보건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이 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보고기관
들은 LA6에 대해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 내 직원 비율을 50%로 보고해야 한
다. 그러나 검토 결과, LA6는 두 가지 산출방식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189점)
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없음’ 개수 역시 8개로 가장 많다. 8개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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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동 분야 지표(index)별 보고점수
지표

내용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핵심) 지역별 인력 현황
임시직 직원에게는 제공
LA3
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
(부가)
게만 제공하는 혜택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LA8 및 그 가족, 지역주민을
(핵심) 지원하기 위한 교육, 예방
및 위험관리 프로그램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
LA13
황(성, 연령, 소수계층 등
(핵심)
다양성 지표 기준)
LA4 기관 교섭 적용 대상 직
(핵심) 원 비율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
(부가) 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LA11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 및
(부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부가)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산출방식 산출방식 해당
없음
1
2
(점수합계) (점수합계) (#)

‘해당 없음’ 표기 기업

237

116

0

237

120

2 다음커뮤니케이션, 홈플러스

234

117

1 다음커뮤니케이션

233

113

0

222

110

3

222

109

2 다음커뮤니케이션, 홈플러스

221

108

4

220

107

3

LA7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
(핵심) 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

213

102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
(핵심) 균 교육시간

219

102

1 한국지역난방공사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핵심) 기본급 비율

214

106

한국자산운용주식회사, 한국자산
4 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
양환경관리공단

212

96

202

99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LA5
대한 최소 통보 기간(기관
(핵심)
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

202

97

LA6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
(부가) 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189

86

LA2
(핵심)
LA15
(핵심)

평균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
(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성별에 따른 출산휴가 이
후 업무복귀율 및 유지율

218.47
(86.69%)

다음커뮤니케이션, 아이들과 미
래,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신공업, 다음커뮤니케이션, 삼
성자산운용주식회사, 홈플러스

다음커뮤니케이션, 아이들과미래,
홈플러스
경신공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
5 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거래소
(KRX), 해양환경관리공단

1 유니베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경신공업, 다음커뮤니케이션, 아
이들과미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
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신공업, 근로복지공단, 다음커
뮤니케이션, 아이들과미래, 유니
8
베라, 홈플러스,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2

105.87
2.87
(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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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이유는 관련 정보 부족 혹은 의도적인 비공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LA5
LA5 지표에 대한 점수는 202점으로 두 번째로 낮다. LA5는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significant operational changes)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에 대한 핵심
지표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이란 구조조정, 아웃소싱, 직장폐쇄,
확장(expansion), 인수․합병 등 임직원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
는 사업상 변동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보고기관이 변동 사항에 대해서 임직원
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경우 통보 기간, 협의조항(provisions for consultation), 교섭 내용이 단
체협약에 적시되어 있는지 보고해야 한다(GRI, 2011).
LA5는 산업특성에 구애 받지 않는 핵심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수준 점수
가 낮음은 물론 ‘해당 없음’ 숫자도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LA5
보고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는 기관은 규모 및 산업특성을 감안해 NGO인 아이
들과 미래를 제외한다면 확인되지 않는다. 즉, 산업특성상 보고하기 부적절하
기 때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였다기보다는 LA6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비공개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공개수준이 높은 지표들
반면 공개수준이 높은 지표는 LA1(237점), LA3(237점), LA8(234점)이다.
LA1은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LA3은 ‘임시직 직원에게
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LA8은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예방 및 위험관리 프로
그램’에 대한 지표이다. 세 지표 모두 보고하기 민감하지 않고, 관련 정보 취득
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높은 공개수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핵심지표들은 부가지표들과 비교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GRI가 산업특성과 관계없이 보고할 것을 장려하는 핵심지표
라고 해서 보고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의 <표 4>를 보면 핵심지표와 부
가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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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노동 분야 지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LA6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
회’, LA5 ‘중요 사업변동 사항에 대한 통보 기간’에 대한 지표 공개수준 점수가
낮았고,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LA3 ‘임시직 직원에
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예방 및 위험관리 프로
그램’에 대한 지표의 보고점수가 높았다. 그 원인은 회사 입장에서 민감한 사항
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지표의 경우 미보고하거나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는 경
향이 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민감하지 않은 사항들은 공개하기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인권 분야 지표(index)별 분석
인권지표(Human Rights Performance Indicators, 이하 인권지표)는 UN 인권
선언 및 규약, UN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UN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등에서 도출된다. 인권지표는 총 11개이며, 9개의 핵심지표와 2개의
부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GRI, 2006). <표 5>는 두 가지 산출방식에 따라 126
개 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인권지표(HR1-HR11) 보고점수를 각각 합산
한 결과이다. 나열 순서는 ‘산출방식 1’을 기준으로 공개수준 점수가 높은 노동
성과지표부터 나열하였다.

가. HR8과 HR10
합산 결과, HR8, HR9, HR10의 공개수준 점수가 각각 117점, 121점, 134점
으로 가장 낮고, ‘해당 없음’ 개수도 각각 17개, 45개, 19개 등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HR9는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에 대한 부가지표로 산업․
기업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보고 비율 및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없음’ 개수가 45개로 다
른 지표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HR8과 HR10 역시 다른 지표들에 비해 ‘해당 없음’ 숫자가 많다. HR8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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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권 분야 지표(index)별 보고점수
항목

내용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HR7 높은 사업 분야 및 강
(핵심) 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
치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HR6 높은 사업 분야 및 아
(핵심) 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결사 및 기관 교섭의 자
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HR5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
(핵심)
무 분야 및 해당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산출방식 산출방식 해당
없음
1
2
(점수합계) (점수합계) (개)

223

218

218

해당 없음 표기 기업

110

대우조선해양, LG 유플러스, 아시
아나항공, 아이들과미래, 한국건설
8
기술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표
준협회, 한국거래소

109

대우조선해양, LG 유플러스, 기업은
행, 아시아나항공, 아이들과미래,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
12
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표준협
회, 한국거래소

107

SK 하이닉스, 서울문화재단, 아시아
나항공, 아이들과미래, 한국동서발
8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협
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문화재단, 아시아나항공, 아이
들과 미래, 한국동서발전, 한국지
8
역난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거래소, 해양환경관리공단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핵심) 조치

214

105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
HR3 책 및 절차에 대한 직
(핵심) 원 교육 시수(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214

99

2 경신공업, 홈플러스

공식적인 고충처리 체
HR11 계를 통한 인권 소송/
(핵심) 대응/해결된 불만제기
수

181

81

S-Oil, 아이들과미래, 한국지역난방
6 공사,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4

S-Oil, 경신공업, 아이들과미래,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
8
국환경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59

경신공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
공단, 아이들과미래, 한국건설기술
8 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 한국거래소, 해양환경
관리공단

인권보호 조항이 포함
HR1 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
(핵심) 과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주요 공급업체 및 계
HR2
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
(핵심)
율

156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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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계속
항목

내용

산출방식 산출방식 해당
1
2
없음
(점수합계) (점수합계) (개)

해당 없음 표기 기업

인권관련 점검 및 평
HR10
가를 받는 사업장 수
(핵심)
및 비율

134

53

DGB 금융그룹, GS 칼텍스, S-Oil,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아이들과미
래, 우체국물류지원단, 포스코에너
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자
19
통신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
국표준협회, 한국환경공단, 함께하
는 시민행동,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양환경관리
공단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
(부가) 수 및 관련 조치

121

59

DGB 금융그룹, 대우조선해양, KT,
45 LG 생활건강, LG 유플러스 외 40 개
기업

52

한국철도공사, LG 생활건강, LG 하
우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S-Oil, 경
신공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
단, 삼성SDI, 아이들과 미래, 포스
17
코에너지, 한국동서발전, 한국타이
어, 한국환경공단, 현대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홈플러스, 해양환경관
리공단

업무와 관련한 인권
HR8 정책 및 절차 교육을
(부가)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평균

117

172.33
(68.38%)

81.64
13.17
(64.79%)

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담당자 비율을 내용으로 하
는 부가지표이다. 보안담당자는 제3자에게 물리적 힘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명
성 리스크와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 지표는 보안담당자가 얼마나 인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며, 보고 내용에는 ① 보고단체 총 보안담당 인원, ② 보고기관의
정책, 혹은 인권 이슈와 실제 적용에 대해 정식 교육을 이수한 보안담당자 비
율, ③ 보안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교육 요구 여부 등이 포함된다(GRI,
2011). 산업특성상 보안담당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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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10의 경우는 사업장의 인권관련 점검 및 평가에 대한 핵심지표이다. 지표
에 대한 보고는 보고기관이 사업장 위치 선정 시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고려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권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평
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보고에는 ① 사업장 국가, ② 국가별 사업장 수, ③ 국
가별로 인권관련 점검 및 평가를 받는 사업장 수 및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관련 시스템이 미비하고, HR10이 G3에서 G3.1로
개정 후 추가된 지표이기 때문에 보고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5>를 보
면 HR10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보고한 19개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사업만
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국제적으로 인권관련 조항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이
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이 지표에 대한 보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삼성중공업 및 포스코에너지 등 해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인권관련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었
다. HR8, HR10 모두 보고를 위해서는 제반 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
직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도 미비한 국내에서는 공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 공개수준이 높은 지표들
한편, 공개수준 점수가 높은 지표로는 HR7, HR6, HR5가 각각 223점, 218점,
218점으로 최하점수 지표인 HR8(117점)과 큰 차이를 보인다. HR7(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HR6(아동노동 발
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HR5(결사 및 기관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 분야 및 해당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미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하기 수월하다. 따라서 공개수준 점수가 높고 ‘해
당 없음’ 개수 역시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 인권 분야 지표를 정리해 보면,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과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담당자 비율(HR8), 인권관련 점검과 평가를 받는 사업장 수 및 비
율(HR10)에 대한 공개수준 점수가 낮았고, 강제노동(HR7), 아동노동(HR6), 결
사 및 교섭의 자유(HR5)에 대한 지표들의 점수가 낮았다. 즉 노동 분야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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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① 보고하기 까다로운 지표(인권 교육, 인권 점검)에 대해서 미보고 혹
은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② 이미 법제화되어 있거나 시스템 마련
이 용이한 경우의 지표들의 보고는 보고가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반적으
로 인권지표는 노동지표에 비해 보고점수가 낮고 ‘해당 없음’ 비율이 높았다.
노동 및 인권 분야 내 공개수준의 내부변이의 원인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
으로 해석컨대, 담당 부서 및 직원의 잦은 변경, 보고서 작성 외부 아웃소싱으
로 인한 세심한 노력 부족, GRI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 최
고경영진의 관심 부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의도적 누락, 지표와 한국 기업 현
실간의 괴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과 토의사항

본 논문은 국내에서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노동/인권 부분에 초점을
두어 실태를 분석하였다. 국내 노사관계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항목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는 현실
적인 궁금함의 대상이다. 기존 문헌 분석 결과, 영어권 문헌은 주로 ‘영미권 국
가’에서 발간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환경 분야’에 관심을 두어 한국과 같
은 아시아 국가에서 발간되는 보고서나 그 안의 노동/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거
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국내 문헌의 경우, 최근 들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
한 연구가 늘고 있지만 노동/인권 분야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았고, 또한
공개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실제 분석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
으로, 본 논문은 국내에서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보고서 발간 상황과 노동/인권 분야에 대한 공개수준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발간된 173개 보고서 중 GRI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 G3 또는
G3.1을 작성기준으로 따르는 126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대상으로 노동/인
권 항목의 공개수준을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노동지표의 경우,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LA6)과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LA5)은 공개수준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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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의도적인 비공개(‘해당 없음’으로 보고)가 많았다. 반면,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LA1), 임시직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
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LA3),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예방 및 위험관리 프로그램(LA8)에 대한 지표의 공개
수준 점수가 높았다. 회사 입장에서 민감한 사항이나 비용이 적게 드는 지표의
경우 공개수준이 높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민감하지 않은 사항
들은 공개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인권 분야 지표는 전반적으로 노동지표에 비해 보고점수가 낮고 ‘해당 없음’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노동 분야와 마찬가지로 ① 보고하기 까다로운 지표(인
권 교육, 인권 점검)에 대해서 미보고 혹은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② 강제노동(HR7), 아동노동(HR6), 결사 및 교섭의 자유(HR5) 등 보고가 수월
한 지표들의 점수가 높았다.
노동/인권지표 관련된 내부변이의 원인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
탕으로 도출한 결과, 담당 부서 및 직원의 잦은 변경, 보고서 작성 외부 아웃소
싱으로 인한 세심한 노력 부족, GRI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
최고위층(top management)의 관심 부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의도적 누락, 해
당 지표와 한국 기업 현실과의 괴리 혹은 적용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어로 쓰인 외국 문헌에서는 한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연구가 없었고 한국어로 된 문헌에서도 노동/인권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
았다. 또한, 기존 외국 문헌은 환경 분야 항목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고, 한글
문헌은 노동/인권 분야의 한 부분 혹은 몇몇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에 머문 경향
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
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권 부분의 공개수준의 내부변이(internal variation)를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한 잠정적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본격적인 양적․질적 연구에 대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세 가지 연구 토픽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공개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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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고 내용 사이의 괴리(decoupling)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몇몇 보고서
의 경우, GRI 대조표에 자체적으로 ‘완전 보고’라고 표기했지만, 실제 보고서에
서는 해당 지표에 대한 피상적인 내용만이 있을 뿐 GRI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괴리 현상이 한국에서 발간되는 지속가능경
영보고서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태분석 후 어떤 경우에
이러한 괴리가 좀 더 두드러지는지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 관점에서 가
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e.g., Crilly et al.,
2012; Wijen, 2014).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토픽은 검증기관(assurance agency)에 대한
연구이다(e.g., Laufer, 2003; Park and Brorson, 2005). 본 연구에서 노동/인권
분야 GRI 보고와 관련 조사한 126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90%가 독립적
인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높은 검증기관 검증 비율에도 불구
하고 위에서 소개한 공개수준과 실제 보고 내용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고 실제
로 보고서에 대한 외부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이유는 검증 프로세스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결과, 검증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 및 검증 의뢰기관과 검증기관과의 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철저한 검증
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검증기관 및 의뢰기관의 특성이 보고서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추후 연구 주제는 특정 보고서에 대한 통시적인(longitudinal) 분석이
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언론에 소개된 몇몇 기업을 선정
하여 지난 5년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발견한 공
통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3년 주기의 검증기관 교체, 둘째, 공개수
준과 보고서 내용 간의 괴리, 셋째, GRI 기준에 대한 자의적 해석, 넷째, 특정
지표의 경우 공개수준 및 보고 내용의 질적 저하 등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 및 자체의 미진한 부분
에 대한 점진적 향상인 점을 감안할 때, 특정 기업의 보고서가 점진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면서 건설적인 비판 혹은 제안을 제시한다면 감시견 역
할을 통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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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노동/인권 분야 조사 대상 기업 리스트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기업명
No.
기업명
BS 금융그룹
46 롯데건설
CJ제일제당
47 롯데쇼핑
DGB 금융그룹
48 롯데칠성음료
GS 건설
49 롯데케미칼
GS 칼텍스
5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KB 금융그룹
51 삼성SDI
KC 그린홀딩스
52 삼성물산
KDB 대우증권
53 삼성생명
KT
54 삼성엔지니어링
KT & G
55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LG 디스플레이
56 삼성전기
LG 생활건강
57 삼성전자
LG 유플러스
58 삼성중공업
LG 이노텍
59 삼성증권
LG 전자
60 삼성화재
LG 하우시스
61 서울문화재단
LG 화학
6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LS 엠트론
63 신한금융그룹
LS 전선
64 아모레퍼시픽
OCI
65 아세아시멘트
SK C&C
66 아시아나항공
SK 이노베이션
67 아이들과미래
SK 케미칼
68 우리투자증권
SK 텔레콤
69 우체국물류지원단
SK 하이닉스
70 울산항만공사
S-Oil
71 웅진씽크빅
강원랜드
72 유니베라
경신공업
73 인선이엔티
교보생명
74 인천광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
75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
76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77 코웨이
근로복지공단
78 팬택
금호타이어
79 포스코건설
기아자동차
80 포스코에너지
기업은행
81 풀무원
다음커뮤니케이션(Daum)
82 하나금융그룹
대림산업
83 한국가스공사(KOGAS)
대우건설
84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우조선해양
85 한국감정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86 한국거래소(KRX)
대한주택보증
8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항공
88 한국공항공사
동부화재
89 한국관광공사
두산중공업
90 한국광물자원공사

No.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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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f Labor/Human Rights Sectors in
Korean Sustainability Reports
Jungwon Lee․Sunwook Chung
This study offer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labor/human rights sectors
in Korean sustainability reports. Amid the continuing tens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Korea, how the sustainability reports handle labor/human
rights issues deserves close attention.
Current western studies tend to focus on western contexts overlooking Asian
countries, and also mainly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 in sustainability
reports. Similarly, existing studies in Korea tend to focus on environmental
issue. Although a growing number of studies handle labor or human rights
issues, they have yet provided a systematic, comprehensive picture of
labor/human rights sectors in the sustainability reports published in Korea.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conducts a complete enumeration of
173 sustainability reports published in 2013 in South Korea, with its focus
on labor/ human rights sectors. This study selected 126 reports which conform
to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as
follows: in general, labor shows a higher level of disclosure than human rights.
There exists internal variation between indexes of both labor and human rights
sectors, namely, while LA5, LA6, HR8, HR10 show far lower level of
disclosure than other indicators. Based on multiple interviews with various
stakeholders, this study provides a tentative conclusion that internal variation
is attributed to 1) frequent turnover of employees in charge or outsourcing
SR publishing to the third party, 2) lack of top management’s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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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CSR and SR, 3) intentional concealing on sensitive issues, and 4)
the difficulty of application of some indicators to Korean firms due to
contextual differences. This study ends by recommending three research topics
which deserve further attention.
Keywords : sustainability reports, labor, human rights, disclosure leve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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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 규명(남정민․전병준)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조용만)
▪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제도 효과성 평가
(박성재․김화순)
▪ 영국 산재보험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역할
에 관한 연구(유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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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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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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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정책방향 검토 : 집단적 노무제공 거

▪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류문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백경민․

호)

박기태)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 고성과 인적

향 : 형제 · 자매 · 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자원관리의 조절효과(이수현․석진홍․박

한 분석(양정승)

우성)

▪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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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김경희)
Disability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상호구성 :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Cho)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이정

▪ Legislative

Challeng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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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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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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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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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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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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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홍․박우성)

▪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 보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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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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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박은정)

에 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김동원)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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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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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대한 연구 : 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

▪자동화와 근로시간 관행(노용진)

를 중심으로(옥지호)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 정액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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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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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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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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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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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