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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8차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50～69세 중장년 취
업자의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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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사
회자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기여점은 신뢰와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사회자본을 통해 중장년 취업자의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을 더욱 정교화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장
년 취업자들의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가 더욱 요구되며,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회자본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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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한국의 인구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정홍
원 외, 2012). 장년인구의 증가는 발전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
로, 이는 필연적으로 중장년 인력 활용의 문제와 연결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은 전반적으로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그 이후 약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불안정 고용형태로 취업하여 60대 후반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미, 2007).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의 실제 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층의 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중장년 취업자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중장년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영역이 되고 있다(Kattenbach and O'Reilly, 2011). 고령
화 사회에서 중장년의 불완전고용은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에,
중장년층 고용촉진 정책은 점점 더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Slack and
Jensen, 2008).
노동시장 내에서 중장년 취업자들의 위치가 불안정하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
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직업 활동이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생활 전반
에서 중요하다는 점과 중장년의 취업상태가 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
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년 취업자들의 직무만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들의 직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함께 어떤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무만족은 ‘자
신의 직업이나 직업 경험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 정서적 상태(Locke, 1976)’
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생활만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이
정의, 2011). 이는 근로자의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결근, 이직과 이직의도,
스트레스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Brief, 1998; Kreitner and Kinick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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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직무만족의 중요
성은 더욱 크다(이인숙․배화숙, 2008). 대부분의 직업 활동은 타인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는 개인의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높은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으로 전이(spillover)된다
는 점을 고려하면(Orpen, 1978),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만족 연구 역시 직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개인의 일상생활로까지 확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장년의 경제활동 관련 연구들은 취업의 영향요인, 고용 실태 및 고
용촉진 방안에 대해 주로 다뤄왔으며, 직무요구와 직무특성이 이들의 직무만족
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강소랑․문상호, 2010; 이정의, 2011; 김
미혜․권용희, 2013; 한종국, 2016). 이 연구는 중장년 취업자의 특성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둘 사이의 거리
를 좁혀보고자 사회자본 개념을 이용하였다. 중장년이 역할 상실을 경험하는
연령층임을 감안하면,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뢰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며(박능후․장춘명,
2015), 사회적 관계는 중장년층의 사회자본 중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장
수지, 2011). 따라서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만족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신뢰 수
준과 친구, 이웃, 친척과의 교류 횟수 및 모임 참여와 같은 사회적 관계로 구성
된 사회자본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명시한 준고령자(50～54세)와 고령자
(55세 이상)를 포괄하여 50～69세의 중장년 취업자의 가구 및 일자리 특성, 개
인적 특성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려고 한
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자본이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직무만족 관련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뤄
졌던 가구 특성을 일자리 특성과 같이 비중 있게 다루어 그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중장년 취업자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
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
으로 한 고용 관련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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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직무만족의 개념과 영향요인, 중
장년 취업자의 가구 및 일자리 특성, 사회자본(신뢰, 사회적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후에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연구자료, 주요
변수, 분석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제Ⅴ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정리와 함께 이 연구
가 갖는 함의와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만족의 개념 및 영향요인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업이나 직업 경험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 정서적 상
태(Locke, 1976)’를 말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
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Spector, 1997). 김우영․김응규(2001)는 ‘자신의 직
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평가할 때 갖는 만족스러운 또는 바람직한 정서상의
태도’로 정의하였다. 학자에 따라 정의는 다르지만, 직무만족이 주관적인 정서
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만족에 대한 연
구관심이 계속되는 것은 근로자의 성과와 연결되기 때문이다(나인강, 2005). 직
무만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에 대한 동기가 높으며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김우영․김응규, 2001). 직무만족은 근로자의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이인숙․배화숙, 2008).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Zeffane, 1994; Spector, 1997). Ellickson and Logsdon(2001)에 따르면, 환경적
요인은 직무 그 자체 또는 근무환경과 관련이 있고, 개인적 요인은 개인적 특성
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환경적 요인을 다룬 연구들은 승진 기회(Ting, 1997;
Iverson and Maguire, 2000), 임금(Ting, 1997; Blau, 1999)과 같은 외재적 보상
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이에 관한 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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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개인적 특성이 환경적 요인과 직무만족 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
직무만족 분석 시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2. 중장년 취업자의 가구 특성과 직무만족
한국 중장년의 근로소득이 가계 경제를 유지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어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취업은 가
구 특성과 관련이 깊다. 대부분의 중장년층 가정에는 대학생 또는 결혼 적령기
자녀가 있어서 목돈 지출의 가능성이 큰 편이다(이철선, 2012). 엄동욱(2008)이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하여 50～74세 중장년의 취업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
과, 가구주일 때 취업 확률이 높은 반면에 돌봐야 할 영아기 가구원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 확률이 낮아졌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 확
률이 낮았으며,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개인연금소득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
았다. 가구지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지출이 많을수록 취업 확률
이 높았다. 황희숙(2012)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 관련 특성이
재취업 결정에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가구주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가구주인
고령자와 배우자가 있거나 가족을 부양 중인 고령자가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의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을 결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Lambert, 1991). Lambert(1991)는 직무만족에 미치
는 가족 관련 변인으로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변수(경제활동 여부, 근로시간, 근로소득, 직업안정성)를 포함하였다. 가족
부양의 의무와 역할은 직장 외적으로 개인의 직업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이다(Kelly and Voydanoff, 1985; Orthner and Pittman, 1986).
Requena(2003)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가족 관련 변수로 가구주 여부, 혼인
지위, 미성년 자녀의 유무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중장년은 성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출산, 주택 문제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
성이 클수록 취업을 원하고,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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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태와 관련해서는 결혼생활의 질이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Rogers and May, 2003),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중장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
고 가구주가 아닌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가구주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족 부
양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 가구주인 중장년의 취업 확률이 높은 것도 이러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중장년 가구주들은 실제 소득
이 가계운영에 필요한 월평균 최소금액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통계
청, 2014).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가
구주인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중장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과 직무만족
한국 중장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
에 속하지만(김주섭, 2014), 고용형태는 더 불안정해졌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으로,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고용의 질이 점차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박경숙, 200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분석결과에서도 상용직 비율이 줄어들고,
임시직과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졌다(남기성 외, 2013).
중장년은 가구 지출이 많은 연령층으로, 통계청의 2014년 고령자 통계에서
현재 근로소득이 가계운영에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이들은 적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고 신체
적 피로도도 가중된다. Chang and Yen(2011)은 대만의 2003년 Survey of Health
and Living Status of the Elderly(SHLSE)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제 고용과 생활
만족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전일제로
근무하는 고령자의 생활만족은 낮아졌다. 긴 근로시간은 소득에는 도움이 되지
만 삶의 질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경
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서 직무만족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방하남, 2000; 박재규, 2001; 김상욱․유홍준, 2002; 김동배․김상범․
김세진, 2009), 근무일수가 적을수록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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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이 있다(박재규, 2001; 오유진, 2009).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 집중되는 경
향을 보인다. 대부분 주변적인 일자리이거나, 낮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업종에
서 일할 기회가 많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 취업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은 편이다. 더욱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일용직,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
고용형태나 비공식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불안정성이 더욱 크다(서정희․이지수, 2015). 업종이나 직종에 따
라서 직무만족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고령화연구패널의 4차 기초분석 보고서
(2013)에 따르면, 광업을 포함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에 건설업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직종 중
에서는 (준)전문가와 사무직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단순노무직
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4. 사회자본과 직무만족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에서 다양하
게 설명되는 개념이다. 이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
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서 얻게 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
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되며(Bourdieu, 1986: 75), 직장생활의 질과 만족감
에 대한 좋은 설명변수이다(Requena, 2003). Lowe and Schellenberg(2001)는
사회자본과 직업지위에 따른 만족감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신뢰, 몰입, 사회
적 관계가 근로자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사회자본이
개인적․조직적 수준에서 더 많은 업무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보았
다. 이후에 Requena(2003)는 2001년 Quality of Life at Work Survey 스페인
자료에 Lowe and Schellenberg(2001)의 모델에 적용하여 사회자본과 직장에서
의 만족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신뢰, 관계, 몰입, 의사소통, 영향력과
같은 사회자본의 양이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일자리 특성보다는 일하는 동안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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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신뢰, 관계, 몰입이 직장에서의 웰빙과 직무만족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직장생활
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 개인의 특성이나 직장 및 근로
환경보다는 사회자본이 직무만족을 예측하는 더 나은 요인임을 밝혀냈다.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
들이 진행되었는데(강소랑․문상호, 2010; 김미혜․권용희, 2013; 한종국, 2016),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자본은
중장년층의 주관적 배제감을 완화시켜주며(박능후․장춘명, 2015), 노인들의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홍, 2005).
또한 박현숙․박용순(2013)의 연구는 친한 사람과의 만남이 55세 이상 중고령
자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간 관계를 매개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
에서 중장년 취업자의 특성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 및 일자리 특성, 개인적 특성이 직무만족
에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자본 개념을 사용하였다. 중장년
취업자의 특성과 직무만족 간 거리를 좀 더 좁혀주고 둘 사이의 연결성을 구체
적으로 설명해주는 매개변수로 사회자본을 선택한 것이다.

가. 신뢰
신뢰는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Hubbell
and Chory-Assad, 2005),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뜻한다(Mayer, Davis, and Schoorman, 1995). 신뢰는 협력적 행위를 가
능하게 하며, 조직의 네트워크 기반 유형들을 촉진시키고, 갈등과 거래비용을
줄여준다(Rousseau, Sitkin, Burt, and Camerer, 1998). 신뢰를 사회자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탐색하기 위해 쓰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여주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김왕배․이경용, 2002).
조직 내에서 신뢰가 있으면 근로자로 하여금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게
해주어 구성원들 간 관계의 질을 높여준다(김상호․이진규․최인옥, 2008). 신
뢰는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신뢰가 클수록 직
무만족도 커져서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태도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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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다(Driscoll, 1978; Hackman and Oldham, 1986).
이처럼 신뢰는 직무만족에 강력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다. 특히 중장년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등의 역할 상실로 인해 사회적 접
촉이 줄어들면서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능후․장춘명(2015)의 연구에서는 신뢰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사
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장년의 사회자본을 연구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나. 사회적 관계
중장년의 사회자본 중에서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은 매우 큰 편이다(장수지,
2011; 박능후․장춘명, 2015). 조직 연구에서는 개인 간 관계가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서, 이를 긍정적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강주희, 2007). Requena(2003)는 직장동료들과의 관계가 직무만족
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강주희(2007)의 연구에서도 정서
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감정적 교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높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였다.
성공적 노화나 노년기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는 주로 가족,
이웃, 친구, 친척 등을 들 수 있으며, 서구의 연구는 가족 외에 친구, 친척, 이웃
들과의 접촉이나 지원, 교회나 모임 등을 많이 언급하였다(윤현숙․유희정,
2006). 이와 달리 한국의 장년들은 배우자와 자녀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어서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박경숙, 2000). 가족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자본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며 긍정
적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Jessor, 1993).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와 직무만족
과 관련하여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친한 사람과의 만남이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현숙․박용순,
2013).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뢰와 사회적 관계는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 신뢰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어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며(박능
후․장춘명, 2015),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직무만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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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김범진․이규만, 2009). 대체로 중장년들은 노화와 역할 상실 등을 경험
하면서 사회자본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그렇지만 노화가 진행 중일 때에도 타
인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
와 사회적 관계로 사회자본 개념을 구성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가
진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만족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물론 사회자본이 중장년 취업자의 일자리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으나(박예
은․정영순, 2016), 이 연구에서는 Lowe and Schellenberg(2001)의 연구모형에
따랐다.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적고,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직종과 업종에 종사할수록 중장년 취업자에게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
가 생겨 사회자본과 직무만족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현재 건강상태, 교육수준)은 개인적 특성으
로 분류하여 이 역시 사회자본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중장년 취업자의 사회자본은 가구 특성과 직무만족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중장년 취업자의 사회자본은 일자리 특성과 직무만족 간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3] 중장년 취업자의 사회자본은 개인적 특성과 직무만족 간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변수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
KLIPS)’ 18차 부가조사(삶의 인식, 장년층)와 개인용 자료를 분석자료로서 선
택하였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개인의 정보를 상세히 포함하고 있으며, 임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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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50~69세의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이다. 18차 조사자료에서 각각
의 비율은 37.2%, 14.0%, 13.2%, 35.6%로 나타났다.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으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
항목을 보면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
(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즐
겁게 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로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면, 이에 대해 1～5점을 부여하였다. 각 항목의 평
균 점수를 보면 3.34, 3.42, 3.41, 3.38, 3.64로 나타났다.

나. 매개변수
매개변수는 신뢰와 사회적 관계를 하위개념으로 하는 사회자본이다. 18차
‘삶의 인식’과 ‘장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신뢰와 사회적 관계에 대해 측정하였
다. 신뢰는 ‘대체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
다’의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중에서 1~7점을 주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친구, 이웃, 친척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종교모임이나 친목모임, 동호회 등의 일에 얼마나 자주 참
여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친구, 이웃, 친척과 교류 횟수와 종교모임이나 친목
모임, 동호회 참여 횟수는 분석 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구조방정
식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두 문항은 신뢰라는 잠재변수를 측정하
고, 다른 두 문항은 사회적 관계를 측정한다. 회귀분석은 측정항목들의 평균을
내어 단일변수로 만들지만, 구조방정식모델에서는 관측변수와 측정오차를 고
려하여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를 측정한다(우종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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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으로서 신뢰를 측정할 때에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지역사회, 공
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중장년이 역할 상실을 경험하는 연령층임
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신뢰 수준을 다루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
서 이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로 신뢰 수준을 측정하였다. 사회자본
으로서 신뢰를 다루었던 김우철(2014)의 연구를 비롯하여 중장년의 사회적 자
본에 대해 연구한 박능후․장춘명(2015) 역시 타인에 대한 신뢰 여부를 사용하
여 신뢰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관계의 측정은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모임의
수와 참여빈도를 이용하는 것이 간단한 편이다(Requena, 2003). 박현숙․박용
순(2013)은 중장년의 직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김우
철(2014)도 자발적 조직에 참여한 경험과 종교단체, 스포츠클럽, 예술 동호회
등에 대한 참여 정도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친구, 이웃, 친척과의 교류
횟수와 종교모임이나 친목모임, 동호회 참여 횟수로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였다.
<표 1> 종속변수와 매개변수의 기술통계(N=2,529)

직무만족(1～5점)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신뢰(1～7점)
대체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관계
친구, 이웃, 친척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① 거의 만나지 않는다 ② 6개월에 1회 정도
③ 한 달에 1회 정도
④ 일주일에 1회 이상 ⑤ 거의 매일
종교모임이나 친목모임, 동호회 등의 일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
십니까?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회 미만
③ 한 달에 1회 정도
④ 한 달에 2, 3회 정도
⑤ 일주일에 1회 정도
⑥ 일주일에 2회 이상

평균

표준
편차

3.34
3.42
3.41
3.38
3.64

0.71
0.69
0.67
0.69
0.71

4.47
4.22

1.26
1.41

3.38

1.03

2.9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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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변수
가구 특성, 일자리 특성, 개인적 특성이 독립변수이며, Requena(2003)의 연구
모형을 일부 참고하였다. 가구 특성은 자녀 수,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를 포함
하며, 일자리 특성에는 월평균 근로소득, 주당 평균 근로시간, 직종, 업종이 해
당한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현재 건강상태는 개인적 특성이다.
다음에 제시한 <표 2>는 독립변수의 기술통계이다. 가구 특성 중에서 자녀
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3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3명이라
고 응답한 사람은 16.61%였다. 혼인상태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81.49%가 기혼
이었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것은 이혼과 사별로 각각 7.95%, 7.12%였다. 가
구주 여부를 보면 가구주인 사람은 71.61%였다. 자녀 수는 최소 0명에서 최대
13명이었으며,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혼인상태의 준거집단은 기혼이며,
가구주 여부는 가구주(=1), 가구주 아님(=0)으로 측정하였다.
일자리 특성 중에서 월평균 근로소득은 로그변환하여 평균이 5.20이었고,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45.52시간이었다. 직종은 기능 및 조작(30.84%), 서비
<표 2> 독립변수 기술통계(N=2,529)

가구
특성

자녀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혼인상태
미혼
기혼이며 배우자 있음
별거
이혼
사별
가구주 여부
가구주
가구주 아님

빈도

비율

219
275
1,501
420
114

8.66
10.87
59.35
16.61
4.51

46
2,061
41
201
180

1.82
81.49
1.62
7.95
7.12

1,811
718

71.61
28.39

평균

표준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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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빈도

일자리
특성

개인적
특성

월평균 근로소득(로그화)
주당 평균 근로시간
직종
전문관리
사무
서비스판매
농어업
기능 및 조작
단순노무
업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연령
성별
남성
여성
현재 건강상태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무학 포함)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석사, 박사

비율

282
180
631
192
780
464

11.15
7.12
24.95
7.59
30.84
18.35

210
442
291
296
242
1,048

8.30
17.48
11.51
11.70
9.57
41.44

1,564
965

5.20
45.52

표준
편차
0.79
14.59

57.76

5.35

3.44

0.66

평균

61.84
38.16

462
532
1,051

18.27
21.04
41.56

405

16.01

79

3.12

스판매(24.95%), 단순노무(18.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은 기타 서비스
업이 41.44%로 가장 높았다. 직종은 전문관리,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기
준으로 다른 직종 또는 업종 종사자들과 비교하였다.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57.76세였으며, 남성은 61.84%였다. 현
재 건강상태에 대해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중에서 ‘보통이다(42.27%)’와 ‘건강한 편이다
(48.99%)’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90% 이상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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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가 41.56%였으며, 중학교 졸업(21.04%), 초등학교 졸업(18.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했으며(남성=1), 현재 건강상태는 역코
딩하여 5점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이다. 교육수준 또한 더미변수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준거집단으로 정하였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취업자의 특성과 직무만족 사이에 사회자본이 개입되
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델을 구성하였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제3의 변수인 매개변수가 개입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개발한 측정이론을 바탕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과 계량경제학의 연립방정식모델을 기초로 한 경로분석이 결합된 방법론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관측변수들이 특정 잠재변수들을 구성하는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며, 1차와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경로분석을 통해서
는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변수들 간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밝힐 수
있다(배병렬, 2007). 이 연구에서는 AMOS 20.0을 사용하여 신뢰, 사회적 관계,
사회자본 개념의 1차,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후에 구조방정
식모형을 통해 가구 및 일자리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자본, 직무만족 간의 직
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확인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인 신뢰와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선행연구의 이
론적 배경에 따라 요인이 지정된 상태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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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개념도

다르다(우종필, 2012). 구성개념이 관측변수를 통해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는
구성개념 타당도 지표로 평가하는데,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이에 해당한
다.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아야 함을 의미하는 수렴타당도는
표준화계수 값 0.5 이상, 개념신뢰도 0.7 이상, 평균분산추출(AVE) 0.5 이상이
어야 한다. 잠재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함을 뜻하는 판별타당도는 평균
분산추출(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크고 표준오차에 2를 곱한 값을
상관계수에 더하거나 뺀 범위에 1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노경섭, 2014).
[그림 1]과 같이 신뢰와 사회적 관계의 2개 요인으로 구성했으며 각각은 2개
의 관측변수로 측정한 것이며, 이에 대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과 <표 4>의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신뢰 변수의 2번 항목과
사회적 관계 변수의 1번 항목의 표준화계수 값이 0.5 이하로 나타났다. 개념신
뢰도와 평균분산추출(AVE)도 수렴타당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판별타당
도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렴타당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각 요인을 정
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항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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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
변수명
신뢰

사회적
관계

직무
만족

항목
신뢰1
신뢰2
사회적
관계1
사회적
관계2
직무
만족1
직무
만족2
직무
만족3
직무
만족4
직무
만족5

비표준화
계수
1

표준화
계수
0.642

0.729

0.419

1

0.432

2.378

0.672

1

0.770

1.004

0.788

1.090

S.E.

C.R.

p-value

-

-

5.020

0.000

-

-

6.774

0.000

-

-

0.025

40.942

0.000

0.884

0.024

46.226

0.000

1.062

0.843

0.024

44.177

0.000

0.918

0.704

0.030

30.312

0.000

0.145
0.351
-

개념
신뢰도

AVE

0.444

0.294

0.472

0.319

0.898

0.640

<표 4>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상관관계

1


신뢰(  )

2

3

1


사회적 관계(  ) 0.252(0.064)***


직무만족(  )

1

0.212(0.045)*** 0.302(0.091)***

1

개념
신뢰도

AVE

0.444

0.294

0.472

0.319

0.898

0.640

분석 결과를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요인에 대해 요인부하값이 높은 세
개 이상의 측정변수가 있어야 한다(장승민, 2015). 조사자료의 설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적합도 지수에 대해 설명하면, 수집된 자료와 연구모델이 부합되는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 적합도 지수가 있으며  , GFI, RMSEA가 여기에
해당한다. GFI는 0.9 이상, RMSEA는 0.05보다 작으면 모형이 양호함을 나타
낸다(양병화, 2006). 증분 적합도 지수는 연구자의 구조방정식모델과 변수 간
상관을 설정하지 않은 모델(영모델)을 비교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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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며, CFI, IFI, TLI 모두 0.9 이상이어야 한다(노경섭, 2014). 1차 확인
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는 카이스퀘어 통계치(  =80.982, df=21)가 p=0.00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GFI(0.993), CFI(0.993), IFI(0.993), TLI(0.987)는 모두
0.9 이상이었으며, RMSEA(0.034)도 0.05보다 작게 나타나 수치는 양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는 수용가능한 수준이지만, 이론적 배경에 더
부합한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사회자본을 2차 요인으로 추가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사회자본은 관측변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신뢰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연결하였다.
[그림 2]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개념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 적합도는 카이스퀘어 통계
치(  =83.796, df=22)가 p=0.000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GFI(0.993), CFI(0.992),
IFI(0.992), TLI(0.987)가 모두 0.9 이상, RMSEA(0.033)도 0.05 이하로 역시 양
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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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value

사회
자본

신뢰

1

0.423

-

-

-

사회적 관계

0.781

0.597

0.160

4.873

0.000

직무
만족

js1

1

0.767

-

-

-

js2

1.007

0.788

0.025

40.943

0.000

js3

1.094

0.883

0.024

46.196

0.000

js4

1.069

0.846

0.024

44.935

0.000

js5

0.943

0.720

0.027

35.038

0.000

1차와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수치상으로는 어떤 것
이 월등히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 잠재변수 구성에 필요한 측정변수의 개수가
부족하여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적합도 지수가 좋
은 편이어서 결과 해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이 연구의 모형을 분
석하는 데 있어서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택하였다.

2. 구조방정식
연구가설에서 중장년 취업자의 가구 및 일자리 특성, 개인적 특성은 신뢰와
사회적 관계를 하위개념으로 하는 사회자본을 거쳐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과 같이 개념도를 설정하였다.
<표 6>은 공분산분석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혼인상태, 월평균 근로소득, 주당 평균 근로시간, 직종, 업종, 성별, 연령, 교
육수준, 현재 건강상태였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정(+)의 방향으로, 주당 평균근
로시간은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기혼자에 비해 미혼과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관리직에 비해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사회자본이 유의미하게 낮
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 비해 광업․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의 사회자
본이 높게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매개변
수인 사회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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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계수가 6.901이었으며, 표준오
차는 1.370, C.R.은 5.035로 이는 0.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의 모형 적합도 지수 또한 GFI, CFI, IFI, TLI 모두 0.9 이상일 뿐만 아니라
RMSEA 역시 0.05보다 작아서 모두 양호하였다.
[그림 3] 구조방정식 개념도

<표 6> 구조방정식 결과
경로명
자녀 수
혼인상태_ 미혼
혼인상태_ 별거
혼인상태_ 이혼
혼인상태_ 사별
가구주 여부
월평균 근로소득
주당 평균 근로시간
직종_ 사무
직종_ 서비스판매
직종_ 농어업
직종_ 기능 및 조작
직종_ 단순노무
업종_ 농림어업
업종_ 광업, 제조업
업종_ 사회간접자본, 건설업

→
→
→
→
→
→
→
→
→
→
→
→
→
→
→
→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비표준화
계수
-0.003
-0.206
-0.074
-0.146
-0.026
0.034
0.051
-0.002
0.033
-0.025
-0.115
-0.062
-0.130
0.153
0.128
0.109

표준화
계수
-0.016
-0.159
-0.054
-0.227
-0.039
0.089
0.223
-0.179
0.048
-0.068
-0.173
-0.167
-0.288
0.247
0.284
0.201

S.E.

C.R.

p-value

0.010
0.082
0.079
0.045
0.052
0.042
0.018
0.001
0.048
0.044
0.100
0.042
0.046
0.096
0.051
0.053

-0.266
-2.532
-0.938
-3.270
-0.507
0.809
2.862
-2.655
0.680
-0.577
-1.157
-1.486
-2.793
1.593
2.530
2.034

0.790
0.011
0.348
0.001
0.612
0.418
0.004
0.008
0.496
0.564
0.247
0.137
0.005
0.111
0.0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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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계속
경로명
업종_ 도매 및 소매업
업종_ 기타 서비스업
연령
성별
교육수준_ 초등학교 졸업
교육수준_ 중학교 졸업
교육수준_ 대학 졸업
교육수준_ 대학원 이상
현재 건강상태
자녀 수
혼인상태_ 미혼
혼인상태_ 별거
혼인상태_ 이혼
혼인상태_ 사별
가구주 여부
월평균 근로소득
주당 평균 근로시간
직종_ 사무
직종_ 서비스판매
직종_ 농어업
직종_ 기능 및 조작
직종_ 단순노무
업종_ 농림어업
업종_ 광업, 제조업
업종_ 사회간접자본, 건설업
업종_ 도매 및 소매업
업종_ 기타 서비스업
연령
성별
교육수준_ 초등학교 졸업
교육수준_ 중학교 졸업
교육수준_ 대학 졸업
교육수준_ 대학원 이상
현재 건강상태
사회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직무만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value

0.054
0.176
0.007
-0.115
-0.082
-0.074
0.067
0.175
0.116
0.041
1.324
0.493
1.052
0.289
-0.192
-0.168
0.012
-0.288
-0.004
0.653
0.180
0.527
-1.008
-0.775
-0.712
-0.306
-1.070
-0.041
0.674
0.515
0.485
-0.468
-0.980
-0.625
6.901

0.101
0.500
0.218
-0.316
-0.181
-0.173
0.143
0.176
0.440
0.072
0.308
0.108
0.495
0.129
-0.153
-0.222
0.299
-0.128
-0.003
0.297
0.147
0.355
-0.493
-0.518
-0.398
-0.173
-0.921
-0.384
0.557
0.344
0.343
-0.299
-0.297
-0.719
2.087

0.044
0.046
0.002
0.045
0.032
0.029
0.032
0.066
0.022
0.072
0.565
0.542
0.312
0.354
0.287
0.124
0.006
0.327
0.302
0.684
0.286
0.322
0.659
0.352
0.369
0.301
0.324
0.016
0.310
0.222
0.198
0.219
0.459
0.157
1.370

1.230
3.810
3.064
-2.579
-2.565
-2.587
2.122
2.653
5.307
0.579
2.344
0.909
3.368
0.817
-0.669
-1.356
2.118
-0.880
-0.012
0.956
0.628
1.635
-1.529
-2.204
-1.932
-1.017
-3.299
-2.569
2.172
2.324
2.450
-2.134
-2.136
-3.971
5.035

0.219
0.000
0.002
0.010
0.010
0.010
0.034
0.008
0.000
0.563
0.019
0.363
0.000
0.414
0.503
0.175
0.034
0.379
0.991
0.339
0.530
0.102
0.126
0.028
0.053
0.309
0.000
0.010
0.030
0.020
0.014
0.033
0.033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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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df)

 /df

p-value

GFI

CFI

IFI

TLI

RMSEA

1897.014(365)

5.197

0.000

0.958

0.950

0.950

0.923

0.041

<표 8>에 제시된 경로의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것이다. 직접
효과만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총효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령 →직무만족’ 경로의 직접효과는 -0.041로, 연령이 낮을수록 직무만족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사회자본’ 경로(0.007)와 ‘사회자본 →직
무만족’ 경로(6.901)의 값을 곱하면 간접효과는 0.049가 된다. 직접효과와 간접
<표 8> 총효과 분해 :비표준화 계수
외생변수

내생
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
자본

-0.003
-0.206*
-0.074
-0.146**
-0.026
0.034
0.051**
-0.002*
0.033
-0.025
-0.115
-0.062
-0.130*
0.153
0.128*
0.109
0.054
0.176**
-0.115*
0.007**
-0.082*
-0.074**
0.067
0.175*
0.116**

-0.003
-0.206*
-0.074
-0.146**
-0.026
0.034
0.051**
-0.002*
0.033
-0.025
-0.115
-0.062
-0.130*
0.153
0.128*
0.109
0.054
0.176**
-0.115*
0.007**
-0.082*
-0.074**
0.067
0.175*
0.116**

-

자녀 수
혼인상태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가구주 여부
월평균 근로소득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사무
서비스판매
직종
농어업
(=전문관리)
기능 및 조작
단순노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업종
(=숙박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업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성별
연령
초등학교 졸업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대학 졸업
졸업)
대학원 석․박사
현재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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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계속
외생변수

내생
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무
만족

0.022
-0.100
-0.020
0.044
0.108
0.042
0.184**
-0.003**
-0.063
-0.179**
-0.143
-0.247**
-0.367**
0.046
0.111*
0.038
0.066
0.141**
-0.123**
0.007**
-0.051
-0.025
-0.003
0.231*
0.173**
6.901**

0.041
1.324*
0.493
1.052**
0.289
-0.192
-0.168
0.012
-0.288
-0.004
0.653
0.180
0.527
-1.008
-0.775*
-0.712
-0.306
-1.070**
0.674*
-0.041*
0.515*
0.485**
-0.468
-0.980*
-0.625**
6.901**

-0.019
-1.424*
-0.512
-1.008**
-0.181
0.234
0.351**
-0.015*
0.224
-0.176
-0.796
-0.427
-0.895*
1.054
0.886*
0.750
0.372
1.211**
-0.796*
0.049**
-0.566*
-0.509**
0.465
1.211*
0.798**

자녀 수
혼인상태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가구주 여부
월평균 근로소득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사무
서비스판매
직종
농어업
(=전문관리)
기능 및 조작
단순노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업종
사회간접자본,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성별
연령
초등학교 졸업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대학 졸업
졸업)
대학원 석․박사
현재 건강상태
사회자본

주 : * p<.05, ** p<.01, *** p<.001.

효과를 더한 ‘연령 → 직무만족’ 경로의 총효과는 0.0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자본(비표준화 계수 6.901)이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만족에 가장 큰 총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높은 사회자본 수준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중장년 취업자
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자본이 일자
리 특성, 개인적 특성과 직무만족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중장년 취업자의 가구 특성은 사회자본과 직무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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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자리 특성과 개인적 특성은 사회자본,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도 직무만족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검정 여부는 가구 특성과 직무만족 간 관계
를 사회자본이 매개하지 않아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가구 특성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는 일자리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중장년 취업자의
사회자본에 더욱 유의미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특성과
직무만족 간 관계, 개인적 특성과 직무만족 간 관계는 사회자본이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나서 가설 2와 가설 3은 지지되었다.

V. 결 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이 차지하는 비
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전히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중장년의 요구 및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개발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 연구
는 중장년 취업자의 가구 및 일자리 특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를 사회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자녀 수,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는 가구 특성에
해당하며, 일자리 특성에는 월평균 근로소득, 주당 평균 근로시간, 직종, 업종을
포함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는 개인적 특성에 해당한다. 신뢰와
사회적 관계가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두
요인을 하위개념으로 하는 사회자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자
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자본이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만족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 친구․이웃․친척과 만나는
횟수, 종교모임이나 친목모임, 동호회에 참여하는 횟수를 통해 사회자본 요인
을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사회자본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다음으로 단순노무직, 월평균 근로소득과 같은 일자리 특성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장년 취업자의 직장 밖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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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자본이 직무만족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Requena, 2003; 강주희, 2007)와 일치한
다. 가구 특성은 사회자본과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일
자리 특성과 개인적 특성은 사회자본,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리고 일자리 특성, 개인적 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사회자본이 매개한다
는 것도 확인하였다. 가구 특성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는 중
장년 취업자의 사회자본에 있어서 일자리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더 강력한 영
향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만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뢰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우철(2014)은 자발적 단체 참여
경험이 사회적 신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동배 외(2011)
의 연구는 장․노년층의 사회활동 증대를 위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활용기술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신뢰와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자본 개념을 추가하여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만족 분석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중장년 취
업자의 가구 특성과 일자리 특성에 맞게 인사관리를 한다면, 직무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등 일상생활에
서의 사회자본 확충이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첫째, 신뢰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한
사회자본 개념의 타당도가 낮았다. 1차,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각
요인의 판별타당도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잠재변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측정변수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렴타당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에 조사자료에서 신뢰와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설문이 보
강된다면 좀 더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자본의 하위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 다른 잠재요인들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자본인 신뢰와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사회자본,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의사
소통 만족도와 같은 변수를 분석에 이용하지 못하였다. 사회자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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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들이 추가된다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가정과 달리
사회자본의 수준이 중장년 취업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주거나 직무만족이 사회
자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 주된 일자리 중심으로 살펴보았
기 때문에 이직,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의 이동, 자영업자로의 이동 등의 정보
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장년 취업자들이 주된 일자
리에 계속해서 남아있는지, 이전과 다른 일자리에서 과도기를 보내는지, 또는
마지막 일자리에서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중고령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임금근
로자와 고용주/자영업자는 사회자본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보일 것이다. 그러
므로 종사상 지위별 사회자본의 차이와 그에 따른 직무만족을 추가적으로 분석
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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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Older Workers’ Household and Job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Park Eunsun․Kim Jibum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of older
workers, by drawing upon the 18th KLIPS data. The model examines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capital, composed of trust and social rel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job,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Social capital (i.e. trust and social relation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wide array of job characteristics (average monthly wage,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type of occupation, type of industr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age, education level, health condition), and job satisfaction
for older workers. However,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capital is not
significant for household characteristics (number of dependents, marital status,
status as head of househol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elaborated the mechanism of job satisfaction, in which job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is case, of elderly workers) can affect social capital.
Keywords : older workers, job satisfaction, trust, social relations,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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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 비선형의 관계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이하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
의 만족도와 직무만족도는 낮아지고, 반면에 고령층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
록 두 만족도 모두 높아졌다.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직무관련 요인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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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를 통제했을 때에도 삶의 만족에 영
향을 주고 있다.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로 일의 의미는 중요하나 여러
직무 이외 요소들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인과과정에서
고령층과 중장년층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하
고, 그 차이가 갖는 함의를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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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최근 국내 한 신문은 우리나라가 2017년 초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0～
14세의 어린이 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지진(agequake)’ 격변기에 들어설 것이라
고 보도한 바 있다(김동섭, 2016). 인구지진은 영국의 경제전문 언론인인
Wallace(1999)가 그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지금처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면 세계적 인구지형에 대지진과 같은 큰 충격이
올 것이며, 따라서 기업이나 금융, 그리고 삶의 양식이나 태도에도 근본적인 변
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경우 20년 전인 1997년에 이미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통계청(2015)은 201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이 13.1%(662만 4천 명)인데 2060년에는 40.1%(1,762만 2천 명)로 꾸준히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고령층을 위한 기초
연금 등 복지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재
정고갈에 부딪치게 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뿐만 아니
라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고령인구 개인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을 가져
다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고령층의 행복감에 일과 관련된 요인들은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고령자에 관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로, 경제․사회적 취
약계층으로서의 노년층에 대한 연구다. 특히 은퇴 이후 일자리 상실에서 오는
수입 감소,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그 외 무형의 것으로 자아정체감 상
실, 사회적 관계의 약화나 단절로 인한 심리적 좌절이나 소외감 등 노년층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노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초
점을 맞춘 연구들이다(예, 김미혜․권용희, 2013; 석상훈, 2010; 오미애, 2013;
이주미․김태완, 2014; 한형수, 2004). 둘째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고령층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직업활동에서 얻게 되는 만족감과 삶의 질을 다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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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예, 강소랑․문상호, 2010; 김동배 외, 2009; 방하남, 2000; 전지원․박
미석, 2006).
이 연구는 두 번째 연구의 흐름에서 특히 자기 사업을 하는 고용주나 자영업
자가 아니라 보수를 목적으로 타인이나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고령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일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감과 이것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근로자의 고용은
고령자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나 기관에도 중요한 관심사
가 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이 작업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성과를 향상
시키는 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향후 이들의 고용 확대 또는 축소와
관련되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조직 내 생산과정과 성과, 그리고
팀 단위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으
로 고령층의 삶의 질과 노후생활 행복감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제공
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연령과 삶의 만족도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 낮아질 것인가? 다
수의 서구 연구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Angelini et al., 2012). 또 다른 연구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Chen, 2001; Schilling,
2005). Baird et al.(2010)은 영국 및 독일의 패널자료 분석에서 성인기에 삶의
만족은 연령이 높아져도 결코 저하되지 않으나 70세가 넘어서면 만족도는 급격
히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의 경우, 40대에서 70대 초까지는 만족도가 상
대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는 연령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가 U자형의 비선형 관계라고 주장하였다(Blanchflower & Oswald,
2008; Gwozdz & Sousa-Poza. 2010). 즉 젊은층과 고령층이 중간연령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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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것이다(Realo & Dobewall, 2011). 또 다른 연구는
65세 정도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낮아지는 역U자형 비선
형관계를 보인다고 제시한다(Mroczek & Spiro, 2005).
국내연구에서는 여러 세대를 함께 비교한 연구는 소수이고 대다수의 연구는
노령층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일
관되지 않고 때로는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여러 세대를 비교․분석
한 예로 김의철 외(2000)와 정명숙(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두 연구는 모두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노인층에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정순돌․성민현(2012)의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삶의 만족도가
20～44세, 45～64세 연령층에 비해 더 낮다고 제시하였다. 김주성․최수일
(2010)도 40대 이상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삶의 만족도는 저하되고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삶의 만족도가
매우 커진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들이 연령층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를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삶
의 만족도는 이러한 요소들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경제활동 여부(전명수, 2014), 노년기의 활
동(권미애․김태현, 2008; 이소정, 2013), 사회적 관계(이기홍, 2005; 정순돌․
성민현, 2012), 건강상태(박상규, 2006; 윤현숙․허소영, 2007; 이광수, 2004)
등 다양한 변수들이 열거되어 왔다.

2. 연령과 직무만족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졌다. 직무만족이 결과변수 또는 원인변수로 분석되기도 하고, 때로는 매개
변수나 조절변수로 도입되기도 한다. 서구의 대다수 선행연구는 연령과 직무만
족도는 정(正)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Glenn et al., 1977; Kalleberg &
Loscocoo, 1983; Lee & Wilbur, 1985; Rhodes, 1983; Ng & Feldman, 2010;
White & Spector, 1987). 또 다른 연구들은 U자형의 관계를 제시한다(Clar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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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6: Hochswater et al., 2001). 예컨대, Hochswarter et al.(2001)의 연구는
젊은층에서는 직무만족도가 높으나 중간의 연령층에서는 낮아지고 고령층에서
는 다시 만족도가 올라가는 비선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런가 하면 직업만족도를 설명함에 있어 연령은 크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Kacmar & Ferris, 1989).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의 원인
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연구대상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변수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다수 연구에서 연령
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예, 방하남․김
상욱, 2009; 정효채 외, 2013; 조동규 외, 2004; 최효정․석은조, 2013). 그 이유
로 방하남․김상욱(2009)은 연령증가에 따라 조직에서 직무수행에 있어 자율
성, 안정성, 승진가능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연
령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의외로 드물다(정효채
외, 2013).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연
령별로 직무만족도에서 왜 그러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필요
하다.

3.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의 관계
그렇다면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에 어느 정도 기여할까? 지금까지 직무만족
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적지 않다(Judge & Watanabe,
1993; Rain et al., 1991; Rice et al., 1985; Rode, 2004; Tait et al., 1989). 이들
연구는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에 높은 상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만족을 결정함에 있어 직무만족 이외에 직무 외
요소에 대한 만족도 중요하다(Rode, 2004). 또한 인구학적, 심리적, 환경적 변
수를 통제했을 때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가 소멸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예컨대, Rode(2004)의 연구는 복합개념으로서 퍼스낼리티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과 높은 상관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합개념들을 통제했을 때
이들 간의 관계는 크게 약화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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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계
를 규명해주는 이론적 바탕에 대한 논의는 취약하다. 1980년대 이전 연구에서
크게 세 가지 이론적 가설이 제시되었다(Rain et al., 1991; Wilensky, 1960). 첫
째는 이 두 가지 만족이 정(正)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토대로 제시된
‘파급효과가설(spillover hypothesis)’이다(Bowling et al., 2010; Heller & Watson,
2005; Ilies, 2009). 이 가설에 따르면 두 만족 중 어느 쪽이 높으면 다른 쪽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두 만족이 부(負)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점
을 근거로 제시된 ‘보상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이다. 이 가설은 어느 한
쪽이 높으면 또 다른 낮은 쪽의 만족을 보상한다는 것이다(Lounsbury & Hoopes,
1986). 셋째는 두 만족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분리가설
(segmentation hypothesis)’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두 만족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Gupta & Beehr, 1981; Meissner, 1971). 이와 관련하여 직무만족과 삶
의 만족 간의 관계는 제3의 변수가 각각의 원인이 되어 상관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3의 변수를 통제하면 이 두 만족의 관계는 크게 약화되는, 말하자면
허위적 관계(spurious relationship)로 본다(Heller et al., 2002; Near et al.,
1984).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파급효과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와 같은 가설들은 너무 단순하여 두 만족도 간의 복합적인 구도를 제
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파급효과가설의 틀
속에서 직무만족을 삶의 만족의 원인변수로 보고, 이들 관계에 작동하는 직무
및 직무 외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다.

4.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의 원인변수로서 직무스트레스와 일-삶
불균형
가.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는 직업스트레스(occupational stress)로 표현하기도
하며 종사하고 있는 일 또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
리킨다. 직무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으면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Bong et al., 2009; Fairbrother & War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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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 Smith, 2012; Steinhardt et al., 2003).

나. 일-삶 불균형
‘일-삶 균형(work-life balance)’ 또는 ‘일-삶 불균형(work-life imbalance)’은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일상생
활은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Valcour, 2007).
우리나라의 다수의 직장인들은 직장의 일로 인해 개인생활을 희생해야 하는 경
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일-삶 균형도 지수(Work-life
Balance Index)’가 낮은 나라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BusinessKorea, 2014).
일-삶 균형의 개념이 사회과학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
대 후반 이후라 볼 수 있다(Greenhaus & Beutell, 1985; Kanter, 1977). 일-삶
균형은 때로 ‘일-가족 균형(work-family balance)’, ‘일-여가 균형(work-leisure
balance)’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개인생활의 영역 중 가정생활과 여가생
활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일-삶 불균형은 연령집단별로 달리 나타
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Alterman et al., 2013). Alterman et al.(2013)의 미
국 연구에서 보면 불균형의 정도는 30～44세 집단에서 가장 높고, 18～29세 그
리고 45～64세 집단에서는 이보다 낮으며,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비
율을 보여주었다. 일과 삶의 균형 또는 불균형감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의 원
인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해왔다(Guest, 2002).

5.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개인 및 가구소득 등도 함께 고려되었다(방하남, 2000; 이
현지․이금자, 2008; 정순돌․이선희, 2011; 정효채 외, 2013). 또한 정규직 여
부는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졌다(김
정원․서재현, 2008; 문영만, 2013; 박우성․노용진, 2002; 배화숙, 2008; 이상
록 외, 2017; 이은우, 2009; 정효채 외, 2013). 정규직-비정규직 간 비교를 통해
대부분의 연구는 정규직의 직무만족도가 비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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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은 연령과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봄
에 있어 같이 다루어져야 할 변수다.

6.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무만족은 매우 중
요하며,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은 다시 직무 관련 요인과 직무 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그림 1]에 제시된 바대로 직무만족도는 직무 관련 및 직
무 외 요인들과 삶의 만족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 외 요인은 통제변수로 다루고, 원인변수는 직무관련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코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자 료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2015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노동패널
조사는 1998년에 시작하여 매년 실시되었다. 종단적 자료를 사용한 인과분석을
위해 17차 조사(2014년) 자료도 함께 사용한다.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74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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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연령 범위 내의 응답자로 한정하여 전체 대상 표본 수는 11,788명이다.
이 중 분석대상인 고령층은 55～74세의 연령층으로 하고, 25～54세 중장년층
이하를 비교집단으로 한다.1) 따라서 고령층은 3,961명(33.6%)이고, 중장년층
이하는 7,827명(66.4%)이다. 그러나 본 분석 에서는 대상자를 피고용 임금근로자
에 국한하여, 고령근로자 1,165명(21.1%), 중장년층 이하 근로자 4,346명(78.9%)
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자료는 SPSS 21.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 측 정
가.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노동
패널 1차년도부터 18차년도에 이르기까지 매년 조사한 것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등 개별 요소에 대
해 묻는 문항 6개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묻는 문항 1개 등 모두 7개의 문항
이 있다. 질문지에는 1(‘매우 만족스럽다’)에서 5(‘매우 불만족스럽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분석에서는 1(‘매우 불만족스럽다’)에서 5(‘매우 만족
스럽다’)로 재부호화하여 높은 점수가 높은 만족도를 가리키도록 바꾸었다. 삶
의 만족도 7개 항목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17차 및 18차 모두 α=.88
이다. 7개 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만족도 척도를 편의상 ‘구척도’라 부른다.
둘째는 18차년도(2015년)에「삶의 인식 부가조사」에서 새로이 조사된 ‘전반
적인 삶의 만족도’(문 8-1), ‘하는 일에 대한 가치’(문 8-2), ‘삶의 사다리’(문 9),
‘행복감’(문 10) 등 4개의 문항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0에서 10까지 11
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삶의 사다리’ 역
1)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맞이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
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
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그 명칭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로 변경하였다. 이 법과 시행령에서는 55
세 이상인자를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
나 고령자의 범위는 실제로 정책결정자나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획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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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0점에서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상
태를 좋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다. 행복감 역시 0에서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더 느낀다.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묻는 질문은 “하시
는 일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십니까”로 응답은 마찬가지
로 0(‘전혀 가치가 없다’)에서 10(‘매우 가치가 있다’)에 이르는 11점 척도로 되
어 있다. 이 질문에서 ‘하시는 일’이 직업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일을 지칭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응
답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은 포괄적인 일상사의 의미로 이해하여 척도구성
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복합지수로서의 ‘삶의 만족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
한다. 4개 문항의 신뢰도는 α= .91이다. 이 척도는 0에서 40에 이르며, 평균은
23.6(SD= 5.5)이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를 ‘신척도’로 지칭하고 본 연구에서는
신척도를 사용하기로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하나의 척도만을 사용하면 되지만,
2015년 부가조사에만 포함된 새로운 척도의 의미와 타당성을 탐색해보고 지금
까지 연구자들에게 가용했던 구척도와의 차이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신, 구척
도 간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주는 척도 간의 상관계
수표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신척도와 구척도 간의 상관계수는 .46을 보이
고 있다.
<표 1> ‘삶의 만족도’ 변수 간 상관계수(N=10,377∼11,725)
변수

(1)

(2)

(3)

(4)

(5)

(6)

(7)

(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0∼10) 1.00
(2) 삶의 사다리(0∼10)

.72

1.00

(3) 행복감(0∼10)

.78

.76

1.00

(4) 일에 대한 가치(0∼10)

.73

.67

.70

1.00

(5) 삶의 만족도-신척도(0∼40)

.90

.88

.91

.87

(.91)

(6) 삶의 만족도-구척도-2(7∼35)

.42

.41

.46

.37

.46

(.88)

17차 (7) 삶의 만족도-구척도-1(7∼35)

.32

.32

.36

.29

.36

.58

18차

주 : 1) (1)∼(4)는 단일 문항임.
2) 대각선상의 괄호안의 수치는 알파 신뢰도계수를 나타냄.
3) 모든 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 및 18차 조사.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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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역시 몇 가지의 유형으로 측정되었다.
1) 일 만족도(5개 문항)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은 5개다. 응답 선택지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아주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나는 현재 하고
(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와 같다. ‘직무만족도’는 노동패널 1차 조사부
터 매년 반복 측정되는 것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아주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문항은 각
각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
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등이며, 17차 조사에
서 신뢰도계수는 α=.90이다(18차 조사에서는 α=.92).
2) 일 관련 분야별 만족도(7개 문항)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과 관련하여 개별 요소별 만족도를 묻는 질문이다.
요소는 모두 9개로, 임금/소득,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는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모두에게
질문하였고,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복지후생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질문하였다.
응답은 1(‘매우 만족’)에서 5(‘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로 나타나도록 역으로 재부호화하여 ‘매우 불만족’
이 1, ‘매우 만족’이 5가 되도록 하였다. 분석에서는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모
두가 응답한 7개 문항을 사용하여 직무만족도 척도를 구성하였다. 17차와 18차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α=.87로 동일하였다.
3) 주된 일 만족도(단일 문항)
단일 문항으로 1(‘매우 만족스럽다’)에서 5(‘매우 불만족스럽다’)로 측정된
것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재부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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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일자리) 만족도(5개 문항)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아
주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것이다. 모두 5개 문항이며, 예컨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과 같은 진술이 있다.
5) 주된 일자리 만족도(단일 문항)
단일 문항으로, ‘주된 일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재부호화하였다.
직무만족도를 나타내주는 척도 간의 상관계수표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 관련 분야별 만족도’ 9개 문항 중 임금․비임금 근로자 모두
에게 질문한 7개 항목을 사용하여 직무만족도 척도를 구성하였다.
<표 2> 일 관련 만족도 변수 간 상관계수표(N=4,468∼7,674)
변수

(1) 일 만족도(5∼25)
(2) 일자리 만족도(5∼25)
18차 (3) 주된 일 만족도(1∼5)

(1)

(2)

(3)

(4)

(5)

(6)

(.92)
.71

(.90)

.62

.60

1.00

(4) 주된 일자리 만족도(1∼5)

.61

.64

.81

1.00

(5) 직무만족도-2(7∼35)

.61

.63

.72

.74

(.87)

17차 (6) 직무만족도-1(7∼35)

.42

.46

.45

.46

.53

(.87)

주 : 1) 모든 계수는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대각선상의 괄호안의 수치는 알파 신뢰도계수를 나타냄.
3) (5)와 (6)의 ‘직무만족도’는 ‘일 관련 분야별 만족도’를 사용하여 구성한 척도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 및 18차 조사.

다. 직무스트레스
17차 조사는 ‘시간사용과 삶의 질’에 관한 부가조사에서 ‘일 중독’에 관한 문
항 29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직무스트레스’를 직접 측정한 문항으로 판단
된 10개 항목을 골라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척도로 스트레스가 높은 쪽이 점수가 높다. 직무스트레
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α=.88이다. 업무스트레스를 측정한 문항은 다음과 같
다(앞의 번호는 질문지 문항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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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
(2)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
(3)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조바심이 난다
(4) 업무를 안 하면 지루하고 안절부절한 느낌이 든다
(5) 업무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집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한다
(6) 일 때문에 항상 너무 피곤해서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
(7) 항상 일에 대한 생각만 한다
(12)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자주 있다
(14) 업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해도 재미가 없다
(21) 나는 내 일에 대하여 자주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라. 일과 삶 불균형
‘일 중독’에 관한 문항 29개 중 ‘일-삶 불균형’을 측정한 문항 3개를 골라 척
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생활에 피해가 오는 정도가
높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α=.87이다. ‘일-가정 불균형’을 측정한 문항은 다음
과 같다 (앞의 번호는 문항번호임).
(24) 일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 종종 방해를 받는 것 같다
(25) 직장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다
(26) 직장 일 때문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마. 교육․기술 적합도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
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질문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은 1(‘수준이 매우 낮다’)에서 5(‘수준이 매우 높다’)까지의 5점 척도로 되
어 있다. 그러나 유효 응답자의 대다수는 3(‘수준이 맞는다’) 또는 2(‘수준이 낮
은 편이다’)로 응답하고 있고, 5(‘수준이 매우 높다’)거나 4(‘수준이 높은 편이
다’)로 응답한 비율은 1% 미만이어서 척도로서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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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 수준 적합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고령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이정의(2011)의 연구가 있다.

바. 통제변수
성별은 남성을 1로 하는 가변수다. 연령은 만나이로 측정되었으며, 교육수준
은 1(‘무학’)에서 7(‘대학원’)에 이르는 7점 척도다. 근로소득(연간)은 세후 소득
이며, 혼인상태는 ‘미혼’과 ‘별거․이혼․사별’ 등 2개의 가변수를 만들었다. 직
무관련 변수로 정규직을 포함시켜 정규직은 1, 그리고 비정규직은 0으로 부호
화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4개의 척도들이 서로 타당하게 구
분되는 변수들인지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통해 확인하였다(표 3). 4개의 척도들이 서로 구분되는 4요인 모형을 가설모형
으로 하고, 이를 1요인 모형, 2요인 모형, 3요인 모형 등 3개의 대안적 모형과
비교하여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1요인 모형이란 직무스트레스, 일-삶 불균
형, 직무만족도, 삶의 만족 등 4개의 척도를 하나의 요인으로 설정한 모형이며,
2요인 모형은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와 일-삶 불균형을 하나의 요인으로 하
고, 매개 및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삶의 만족을 또 다른 요인으로 한 모형이
며, 3요인 모형은 2개의 독립변수를 하나의 요인으로 하고, 매개변수와 종속변
수를 각각의 요인으로 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가설모형인 4요인 모형이 다
른 대안적 모형보다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4개의 요인이 각각
타당한 구성개념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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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모형

(1)
(2)
(3)
(4)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df

CFI

TLI

.73
.87
.94
.96

.67
.84
.93
.95

모형 15573.2*** 190
모형 7826.8*** 189
모형 3495.6*** 187
모형 2492.6*** 184

SRMR RMSEA

.15
.09
.05
.04

.31
.10
.06
.05

모형(4)와의
차이
2
Δχ
Δdf
13080.6
6
5334.2
5
1003.0
3

주 : N=4,411;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p<.00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 및 18차 조사.

가. 연령집단 간 배경변수 비교
고령근로자(55〜74세)와 20〜54세 중장년층 이하 근로자(20〜54세) 간 주요
배경변수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다(표 4). 성별 구성은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혼인상태는 중장년층에서 기혼 동거자가 69%, 미혼자가
22%이다. 반면에 고령층에서는 기혼 동거자는 77%로 더 높으나 별거․이혼․
<표 4> 배경변수별 연령집단 간 비교(피고용 근로자)
배경변수
성별(남자 %)
미혼 %
혼인상태 기혼 동거 %
별거․이혼․사별 %
교육수준(1∼7)
연간 근로소득(단위 : 만 원)
건강상태(1∼5)
정규직 여부(정규직 %)
N

20〜54세
X̅ (s.d.)
59.0(49.2)
22.0(41.4)
69.0(46.1)
5.0(21.5)
5.1( 1.1)
3,038.4(1,889.4)
3.7( 0.6)
70.0(45.7)
3,802∼4,346

55〜74세
X (s.d.)
59.0(49.2)
1.0(11.6)
77.0(41.8)
20.0(39.8)
3.6( 1.3)
2,137.3(1,760.0)
3.4( 0.7)
34.0(47.3)
1,090∼1,165

t-값
0.2
28.8***
5.5***
12.3***
34.6***
15.0***
15.3***
23.6***

주 : 교육수준은 (1) ‘무학’에서 (7) ‘대학원’까지 7점 척도, 건강상태는 (1) ‘건강이 아
주 안 좋은 편이다’에서 (5) ‘아주 건강한 편이다’까지 이르는 5점 척도임.
***p<.00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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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20%에 이른다. 교육수준과 근로소득은 중
장년층이 더 높으며, 고령층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건강상태는 중
장년층이 더 건강하다. 고용상태를 보면 정규직의 비율이 중장년층은 70%에
이르는데, 고령층은 34%에 불과해 고령층이 재취업했을 때 시간제나 자영업자
가 되는 비율이 높다는 통계를 재확인하고 있다.

2.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는 신척도를 사용한다. 다른 관련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서 삶의 만족도와 연령의 단순상관계수는 -.12(p<.0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
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
보면 연령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는 단순한 선형의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의 관
계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을 종속변수로 하고
직무 관련 및 직무 외 주요요소(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수와 건강)를 독립변수
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5>의 모형 1과 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연령의 제곱항이 양의 값으로 유의하다는 점이다. 말
하자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 연령과 삶의 만족도는 U자형의 비선형관
계를 보인다. 이를 다시 55〜74세(고령층)와 20〜54세(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중장년층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반면에 고령층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진다. 둘째로, 혼인상태는 중장년층 이하에
서는 미혼자의 만족도가 낮지만 고령층에서는 미혼이 크게 의미가 없다. 그 대
신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의 경우, 중장년층 이하보다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더 크게 떨어진다. 셋째로, 건강상태는 두 연령층에서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고령층에서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로, 직무 외 변수만을 살펴보았
을 때 중장년층 이하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β=.056,
p<.01), 고령층에서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로, 직무와 관련하
여 기술적합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년층 이하에서는 유의하나(β
=.089, p<.01), 고령층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여섯째, 두 연령집단 모두 직무만
족도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137, β=.13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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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5>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 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2)

독립변수

직무
외
(18차)

직무
관련
(17차)

성별
연령
연령2
미혼
이혼․사별
교육수준
근로소득
건강상태
정규직 여부
직무스트레스
일-삶 불균형
교육적합도
기술적합도
직무만족도
R²
ΔR²
ΔF
N

전체
모형 1
모형 2
-.108*** -.075***
-.763*** -.660***
.766*** .665***
-.121*** -.117***
-.111*** -.104***
.159*** .144***
.211*** .165***
.131*** .112***
.051**
.021
-.015
-.021
.001
.090***
.140***
.165
.194
.165
.029
96.2*** 32.0***
4,394

20〜54세
모형 3
모형 4
-.120*** -.085***
-.095*** -.081***

55〜74세
모형 5
모형 6
-.100**
-.075*
.094**
.075*

-.120***
-.075***
.141***
.219***
.116***
.056**

-.024
-.179***
.137***
.181***
.164***
.027

-.117***
-.067***
.126***
.172***
.101***
.026
-.020
-.013
.015
.089**
.137***
.158
.189
.158
.031
80.1*** 26.5***
3,436

-.027
-.176***
.128***
.138**
.136***
.001
.000
-.062
.043
.094
.138***
.155
.183
.155
.028
21.7***
6.5***
958

주 : 1) 표준화회귀계수을 제시함.
2) 성별(1=남성, 0=여성), 미혼(미혼=1, 기타=0), 이혼․사별(이혼․사별=1, 기타=0),
교육수준(1∼7), 근로소득(세후), 건강상태(1∼5)로 부호화되어 있음.
* p<.05, ** p<.01, *** p<.00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 및 18차 조사.

3. 직무만족도
연령과 직무만족과의 단순상관계수는 -.13(p<.01)을 보이고, 이는 연령이 높
아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
면 연령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는 단순 선형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직무만족
도 역시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U자형 비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연령의 제곱항은 양의 수치를 보인다. 이를 다시 두 연령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장년층 이하에서는 연령과 직무만족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표 6의 모형 3과 4). 반면에 고령층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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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5와 6). 직무관련 변수들을 두 연령집단 간 비교해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중
장년층 이하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나(β=-.119, p<.001), 고령층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일-삶 불균형
은 두 집단에 모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β=-.060, p<.001; β=-.101, p<.01).
즉 일 때문에 개인생활이 침해된다는 것 자체가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이 된다. 교육 및 기술 적합도를 보면 중장년층 이하에서는 두 변수 모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β=.086, p<.01; β=.100, p<.001), 고령층에서는 교육
적합도는 유의하지 않고(β=.036, p=n.s.) 기술적합도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β=.188, p<.001).
1)

<표 6> 연령집단별 직무만족도(18차)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독립변수2)

20-54세

전체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성별

-.166*** -.150***

-.174*** -.157***

연령

-.637*** -.605***

-.036

.686*** .657***
-.036*
-.040*
.000
.008
.141*** .154***

-.028
-.033
-.001
.011
.135*** .143***

2

연령
직무 미혼
외 이혼․사별
(18차) 교육수준
근로소득

-.032

55-74세
모형 5

모형 6

-.163*** -.152***
.156***

.160***

.029
.005
.080*

.025
.010
.098**

.254***

.237***

.251***

.232***

.255***

.244***

건강상태

.214***

.197***

.182***

.168***

.297***

.279***

정규직 여부

.140***

.122***

.125***

.109***

.161***

.142***

직무스트레스
직무 일-삶 불균형
관련 교육적합도
(17차)
기술적합도

-.104***
-.067***
.060*

-.119***
-.060***
.086**

-.054
-.101**
.036

.117***

.100***

.188**

R²

.222

.272

ΔR²
ΔF
N

.222

.050

138.9*** 75.8***
4,399

주 : 1) 표준화회귀계수을 제시함.
2) 변수 설명은 <표 3>과 동일함.
* p<.05, ** p<.01, *** p<.00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 및 18차 조사.

.202

.257

.202

.055

108.6*** 64.1***
3,442

.238
.238
37.1***

.283
.044
14.6***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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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령층의 차이를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직무관련 요소인 직무스트
레스, 일-삶 불균형, 교육적합도, 기술적합도 등 4개의 변수를 독립변수(외생변
수)로 하고, 직무만족을 매개변수, 그리고 삶의 만족을 최종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이 그림은 직무 외 요인들을 통제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으로 경로모형을 재구성한 것이다. 두 연령층 모두
직무만족은 직무관련 요인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동하고 있
으나, 고령층에 있어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일-삶 불균형
과 기술적합도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중장년층 이하에서는 기술적합도
가 직무만족을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뿐만이 아니라 직무만
족을 거치지 않고 삶의 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나 주목된다. 중장년층 이하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고령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일삶 불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다.
[그림 3] 매개변수로서의 직무만족 경로모형

(1) 중장년층 이하(20〜5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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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층(55〜74세)

주 : * p<.05, ** p<.01, *** p<.001.

[그림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시점 1(17차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이
며, 종속변수는 시점 2(18차 조사)의 자료이다. 횡단적 자료를 사용한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가 늘 제기되어 인과성의
한계에 부딪친다. 따라서 인과분석을 2개 시점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이 문제
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V. 토 론

분석결과에서 연령과 삶의 만족은 U자형의 비선형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직
무 관련 및 직무 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에 20〜54세의 중장년층 이하에서
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반면에 55〜74세의 고령층에서
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국가들
의 표본조사 자료를 토대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중년층에서 최저점을 보이
는 U자형 관계라고 주장한 Blanchflower & Oswald(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한다.
연령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직무만족도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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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은 매우 다양해서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직무만족과의 관계가 U자형 비선형의 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lark et al.(1996)과 Hochwarter et al.(2001)
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Hochwarter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는 비선형관계로 20대에서 40대까지는 직무만족이 다소 낮
아지다가 50〜60대에서는 다시 높아지는 U자형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령층에서는 제2의 직업
을 찾아 설사 시간제라도 취업 자체가 삶의 의미를 높여줄 수 있으리라는 연
구결과를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고령근로자들에 있어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에 연령은 삶의 만족과도 정
(正)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50대 중반 이후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만족
이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의 분석 대상자는 50대 중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며 취업자, 그중에서도
피고용자들이다. 18차 패널조사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
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20〜54세 연령층에서는 ‘일하였음’이 69.3%,
가사․육아가 17.4%, ‘쉬었음’이 3.6%였다. 반면에 55〜74세 연령층에서는 ‘일
하였음’이 54.2%, 가사․육아가 28.5%, ‘쉬었음’이 10.4%였다. 이는 다시 남녀
간 차이로 나타나 일한 사람의 비율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54세 집단에서
는 남성 87.0%, 여성 55.9%인 반면, 55-74세 집단에서는 남성 69.9%, 여성
41.6%였다. 실제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
체가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종사상의 지위별 평균
연령을 보면, 상용직은 42.0세이나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주의 연령은 모두 50
세가 넘는다(표 7). 또한 정규직의 비율은 20〜54세 연령층에서는 70%이나 55
～74세 연령층에서는 34%에 불과하다(표 4 참조). 연령이 높아지면 시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업을 꾸려가야 한다. 따라서 고령층
에서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분석 결
과에서 보듯이 20～54세 중장년층 이하에서는 정규직 여부가 삶의 만족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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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종사상 지위별 평균연령
종사상 지위

피고용

자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주

평균연령(세)

42.0

47.1

53.4

52.7

54.4

N

4,081

887

543

1,787

408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55～74세 고령층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물론 두 연
령층 모두 정규직 여부가 직무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무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일-삶 불균형
은 중장년층 이하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고령층에서는
일-삶 불균형만이 유의하였다. 또한 직무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교
육적합도는 중장년 이하층에서는 유의하나 고령층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인의 교육수준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맞느냐는 질문이었는데, 교육
수준의 중요성은 중장년층 이하에 비해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 보면 7점 척도의 교육수준에서 20～54세는 평균이 5.1이었고
55～74세는 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말하자면 중장년층 이
하의 평균은 2년제 대학 정도의 수준이고, 고령층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간
정도다. 따라서 직업만족에 미치는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중장년 이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5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자신이 받은 교육과 현재 하고 있는 일 사이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교육수준은 일생의 직업경력에 있어서 초기에 그 중
요성이 크지만, 경력이 진행될수록 점차 그 영향력이 약화된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가 되면 교육 못지않게 그간 본인이 쌓아온 일자리의 경험도 중요하게 작
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기술이나 기능에 잘 맞느냐는 질문인 기
술적합도에 있어서는 중장년층보다 고령층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50대 중반 이후에 이르게 되면 다수의 근로자들은 평생 자신이 겪어온 경험으
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이 갖추고 있는
기술과 가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여부는 직무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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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되고 있다.
앞서 회귀분석의 결과는 55～74세 고령층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이는 50대 중반 이후 일과 삶의 만족도
가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55～74세의
고령층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55세 이후 일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더라도 일정 연령에 이르면 오히려 만족도가 저하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 말하자면 고령층 내에서도 역U자형의 비선형관계가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Baird et
al., 2010; Gwozdz & Sousa-Poza, 2010; Mroczek & Spiro, 2005). 본 연구에서
는 55〜74세 고령층 내부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고령층 내에
서 일정 연령 이후 질병이나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부분은 차후 연구에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중장년층 이하와 고령층 간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즉 성
(gender)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쟁점이었다
(Brayfield et al., 1957; Tait et al., 1989).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결과는 두
연령층 공히 여성보다는 남성의 일과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 남성과 고령 여성의 차이는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무 관련 및 직무 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삶의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두 연령집단 모두 직무만족도는 매우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했던 세 가지의 가설에 비추어볼 때 파급효과가설이 타당
해 보인다. 그러나 인과의 방향은 ‘직무만족 → 삶의 만족’만을 설정하였다. 지
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직무에 만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해왔다. 외국의 종단연구에서 보면 직무
만족이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부분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삶의 만족을 직무만족도의 원인변수로 설정하거나(김동배 외,
2009; Crouter, 1984; Schmitt & Bedeian, 1982),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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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는 상호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Keon & McDonald, 1982). Judge &
Watanabe(1993)의 연구는 삶의 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그 역의 경
우보다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인과성이 고령근로자와 중장년층
이하 근로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인과적 관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일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삶의 만족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요인만으로
분석해낼 수는 없으리라 본다. 이 연구에서 함께 고려하였던 직무 외 요인들도
매우 큰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일자리는 없다 하더라도 원만한 가족
관계와 대인관계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의 궁극적 관심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고령근로자들을 어떻게 더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게 하는가
에 있었다. 물론 자발적 퇴직과 함께 또 다른 삶의 양식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의 경제적, 비경제적 동기에서 일자
리를 찾고, 또한 기업이나 고용주 측에서 숙련된 노동인력을 계속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면 어떤 요소들이 고령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더 머물게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하리라 본다.
늘어가는 고령인구는 향후 우리사회 발전에 있어,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모
두 가져오게 된다. 출산인구의 감소와 이어지는 노동력의 부족은 산업발전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추가고용은 국가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고령인구에 대한 방치가 노동인구의 부담이 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제약요소가 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예측해본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본다. 행복도가 높고 직장에 대한 충성도도 높은
고령 노동인력의 활용은 숙련도 높은 노동인력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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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장년층 이하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삶
의 만족을 높이는 데 일자리를 통한 만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공무원을 포함하여 공공부문과는 달리 퇴직연
령이 낮다. 공공부분은 60세이지만 민간 기업은 1차 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하
다(김동호, 2017). 우리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다. 아직 왕성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기퇴직 해야
하는 50대 중반 이후의 근로자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효과적
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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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rkers : Exploring Job
Satisfaction as a Mediator
Seong Jeeyoung․Nam Eunyoung․Hong Dooseung
Using 17th (2014) and 18th (2015) waves of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we attempt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job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rkers (the 55-74 age group) as compared to young
and middle-aged workers (the 20-54 age group). Results reveal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age and life satisfaction, and age and job satisfaction
are U-shaped curvilinear. For the older workers, as one ages, he/she is more
satisfied with life controlling for other related variables while the opposite
pattern is found for the young and middle-aged workers. This study also
addresses that work-related factors such as work stress and work-life imbalance
affect life satisfaction through job satisfaction as a mediator.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factors that make a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between
the older and the young and middle-aged workers. Their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older workers,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labo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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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낮은 직무만족은 노동자가 이직(turnover)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Griffeth, Hom, & Gaertner, 2000). 노동자의 이직은 이직 전 기업 입장에서는
인적자원의 유출, 이직 후 기업 입장에서는 인적자원의 유입이라는 독립적인
과정이지만, 이직자 본인에게는 일자리의 연속적인 변천 과정이다. 이 과정에
서 이직 전 기업은 노동자의 이직과 충원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의 손실, 그리
고 충원될 때까지 계속근무자의 업무량 증가, 그리고 이직자에게 지출된 과거
훈련비용의 손실 등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을 감수한다. 노동자 또한 이직을
위한 탐색(search) 비용과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과 각종 복지혜택의 손실, 그리
고 이직 후 적응에서의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듯 조직과 노동자에게
중요한 사건(event)인 이직의 선행요인으로서 직무만족이 연구되어 왔지만, 노
동자의 이직 후 직무만족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직 후 노동자
의 직무만족은 이직 전에 비해 증가하는가?
이직 전후의 직무만족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데, 이는 노동자 개
인의 이직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적어도 t-1 시점에
서 노동자의 직무만족, t 시점에서 이직여부, 그리고 t+1 시점에서 계속근무자
와 이직 후 이직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개별 노동
자의 실제 이직행위는 무작위로 발생하며 그 빈도수가 작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대규모 표본을 필요로 한다. 이는 장기적인 추적조사 과
정에서 발생하는 표본의 자연이탈(attrition)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와 같이 주로 국가주도의 장기추적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왔다(예 :
Staw, 1984; Davis, Trevor, & Feng, 2015). 우리나라의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또한 1998년부터 가구와 개인의 추적조
사해 왔으며,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나 그 활용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1차(1998년)부터 15차(2012년)까지 KLIPS의 개인용 설문데이터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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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후로 한 직
무만족의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기존 문헌에 대한 공헌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직무
만족 → 이직(또는 이직의도)”의 정적인 관계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직
무만족 → 이직 → 직무만족”의 동적인 관계에 초점을 둔다. 이는 신입사원들의
입사 후 직무만족의 변화(Boswell, Shipp, & Payne, 2009), 또는 직무만족 변화
와 이직의도 변화(Chen, Ployhart, Thomas, Anderson, & Bliese, 2011)와 같이
동적과정 분석에 초점을 두는 최근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지만 실제 이직 2년
전부터 이직 2년 후까지의 직무만족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패
널분석의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기질뿐
만 아니라 이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능력 등 측정되지 않은 개인
고유의 특성들을 통제하여 보다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Ⅱ. 선행연구

직무만족은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평가 또는 직무 경험으
로부터 오는 즐겁거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Locke, 1976 : 1304)”를 가리키며,
최근에는 “직무에 대한 인지적(평가적), 정서적(감정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심리적 반응(Hulin & Judge, 2003 : 255)”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러
한 직무만족은 직무특성, 개인특성 등에 영향을 받으며, 직무관련 태도와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파악되어 왔다(직무만족에 관한 포괄적
리뷰로는 Locke(1976)와 Hulin & Judge(2003)를 참조할 것).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특성이론(Hackman & Oldham, 1976)으로 대표되는
조직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 자체와 직무를 둘러싼 업무환경 등 객관적인 상황
특성들, 객관적인 상황 특성들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
치는 기질(Staw, 1984; Staw & Ross, 1985), 유전(Arvey et al., 1989), 성격
(Judge, Heller, & Mount, 2002), 그리고 핵심자기평가(core-self evaluation)(Judge,
Locke, & Durham, 1997)와 같은 개인 특성들, 그리고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통

70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2호

해 충족되기를 원하는 가치가 실제 충족되는 정도를 강조한 Locke(1976)의 가
치-지각(value-percept) 모형과 같이 개인과 상황 간 상호작용 등을 파악해왔다.
다음으로, 직무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태도와 행동변수들로는 조직몰
입(Tett & Meyer, 1993), 조직시민행동(Bateman & Organ, 1983), 직무 성과
(Judge, Thoresen, Bono, & Patton, 2001), 그리고 결근(Scott & Taylor, 1985;
Staw & Barsade, 1993)과 이직(Mobley, Horner, & Hollingsworth, 1978; Hom,
Katerberg, & Hulin, 1979; Staw & Barsade, 1993; Hom & Kinicki, 2001)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직은 이직을 결정한 주체에 따라 자발적(voluntary) 또는 비자발적
(involuntary) 이직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이직은 노동자가 직무나 조직에 대한
불만족으로, 또는 보다 좋은 직무나 조직을 찾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옮기
거나, 결혼, 임신, 출산,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이다. 반면 비자발
적 이직은 노동자가 계속해서 근무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정
년퇴직, 계약기간 종료 등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이다.
선행연구들은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과 함의 등의 중요성으로 인해 주로 자발적
이직에 초점을 두어왔다.
March & Simon(1958)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이 제공하는 유인(inducement)의
효용과 본인이 조직에 공헌하는 정도(contribution)의 효용을 비교함으로써 이
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합리적인 자발적 이직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직무(불)만족은 이직의 바람직성(desirability)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직외부에 존재하는 대안적 직무의 수는 이직 용이
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직의 바람직성과 용이성을 비교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은 이직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의 모형은 Mobley(1982)와 Mobley et
al.(1978)에 의해 직무만족과 이직에 이르기까지의 심리적․행동적 경로들로
재구성되었다.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직무불만족, 그리고
조직외부의 가능한 직무대안에 대한 탐색의도와 탐색행위로 이어진다. 조직구
성원은 이렇게 탐색된 직무대안(들)을 평가한 후 이를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비
교하고 이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이직행위로 나타난다. 각
경로를 하나의 테스트로 볼 때, 이직은 일련의 테스트들을 통과해야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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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속적인(sequential) 의사과정의 최종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이직 모형들은 현재에도 중요한 이론적․실증적 토대를 제
공해왔다(Holtom, Mitchell, Lee, & Eberly, 2008). 자발적 이직의 결정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직모형들이 제시한 이직에 대한 직무만족
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확인시켜준다(자발적 이직에 관한 실증결과들의 메타
분석은 Griffeth, Hom, & Gaertner(2000)를 참조할 것). 마찬가지로 국내연구들
도 다양한 연구 맥락에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그리고 이직 간 이론적 관계를
실증해왔다(박동건․염세걸, 2001; 김상욱․유홍준, 2002).
본 논문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최근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첫째, 이직 전개모형(unfolding model of turnover)으로 직무만족 외
에도 이직 결정에서의 개인적인 중요 사건(critical event)의 역할 등 이직에 대
한 다양한 의사결정 경로들을 강조한다(Lee & Mitchell, 1994). NLSY를 이용
하여 Lee, Gerhart, Weller, & Trevor(2008)는 (1) 다른 직업을 찾은 후 그만둔
사람들과 (2) 새 직장 없이 그만둔 사람들에서는 직무만족과 자발적 이직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지만, (3) 일자리 제의를 받고 그만둔 사람들
과 (4) 임신,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그만둔 사람들에서는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일자리 제의를 받고 이직한 유형에서 직무만족의
영향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직무만족의 영향은 의사결정 경
로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직과정의 동적 모형을 기반으로 한 직무만족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
이다. Bentein, Vandenberg, Vandenberghe, & Stinglhamber(2005)는 잠재성장
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이용하여 6개월간 측정된 정서적․규범적 조
직몰입의 변화가 이직의도의 변화로, 그리고 이직의도의 변화가 3개월 후 실
제 이직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Kammeyer-Mueller, Wanberg, Glomb, &
Ahlburg(2005)는 2년 동안 5회 측정을 통해서 이직자는 직무만족과 몰입이 낮
아지는 반면, 직무철회(job withdrawal) 행동과 대안탐색 행동이 높아짐을 보였
다. 신입사원들의 입사 후 1년 동안의 직무만족 변화를 추적한 Boswell et
al.(2009)은 이들의 직무만족이 입사 직후 가장 높았으나(허니문 효과) 이후 3
개월차, 6개월차, 그리고 1년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감소(행오버 효과)하였음

72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2호

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Chen et al.(2011)은 종업원들의 절대적 직무만족 수준
(즉, 해당 기간 동안의 직무만족 평균값)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이직의도의 변
화가 같은 기간 직무만족의 체계적 증가/감소의 정도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음을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직무만족 외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이직까지
의 과정을 통합적이지만 노동력 유출의 과정으로서만 파악해왔다. 그러나 노동
자의 관점에서 이직, 특히 자발적 이직은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의 연속
적인 변화과정(queing process)이다. 노동경제학에서 이직은 노동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찾는(job search) 하나의 매치(job match) 과정이다
(Mortensen, 1986). 실제 이직은 주로 노동자의 경력 초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직을 통해 노동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 기술수준과 매치되는 직무
를 찾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 결과 개인의 경력이 쌓이면서 이직은 적게
발생하며 일자리에서의 근속연한은 길어지게 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별 노
동자의 이직 수가 많아질수록 직무매치의 수준은 높아진다. 직무만족이 직무매
치의 질을 측정하는 대리(proxy) 변수라면, 이직 수가 많아질수록 직무만족은
증가할 것이다.
Chi, Freeman, & Kleiner(2005)는 계속근무자에 비해 이직자의 이직 전후 직
무만족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패턴이 2회 이상의 이직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나인강(2005)은 4〜5차 KLIPS를 이용하여 이직 전후 직무만족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계속근무자에 비해 이직 후 이직자들의 직무만족은 증
가하였음을 보였다. 하지만 이직의 원인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년퇴직과 계약종료와는 달리 징계해고, 사업장의 폐업, 도산, 또는 도
산 예정, 정리해고, 휴업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은 노동자가 통제 또는 예측
하지 못할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비자발적 이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이직에 따른 경제적 손실 외에 심리적 충격으로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다
(Wanberg, 2012). 우선 비자발적 이직은 노동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에 따르면, 통제 불가능한 사건
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바꿀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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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는 경향을 가진다(이원행, 2000). 실직자들은 시간 경과에 따라 우울하
고 냉담한 상태를 보이며(Leana & Feldman, 1994), 정리해고에 의한 이직자들
은 재취업 이후에도 해고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 Davis,
Trevor, & Feng(2015)은 노동자의 정리해고 경험은 정리해고 이후 일자리에서
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리해고 이후 일자리에서의 직무불만족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는 다음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본인에게 최선이 아닌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해고노동자는 전 직장보다 급여나 다른 노동조건들이 낮고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무라도 일단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윤윤규․박성재(2008)는 자발적
이직자들에 비해 비자발적 이직자들이 이후 비자발적 이직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발적 이직자
와 비자발적 이직자들의 일자리 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첫 일자리에서 비자
발적 이직을 경험한 노동자가 총 4회 이직한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일자리에
서 비자발적 이직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38%와 39%인 반면, 첫 일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노동자가 비자발적 이직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23%와 27%
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후 직무만족은 이직 전에 비하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발적 이직자
는 직무불만족에 의해 탐색된 직무대안 또는 일자리 제의에 의한 직무대안을
현재 직무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나은 직무와 조직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비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전 직무만족은 계속근무자의 직무만족
과 차이가 없지만 이직 후 직무만족은 작거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이직자의 불만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해고 등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직 후 일자리의 탐색과 재취업
과정에서 최선이 아닌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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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와 분석 방법

1. 데이터
본 연구는 1차(1998년)부터 15차(2012년)까지 KLIPS의 개인용 설문 데이터
와 직업력(work history)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직 전후의 직무만족 변화를 분석
한다. KLIPS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에 해당하는 전국의 21,938가구
중 전국 도시지역 19,025가구의 15세 이상 개인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1998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추적(follow-up) 조사해왔다.
노동자는 자신이 근무해온 직장을 사직(quit)하면 다른 회사로 취업하거나,
실업 상태가 되거나,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 이직 전후의 직무만족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한 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회사로 취업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계속근무자를 표본으로 하여야 한다.1) 본 연구의 표본으로는 다음
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노동자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고용계약을 맺은 임금노
동자로서 개인설문 데이터와 직무력 데이터가 매칭되어야 한다. 둘째, 계속근
무자는 최소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를 선정하였다. 동일한
노동자가 결측치로 인해 복수의 연속데이터를 보유한 경우, 최장 연속데이터
(sequence)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 응답자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그리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적으로 응답한 경우 후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동일한 연속 데이터를 보유한 경우, 임의로 하나의 연속데이터를
선정하였다.2) 셋째, 이직자의 경우, 이직 전후 각각 1년 이상의 연속데이터를

1) KLIPS는 (1)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동일 여부와 (2) 취업 형태(임금,
비임금, 미취업)에 따라 개인 유형 설문을 결정한다.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
수)을 받고 일하는(직장, 아르바이트 등) 노동자로서,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와 현재 일자
리가 동일하면 계속근무자(설문유형 1)이며, 동일하지 않으면 이직자(설문유형 5)로 간주
할 수 있다.
2) 이는 개인별 동일한 연속데이터에 단일분포(uniform distribution)의 임의변수를 할당시킨
후 가장 높은 값이 할당된 연속데이터를 선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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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2회 이상 복수로 이직한 노동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킨 노동자 수는 총 2,909명이었으며, 분석에는 13,242관찰치
(표본×연도)가 이용되었다.

2. 변수 측정
가. 종속변수 : 전반적 직무만족
KLIPS는 “미네소타 직무만족 설문(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
MSQ)”과 Smith, Kendall & Hulin(1969)의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 JDI)”를 기반으로 임금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의 직무만
족을 (1) 임금 또는 소득, (2) 취업의 안정성,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4) 근로
환경, (5) 개인의 발전가능성, (6) 의사소통, (7) 인간관계, (8) 인사고과의 공정
성, 그리고 (9) 복지후생으로 측정하고 있다(최효미․신선옥․이지은․이혜정,
2011). 본 논문에서는 전반적 직무만족을 (1)〜(7) 항목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3)

나. 독립변수 : 이직여부와 이직유형
이직 여부는 직업력 자료의 “이 일자리는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항
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4) 응답자가 (1)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다”, 또는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직장에서 요구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
다”로 응답하였으면 이직으로 간주하였으며, (3) 모름/무응답은 표본에서 제외
하였다. 이직 유형은 (1)로 응답하였으면 자발적 이직으로, (2)로 응답하였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였다. 이직여부와 이직유형의 코딩은, 예를 들어, 노
3) 7개 항목을 사용한 이유는 (8)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9) 복지후생에 관한 응답률이 다른
항목들의 63%와 69%에 불과해 많은 표본들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편 KLIPS는 “전반
적 일자리 만족”과 “전반적 일만족”을 단일항목으로 조사하지만 각각 3차와 9차부터 설
문조사에 포함하였다.
4) KLIPS에서는 직업력자료의 이용 외에도 각주 1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설문자료의 일자
리 유형 변화(즉 설문유형 1과 설문유형 5)를 이용하여 이직을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직사유를 구분하기 때문에 전자를 이용하여 이직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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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가 2001년 설문에 이직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면 2001년을 1로, 2001년을 제
외한 다른 연도들을 0으로 코딩하였다. KLIPS에서 실제 이직은 2000년 설문조
사 직후부터 2001년 설문조사 직전에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설문조사가 개인
별로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다면, 이직 후 직무만족은 길게는 364일 짧게는
1일간의 새 직장에서의 직무 경험을 반영한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먼저 개인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로서 나이, 성별, 결혼여부, 근속연수, 그리고 교육수준을 포함하
였다. 다음으로 일자리 특성으로는 현재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 초과근로시간
여부, 성과급 제도의 여부, 직무와의 적합성, 그리고 5차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대분류를 이용하여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직종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사 특성으로 종업원 수를 이용하여 조직규모, 기업 내 노동조합 존재 여부,
사기업 또는 공기업 여부, 그리고 제8차 한국산업표준분류의 대분류를 이용하
여 회사의 산업을 포함하였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설문문
항과 코딩을 보여준다.

3. 통계모형
본 연구의 실증분석방법으로 패널데이터의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선
행연구들은 객관적 직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
질, 유전적 특성, 인성 등 개인 특성들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또한 개인의 (측정되지 않은) 능력은 이직 바람직성과 이직 용이성에
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인 이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개인 고유의 (측정되지 않은) 특성들을 통
제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연
구들에서 누락되어 왔다. 패널데이터의 고정효과모형은 이러한 개인 고유의 특
성들을 개인별 상수항으로 추정함으로써 이들의 영향을 통제하는 장점이 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통계분석에서 개인 내(within) 분산만이 이용되며,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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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개인 고유 특성들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변수들의 개인들 간(betweeen)
분산은 제외된다. 따라서 여러 독립변수들의 연도별 차이값(difference)과 직무
만족의 연도별 차이값을 회귀분석하는 것과 동일하다.

Ⅳ. 실증결과

<표 1>은 본 논문의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이들
의 KLIPS의 정의와 문항번호들을 보여준다. 최종 표본 수는 13,242명으로 개
별 노동자 2,909명이 평균 4.6회 나타났다. 개별 노동자 2,909명 중에서 이직자
는 250명(8.6%)이었으며, 이 중 자발적 이직자는 218명(87.2%)으로 비자발적
이직자 32명(12.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KLIPS의 설문문항(N=13,242)
변수 이름

평균

표준
편차

직무만족

3.27

0.52

이직여부

0.019

0.136

자발적 이직여부

0.016

0.127

비자발적
이직여부

0.003

0.049

직무와의 적합성

2.82

0.44

KLIPS의 설문문항
[p4311-p4319] (1) 임금 또는 소득; (2)
취업의 안정성; (3) 하고 있는 일의 내
용;(4) 근로환경; (5) 근로시간; (6) 개인
의 발전가능성; (7) 의사소통 및 인간관
계; (8) 인사고과의 공정성; (9) 복지후생.
(8)과 (9)를 제외
[j601] 설문 “이 일자리는 어떻게 그만두
게 되었습니까?”에 (1)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다”, 또는 (2) “계속 다니고 싶
었으나 직장에서 요구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에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j601]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다”로 응
답한 경우 11, 그렇지 않은 경우 0
[j601]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직장에서 요
구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
다”로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p4401] 현재하는 일과 교육수준의 적합도
[p4401] 현재하는 일과 기술수준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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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나이

39.04

표준
편차
10.49

결혼여부(1/0)

0.73

0.44

고졸 이하(1/0)
전문대졸(1/0)
대졸(1/0)

0.52
8.31
0.26

0.50
7.04
0.44

대학원 이상(1/0)

0.05

0.21

근속연수(년)

8.31

7.04

월임금(만 원)

251.9

163.8

초과근무 여부(1/0)

0.35

0.48

성과급제 여부(1/0)

0.24

0.42

노조 조직여부(1/0)

0.33

0.47

조직 규모
1〜9인(1/0)

0.20

0.40

10〜29인(1/0)

0.14

0.35

30〜99인(1/0)

0.16

0.37

100〜299인(1/0)

0.12

0.32

300인 이상(1/0)

0.38

0.49

사기업 여부(1/0)

0.85

0.36

공공부문(1/0)

0.07

0.26

변수 이름

평균

학력

KLIPS의 설문문항
[p0107] 조사 당시 연도–출생 연도
[p5501] 조사 당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p0110] (1) 미취학, (2) 무학, (3) 초등학교,
(4) 중학교, (5) 고등학교, (6) 2년제 대학,
전문대학, (7) 4년제 대학, (8) 대학원 석사,
(9) 대학원 박사
(1)-(5)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6)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8)과 (9)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석사, 박사 (수료 포함) 1, 그렇지 않은
경우 0
[p301] 이 일자리(직장, 사업체)는 언제부
터 시작하였습니까?
[p1642] 월 평균 임금액 * 소비자 물가지수
(CPI)
[p1011] 초과근로 시간이 있을 경우 1, 그
렇지 않은 경우 0
[p1621] 임금 결정 시 성과급제도 채택하
고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p2501] 근무하는 회사에 노조가 조직되
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p0403] 전체 종업원 수
종업원 수가 1〜9인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종업원 수가 10〜29인 1, 그렇지 않은 경
우0
종업원 수가 30〜99인 1, 그렇지 않은 경
우0
종업원 수가 100〜299인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 1, 그렇지 않은
경우 0
[p0401] 사기업(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
체, 외국인 회사 포함)일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p0401] 정부 및 공공기관(정부 외 공공기
관; 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
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정
부기관 포함)일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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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직 전후 직무만족의 단순 평균값 변화

주 : t-3년부터 t+3년 기간의 이직자 수는 각각 77, 131, 250, 250, 161, 99명임.

[그림 1]은 이직자와 계속근무자의 이직 t-3년부터 t+3년까지 직무만족의 단
순 평균값을 보여준다. 중요한 2가지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이직자들의 직무만족은 계속근무자보다 낮았다. 둘째, 계속근무자의
직무만족은 일정한 반면 이직자의 직무만족은 이직 직전인 t-1년에 가장 낮았
으나 이직 직후인 t+1년에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이직자의 직무만족은 이직 전
과 비교하여 이직 후 증가하였지만 계속근무자의 직무만족보다는 높아지지 않
았다.
<표 2>는 이직 전후의 직무만족 변화를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값
을 보여준다. 모델 1은 이직 t-1년과 t+1년의 이직자와 계속근무자의 직무만족
차이를 보여준다. 이직자의 직무만족은 계속근무자의 직무만족과 비교하여 이직
t-1년에 0.142(p<0.001) 낮아진 반면 t+1년에는 0.068(p<0.10) 높게 나타났다. 특
히 t+1년의 직무만족의 표준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이직 이후 이직자들의 직무만족이 반드시 높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모델 2는 이직 t-2년부터 t+2년까지의 이직자와 계속근무자의 직무만족 차
이를 보여준다. 계속근무자에 비해 이직자의 이직 직전 직무만족이 t-2년에
0.020, t-1년에 0.011이 낮은 반면 이직 직후인 t+1년에 0.056 높았으나 t+2년에
는 0.019 낮게 나타났다. 이 추정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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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직의 직무만족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 분석결과
모델 1
이직t-2

모델 2
-0.020

모델 3

모델 4

(0.063)
이직t-1
이직t+1

-0.142***

-0.011

(0.034)

(0.064)

0.068+

0.056

(0.041)

(0.057)
-0.019

이직t+2

(0.052)
-0.067

자발적 이직t-2

(0.061)
자발적 이직t-1
자발적 이직t+1

-0.134***

-0.062

(0.036)

(0.065)

0.082+

0.059

(0.045)

(0.064)
-0.055

자발적 이직t+2

(0.056)
0.190

비자발적 이직t-2

(0.164)
비자발적 이직t-1
비자발적 이직t+1

-0.171+

0.276*

(0.098)

(0.134)

-0.007

0.037

(0.089)

(0.110)
0.124

비자발적 이직t+2

(0.126)
_cons

3.327***

2.147***

3.320***

2.110***

(0.240)

(0.259)

(0.240)

(0.260)

통제변수 포함

예

예

예

예

연도 고정효과 포함

예

예

예

예

0.068

0.076

0.068

0.078

Within R2
F-value

16.227

n.a

15.485

n.a.

Obs

10,333

5,362

10,333

5,362

grp

2,909

1,424

2,909

1,424

주 : + p<0.10. * p<0.05. ** p<0.01. *** p<0.001.
나이, 결혼여부, 학력, 근속연수, 월 임금, 초과근무 여부, 성과급제 여부, 노조 조
직 여부, 조직 규모, 사기업 여부, 공공부문 여부(표 1 참조)를 통제변수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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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3과 4는 이직자를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델 3은 계속근무자에 비해 자발적 이직자의 직무만족이 이
직 t-1년에 0.134(p<0.001) 낮은 반면, t+1년에는 0.082(p<0.10) 높게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자의 직무만족은 계속근무자에 비해 이직 t-1년에 0.171(p<0.10),
t+1년에 0.007(p>0.10) 낮게 나타났다. 모델 4는 계속근무자에 비해 자발적 이
직자의 직무만족은 이직 t-2년에 0.067, t-1년에 0.062 낮았으며, 이직 t+1년에
0.059 높았으나 t+2년에는 0.055 낮게 나타났다. 이 추정값들은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자발적 이직자의 직무만족은 이직 t-2년에 0.190, 이직
t-1년에 0.276, t+1년에 0.037, t+2년에 0.124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직 t-1년의
직무만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V. 토론 및 결론

본 논문은 1〜15차 KLIPS을 이용하여 이직자의 이직 전후 직무만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직자의 직무만족 수준은 이직
전후와 상관없이 계속근무자의 직무만족 수준보다 낮았다. 이직자의 직무만족
수준은 이직 직전에 비해 이직 직후 증가하였지만 계속근무자의 직무만족 수준
보다 높지 않았다. 한편 이직 이후 2년 차에는 직무만족 수준이 감소하였다.
둘째, 측정되지 않은 개인 특성들과 통제변수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첫 번째 결론이 유효하였다. 계속근무자에 비해 이직자의 이직
t-1년과 t+1년 직무만족 차이의 변화는 0.210(=0.142+0.068)이었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직 t-2년부터 t+2년으로 확장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지만 이직 전 2년간 이직자의 직무만족은 계속근무자에 비해 낮
았으며, 이직 t+1년에는 직무만족이 증가하였지만 t+2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이는 이직의 결과로 이직 직후 직무만족이 증가하지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를 살펴보면, 계속근무자에 비해
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t-1년과 t+1년 직무만족 차이의 변화는 0.2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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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직무만
족 차이의 변화는 0.164(=0.171-0.007)이었으나, 이직 t-1년만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이직 t-2년과 t+2년으로 확장시킬 경우, 자발적 이직자의 직무만족은
이직자 전체의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반면 비자발적 이직자는 예상과 달
리 나타났는데, 이는 이직자 250명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3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정치의 정밀성(preciseness)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자
발적 이직자들의 추정값들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의 결과는 상당한 수준의 통계적 엄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선 직무
만족은 주관적 응답인 반면 이직은 실제 행위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 수준(level)이 아닌 연도별 변수들 간 수준 차이(marginal change)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개인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질, 유전, 능력 등 체
계적 오차의 원천들은 분석과정에서 통제되었다. 또한 이직행위의 측정과 관련
하여 KLIPS는 설문조사과정에서 교차 체크를 통해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고 있
다. 설령 이직행위에서 측정오차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패널 고정효과모형에 의
한 추정치들은 측정오차에 의해 실제보다 과소 추정된다(Wooldridge, 2002).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분석한 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전후 2년 동안의 직무만족 변화는
신입사원들의 직무만족이 입사 직후 가장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Boswell et al.(2009)의 결과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
가 경력자들의 이직 전후 직무만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으나 이직 직후 직무만족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짧게 지속되는 반면
이후 직무만족의 감소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전 일자리
에서의 직무경험이 이후 일자리에서의 직무매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지 않
음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전 일자리 경험 유무별로 신입사원
들의 직무만족 변화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과
정에서 입사 직후, 3개월차, 6개월차, 그리고 1년차에 직무만족을 측정한 Boswell
et al.(2009)보다 직무만족을 촘촘히 측정할 수 있다면 허니문 효과와 행오버 효
과의 발생시점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입사원들을 위한 사회화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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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회 이직한 노
동자들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표본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표본에서 복수의 이직 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이 연속적으로 이직하여 이직 전후
가 서로 중첩되어 그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KLIPS를 이
용하여 이직자들의 이직 경험이 향후 직무만족과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
기 위해서는 표본이 더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무특성을 노동자가 속한 직종과 조직의 산업으로 통제하여 직무내용
의 실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노동자가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직종과 산업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매우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는
보다 풍부한 정보를 활용하여 직무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직무
만족에 있어서 직무에 의한 영향과 조직에 의한 영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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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hange in Job Satisfaction before/after the Job
Change Using 1-15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im Jinha․Jeong Jaeyun․Park Kyoungwon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job satisfaction of job leavers before
and after the job change, using the 1-15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unmeasured
time-invaria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job leavers’ job satisfaction compared
to job stayers’ significantly increased only on the first year of the job change;
their job satisfaction for the two years before and on the second year of the
job change were lower than job stayers’ job satisfaction. Second, while the
identical pattern is found for the voluntary job leavers’ job satisfaction, no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for the involuntary leaver’s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ose of Boswell, Shipp, & Payne(2009),
indicating that job satisfaction increased at the early stage of job experience(i.e.,
the honeymoon effect) and decreased at the later stage(i.e., the hangover effect).
It is implied that the hangover effect would be greater for the job leavers
than the job stayers.
Keywords : job leaver, voluntary leaver, involuntary leaver, job satisfaction, honeymoon
effect, hangov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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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까지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OECD, 2012; 강신욱 외, 2014).1)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 소득 불평등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며, 그중에서도
가구단위 노동시간 변화에 초점을 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에 관
한 학술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였다. 반면 서구의 경우 개인단위 근로시간에 대
한 관심뿐만 아니라 가구단위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단위 근로시간의 양극화 현상 즉 고소득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증가하
고 저소득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소득 부
부의 합산 근로시간이 증대하고, 저소득 부부의 합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현
상이 나타났다. 고소득․고학력 개인 혹은 부부의 근로시간 증가는 더 많은 노
동소득의 획득을 의미하고 저소득․저학력 개인 혹은 부부의 근로시간 감소는
노동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노동시간 양극화 현상은 가구 소득 불
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구단위 근로시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가구 근로시간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들은 가구 소득 불평등 요인을 분해할 때 종속변수는 가구 소득으
로 설명변수는 가구주의 특성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단위의 불일치
문제로 인해 가구 소득 불평등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지 못했다. 가구주의 특성
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 틀림없다. 하지
만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과 가구 소득 불평등이 반드시 일대일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Larrimore, 2014), 가구주의 배우자 그리고 가구 내의
다른 가구원의 노동소득이 가구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증대
1) 통계청 소득분배 지표에 따르면, 시장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소득) 기준 지니계수 지수가 2009년 기준 0.345에서 2013년 0.336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0.341로 다시 증가하였다.

가구 노동시간 변화와 노동소득 불평등 연구(안서연) 

91

되고 있다(Gottschalk & Danziger, 2005; 강신욱, 2012; 장지연․이병희, 2013).
가구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 대응기제는 가구가 처한 여건 하에서 가구주 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들의 노동공급과 노동소득의 영향을 받게 되며, 가구 소득은
가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비된다. 전통적인 노동경제학 논의에서 개인의
노동공급은 여가와 소득의 효용함수 극대화의 결과이지만, 가구 노동공급은 개
인만의 여가와 소득의 효용함수로 결정될 수 없다. Becker의 가계생산모델
(model of household production)에 따르면, 가구원들은 가구 공동의 효용함수
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을 합산(pool)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가구 내 지위(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와 가구 내
여건(예를 들어,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존재) 내에서 가구원 각각의 노동시
간을 모델링하고, 개인 노동소득의 총합으로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연구
한다. 즉 가구 내 가구원 지위별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의 상호 관련성을 모델링
한다. 가구 내 가구원의 노동시간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분해
하기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가구 내 지위별 개인 근로시간의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가?

Ⅱ.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 내 가구원들의 노동시간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개인과 가구단위 노동시간 변화와 소
득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범위를 제한하여 검토한다.2)

2) 지면상 개인과 가구단위 노동공급과 관련된 이론들과 실증연구 그리고 가구 소득 불평등 연
구들은 매우 방대하여 다 담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안서연(201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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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노동시간
이제껏 노동공급 논의에서 노동시간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
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개인단위 노동시간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은 대체
적으로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며(Lee, McCann
& Messenger, 2007; Maddison, 1995), 이러한 경향성은 주로 OECD 회원국에
서 나타났다3)(Rogerson, 2006).
유럽 국가들에서 근로시간 감소는 일자리를 나누고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
책적 도구로 인식되었으며, 그에 따른 정책적 노력의 결과물이다(Jacobs &
Gornick, 2002: 169). 근로시간 감소 원인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
아짐에 따라 시간제 근무 혹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견과 노동인구
노령화 등이 평균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그들의 희망 근로시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근로시간
이 감소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세부적인 고용부문 간(specific sectors) 노동시
간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있다(O’Farrell, 2013). 또한 일상화 가설
(Routinization)4)의 영향으로 중위임금의 일자리, 예를 들어 사무직과 기술직의
직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oos, Manning & Salmons,
2009).

3) 하지만 미국의 경우 Schor(1991)의 논의를 중심으로 과잉 노동하는 미국인 논쟁(the overworked
Americans)이 일었다. Leete & Schor(1994: 31)는 지난 1969년부터 1989년 사이 경제
활동 참가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남성의 경우 20시간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208시간
증가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 근로시간의 증가는 연간 근로일
수의 증가(the number of weeks worked per year)로 인한 것이며, 주당 근로시간(the
number of hours worked per week)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Jacobs & Gerson, 2001).
4) Author et al.(2003)는 기술변화가 단순히 기술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SBTC)만으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SBTC의 변형된 형태로 “일상화
(Routinisation) 가설”을 주장하였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상위기술 노동력을 필요로 하
는데 특히 컴퓨터 자본과 관련해서 일상화된 일들은 전산화가 대체하고 비일상화된 일들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비일상화된 일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띠는데, 고
숙련의 전문직과 매니저 직업 그리고 비숙련 노동 서비스직(청소)과 같은 일들이다(Holmes
& Mayhew,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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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평균 노동시간은 감소하였지만, 개인단위 노동시간의 분배는 양극
화 경향을 띤다. 주로 저소득 노동자(혹은 저학력 집단)들의 노동시간 감소 폭
이 컸으며, 고소득층 노동자(혹은 고학력 집단)들은 노동시간 증가를 경험했다
(Morissette, 1996; Jacobs & Gerson, 2001; Bell & Freeman, 2001; Kuhn &
Lozano, 2005; Usalcas, 2008; O’Farrell, 2013).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고소득층
노동자들이 그들의 승진(promotion)을 위해서 긴 노동시간을 선택한다는 의견
(Bell & Freeman, 2001; Landers, Rebitzse, & Taylor, 1996)과 고숙련 노동자들
의 고용 비용(hiring costs)이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고용비용이 높은 노동자일
수록 노동시간이 길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Kudoh & Sasaki, 2011), 그리고
자본이 집중된 부문(capital intensive sectors)에서 노동시간이 길다는 주장 또한
제시되었다(Parmentier, 2010). 하지만 Frase & Gornick(2013)은 고소득층 혹은
고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긴 것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중진국
에서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
였다.
우리나라의 개인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지만, 점
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OECD, 2013). 특히 2005년 주 44시간에서 주 40
시간 근로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감소 현상은 더욱 두드려졌다
(김형락․이정민, 2012).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여전히 법적으로 연장근무(주당 총 12시간
까지 허용)를 허용하며, 잔업이나 야근 문화가 뿌리 깊다.

2. 가구단위 노동시간
가구단위 노동시간에 대한 관심은 서구 국가들에서 점차 증대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시간 압박과 관련해 가
구 내의 성 불평등 문제(가사노동 및 부모 역할)들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지
난 20여 년간 미국의 가구단위 노동시간 변화의 특징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부부의 합산 근로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Jacobs & Gerson(2001)
은 1990년과 1997년 사이 가구구성의 변화로 인한(즉 맞벌이 부부의 증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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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 변화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이 100시간이 넘는 고학
력 전문직의 맞벌이 부부 비율이 증가하였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노동
시간이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보다 짧았으며, 특히 어머니의 근
로시간에서 차이가 났다. McGrattan & Rogerson(2008)은 195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가구단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의 변화를 기술한 결과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남편을 둔 아내의 노동시간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Juhn & Murphy(199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여성의 평균 노동시간은 같은 기간 동안 3
배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은 70% 증가에 그
쳤다. 또한 남편의 노동소득 분위에 따른 가구 노동시간 분포 변화에서 모든
분위가 노동시간 증가를 경험하였지만, 평균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가
구의 평균 노동시간 증가가 가장 컸다.
국내의 가구단위 노동시간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유성용(2008)은 생활
시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99년과 2004년 사이의 부부 합산 노동시간의 변
화를 제시하였다. 1999년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의 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52.8
시간과 26.5시간(총 79.3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2004년에는 49.9시간과 25.2
시간(총 74.1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합산 노동시간은 1999년 기
준 107.3시간에서 2004년 99.1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이
낮은 맞벌이 부부일수록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2007)는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고용된 기혼여성의 연간 근로시간의 감소가
최상 10분위 가구에 속한 기혼여성의 경우 15% 감소한 반면, 최하 10분위 가
구의 고용된 배우자의 경우 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낮
은 부부일수록 노동시간이 길며, 배우자의 노동시간 감소의 폭도 작음을 확인
하였다.

3. 노동시간 변화와 가구 소득 불평등
개인단위 혹은 가구단위 노동시간 변화와 소득 불평등을 다룬 국내․외 연구
는 매우 부족하다. 국내 연구는 이철희(2007)가 유일하다. 1996~2000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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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격차 증가요인을 최상 10분위 가구와 최하 10분위 가구를 분해한 결
과, 고용된 가구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변화는 가구 소득 불평등을 약 10%
증가시켰으며 배우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변화는 가구 소득 불평등을 3.6%
감소시켰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
재한다. 첫째, 연구 시기가 1996년과 2000년 사이여서 최근 노동시간 변화 경
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의 로그 소득격차를
분해함으로써 전체 소득분포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가구 내 지위별, 가구 상
황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모델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의 한계가
있다, 셋째,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자영자와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
들이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국외 연구인 Gasparini et al.(2005)는 1992년과
1998년 사이의 가구원의 노동시간 변화는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
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22% 정도 증가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추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 장시간 노동하는 편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와 자영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가구단위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와 노동공급이 가구단위에서 결정
된다면, 개인의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 또한 가구단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하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구여건에 따른 가구원 지위별 노동시간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가
구 노동소득 불평등 요인 분해를 실시한다. 분석을 위해 Bourguignon, Ferreira
& Lustig(2005)(이하 BFL(2005))가 개발한 모의실험을 실시한다. BFL(2005)
방법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은 특점 시점에 고정시킨 채, 가구단위 특성 및 개인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노동소득 관련 요인이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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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의실험 기법5)이다.
전통적인 가구의 효용함수에서 여가(Leisure)는 비노동시장(non-market-time)
시간을 의미하지만 Becker(1965)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제외한 여가시
간이 사실상 여가가 아니게 된다. 가구는 하나의 생산체제인 동시에 함께 소비
도 하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주체이다. 가계는 주어진 총소득의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재와 시간의 결합을 통해서 가계상품
을 산출해 낸다. 개인  의 생산함수(Z)는         와 같으며,   는 식사,
육아, 오락 등의 재화(goods)를 의미하며, 이 상품은 시장에서의 상품인  벡터
와 시간 벡터  로 생산된다. 가구 효용함수(U)는 아래 식 (1)과 같다.
U=U(z)=U=(          =U                     (1)
Becker(1965) 가계 생산함수를 위해 소득합산 제약(income pooling restrictions)
의 가정이 필요하다. 이 가정은 가구소비와 관련해서 누가 소득을 통제(control)
하고 받느냐(receive)와 상관없이 가구의 모든 소득은 합산되고, 예산제약 내에
서의 가구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기능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소득의 한계가치
(marginal value)가 모든 가구원에 걸쳐서 동등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가구 총노동소득을 나타내면 다음의 식 (2)와 같다. 
는 t 시기의 가구 노동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을 뜻하며, 가

), 시간당 임금률(자영자의 경우 수익률, )
구 h의 개인  의 노동시장 지위(

과 근로시간(  ), 그리고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 함수를 표

의 값이 1이면 가구 h의 가구원  가 j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
현한 것이다. 

는 의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값은 0이 된다.





   









 

 
       

(2)

5) 각각의 가구원의 노동공급과 노동소득의 결합분석(joint estimation)과 관련된 모델링의 어
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본 분석의 모델은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이 아닌 축약모형
(reduced-formed model)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분석이 구조모형의 결과로 해석되어
선 안 되며, 또한 요인과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간의 인과관계를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Bourguignon, Ferreira & Lustig, 20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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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 따라서 생성한 N 가구의 가구 노동소득의 분포(   )는 다음과 같다.
         





(3)

앞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따라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가구 구성원들의 노
동시간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t’시기
로 근로시간(  ) 인자(argument)를 변화시킨 가구 노동소득 가상 분포(   )는
다음과 같다.
 ′       ′     



 ′  

(4)

t’시기의 h가구의 개인 i의 노동시간 (  )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In)에 미
친 효과 측정은 다른 인자들은 t시기에 고정한 채, t’시기의 노동시간만을 변화
시킨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분포(   )를 소득 불평등지수로 나타낸

      ′   와 실제의 소득분포 (In[  ])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t’
시기(2014)의 가구원 지위별 노동시간 결정 모델6)을 t시기(1999)의 가구원 지
위별로 적용하여 개인 노동소득을 추정하고, 가구단위 합산을 통해 얻은 가상
의 가구 노동소득을 실제 가구 노동소득 분포와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       

(5)

가구원 지위별 노동시간 결정 분석은 토빗 확률 효과(Tobit model) 모델을
사용하며, Gasparini et al.(2005)를 따라서 추정하였다. 불평등 지표(In)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Generalised Entropy(이하, GE) 지
6) 근로시간 결정모델은 65세 미만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에 공통적으로 연령범주(25〜34, 35〜44, 45〜54, 55〜64), 학
력수준(고졸 미만, 고졸, 2년제 대학 재학 이상,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6세 미만 자녀
수’, ‘6세 이상 15세 미만 자녀 수’, 그리고 거주 지역(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 변수
와 시간당 로그소득을 투입하였다. 가구주의 경우 동질혼 형태를 포함한 혼인상태(미혼,
고졸 미만 동질혼, 4년제 대학재학 이상 동질혼, 그 외 혼인, 별거/이혼/사별 여부)를 배우
자의 경우 동질혼의 형태(고졸 미만 동질혼, 4년제 대학 이상 동질혼, 그 외 혼인), 기타가
구원의 경우 혼인상태(혼인, 그 외 상태)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경우, ‘가구
내 성인 수 대비 비근로 성인 비율’을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경우 ‘가구주 근로여부’와
‘가구 내 성인 수 대비(가구주를 제외한) 비근로 성인 비율’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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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사용하도록 한다.7) 근로시간 결정모델은 65세 미만의 가구주, 배우자, 기
타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임금노동자와 자영자 여부 그리고 가구
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조합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하였다.

2. 분석자료 및 분석시기
미시단위 가상소득 추정을 위해서는 가구단위를 기반으로 한 개인 수준의 데
이터가 필요하며, 본 분석을 위해 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의 근로 형태
및 근로시간 그리고 노동소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노동패널은 우리나라
패널데이터 중 가장 긴 기간(wave) 조사되었다. 개인 자료는 15세 이상 개인의
종사상 지위, 산업,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
며, 가구 자료는 가구원의 기본정보 및 가구단위 소득에 관해 상세히 조사되었
다. 1인 가구 정보와 가구 내 성인 가구원의 근로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포함하
면서 비교적 긴 시계열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패널 데이터라는
특징으로 인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를 포착하기에 한계가 있고, 소득값이
과소보고되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8)
본 연구에서 가구 노동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임금 소득과 자영자 소득을 합
한 소득을 뜻한다.9)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가구단위 노동소득은 가구 내의 근
로 가구원의 월 노동소득의 합으로 구성되며,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CPI)로
7) 지니계수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평등 지표이지만, 중위소득 분포(the middle
of the income spectrum)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De Maio, 2007).
반면 GE( ) 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는 0,1,2이며, 가 낮을수록 하위 소득 분포에

민감하며, 가 높을수록 상위소득 분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ughton
& Khandker, 2009).
8)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 소득 불평등을 연구한 논문은 김영미․한준(2007), 신동균
(2007), 김경아․강성호(2008), 이소정 외(2008), 김혜연(2009), 김혜연․홍백의(2009a, 2009b),
손병돈(2009), 김진욱․정의철(2010), 이원진(2012), 박상우․김성환(2013), OECD(2015),
김현경 외(2015) 등이 있다.
9)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은 주로 임금소득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임금소득과 자영업 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합한 개념으로 노동소득을 정의하도록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
계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92%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
은 비율을 나타냈다(OECD, 2012). 이로 인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 원인을 밝히는
것은 가구 소득 불평등 증가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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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한 값을 사용한다. 개인 월 노동소득 상위 1%의 소득을 가진 개인의 경우,
99% 값으로 탑코딩(top coding) 하였으며, 소득불평등지수 산출 시 0인 소득은
분석에서 제외되어, 1로 코딩하였다.
가구 노동소득 변수는 가구 노동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다. 월 단위 소득은 연단위로 조사된 소득에
비해서 단기적인 변동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지만(구인회․임세희, 2007: 12),
연 단위 가구 노동소득보다 과소보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노동패널의 경우 월 단위 소득 조사 시, “월 단위 평균 소득”을 물음으
로써 단기적인 변동을 최소화하였다.10) 분석 연도는 1999년11)부터 2014년이
다.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 추이를 검토한 결과 1999년과 2000년의
소득 불평등이 지니계수 기준으로 변화가 미비하여(전체 가구 기준 0.001 증가;
근로가능 가구 기준으로 0.002 감소), 기준점을 1999년으로 삼았다. 즉 1999년
과 2000년의 소득 불평등 지수의 차이가 미비하여 분석연도의 변화로 인한 결
과의 민감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본의 통일성을 위해서 노동패널 12차 조사 시 추가 표집된 표본은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12)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노동시간은 개인자료의 주당 근로시간
이다13). 연구대상은 전체 가구와 근로가능 가구 즉 65세 이하의 근로가능 가구
원(15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통학 그리고 군 입
대 대기인 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의미함)이 한 명 이상 존재하는 가구이다. 연
구 단위는 개인이며, 횡단면 개인 가중치가 사용되었다. 또한 균등화 가구소득
지표 산출에는 Hyslop & Mare(2005)의 연구를 따라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변수와 관련해서 여전히 과소보고와 과대추정의 문제 그리고 패
널 탈락(attrition)으로 인한 편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
11) 가구 소득조사 항목의 불일치로 인해 노동패널의 일차년도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12) 노동패널은 1998년 표본과 2012년 추가표본에 대해서 통일된 횡단면 가중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1998년 표본이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조사되었고,
2012년부터는 조사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이전 시기의 소득 불
평등을 분석 시기로 정할 경우, 부득이 하게 추가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에
분석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이다.
13) 주당 근로시간은 연간휴가 등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아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다 안
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Jacobs & Gerson, 2004). 취업자(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
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 시간의 합을 사용하며,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시간 변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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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수를 곱한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전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누락된
개인(예를 들어, 노동소득 및 근로시간, 개인 관련 주요 정보 및 가구주 관련
정보) 및 그 개인이 속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차 자료 기준 354가구
(1,036명의 개인), 8.5%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17차 자료의 경우 192가구
(314명의 개인), 3.4%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전체 사례 수(가
구 기준)는 2차 자료의 경우 4,153가구, 17차 자료 기준 5,360가구이다.

Ⅳ. 분석 결과

1. 가구 노동소득 분포 변화
<표 1>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1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변화량
%

GE(0)
541
545
584
574
665
670
676
720
713
718
784
801
790
806
806
885
344
63.6

전체 가구
GE(1)
GE(2)
263
264
269
289
343
644
304
419
337
448
362
574
321
373
413
1617
357
489
349
475
351
382
345
360
341
414
340
392
335
335
367
371

104
39.5

106
40.2

Gini
377
378
404
393
415
425
412
435
430
423
431
427
422
423
421
443

GE(0)
465
454
484
443
519
509
503
511
514
506
570
567
553
565
539
598

66
17.5

133
28.6

근로가능가구
GE(1)
GE(2)
239
244
241
266
312
607
265
382
293
404
314
521
269
326
287
386
299
429
286
411
284
321
272
296
268
345
266
324
253
265
277
290

주 :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됨.

38
15.9

45
18.4

Gini
361
359
384
368
388
396
379
388
394
384
389
381
375
375
369
387
2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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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의 전체 가구의 균등화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의 경우 지
니계수 기준으로 1999년 0.377에서 2014년 0.443으로 증가하여 17.5% 증가율
을 보였다. 근로가능가구의 경우 지니계수 기준 1999년 0.361에서 2014년
0.387로 증가하여 7.2% 증가하였다.

2. 근로시간 분포 변화
가구단위 근로시간 변화를 살펴본다. 서구국가와 같이 고소득․고학력 개인
혹은 부부의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저소득․저학력 개인 혹은 부부의 근로시간
이 감소하여 근로시간의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학력
수준과 근로형태별 그리고 부부의 학력수준별 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본다.

가. 학력수준별 근로시간 변화
가구주와 배우자 개인의 교육수준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는 <표 2>에 제시되
었다. 임금 근로자인 가구주의 경우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주당 근로시간이 감
소하였지만, 감소폭은 상이하다. 1999년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가진 ‘고졸 미만’
의 임금 근로자들의 감소폭은 14.8%로 가장 컸으며, 2014년에 주당 약 47시간
의 근로시간을 기록하였다. 반면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임금근
로자의 경우 1999년 49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에서 7.5% 감소하여 2014년 45시
간을 기록하여 가장 짧다. 자영자인 가구주 근로시간의 교육수준별 차이는 임
금근로자에 비해서 작았으며, ‘고졸’의 자영자 가구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력
수준에서 약 14% 정도의 감소를 보였다.
배우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
력을 가진 배우자를 제외하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졸 미만’ 집단에서 주당
9시간, 18%의 감소율을 보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4년 기준 임금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은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41～42시간으로 나타나 고른 분
포를 보였다. 자영자의 경우 전 학력계층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 ‘4년제
대재 이상’의 자영자인 배우자의 근로시간 감소가 가장 작았지만 2014년 기준
여전히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나타냈다. 반면 ‘고졸 미만’ 자영자 배우자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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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이 1999년 62.56시간에서 2014년 52.73시간으로 15.73% 감소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가장 긴 노동시간을 나타냈다. 배우자 또한 자영자의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길었다.
전체 기타가구원의 주당 근로시간은 1999년 17.12시간이며, 2014년의 경우
14.53시간으로 15.12% 줄었다. 임금 근로자인 기타가구원의 근로시간은 1999
년 51.16시간이었으며, 2014년은 43.74시간으로 14.50% 감소하였다. 자영자인
기타가구원의 근로시간은 57.82시간에서 45.13시간으로 감소하여 21.94%가 감
소하였다14).
<표 2> 가구주와 배우자 교육수준별 주간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교육수준
고졸 미만
고졸
2년제 대학 재학 이상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교육수준
고졸 미만
고졸
2년제 대학 재학 이상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1999
54.18
54.67
50.44
48.96
1999
61.21
62.23
63.90
58.17

가구주
임금근로자
2014
46.55
48.48
47.93
45.26
자영자
2014
52.64
54.88
54.50
49.92

%
-14.08
-11.32
-4.98
-7.56

1999
50.92
46.92
43.81
41.13

%
-14.00
-11.79
-14.71
-14.18

1999
62.56
60.18
58.31
44.73

배우자
임금근로자
2014
41.81
42.89
41.72
41.28
자영자
2014
52.73
51.40
43.85
44.42

%
-17.89
-8.58
-4.76
0.36
%
-15.73
-14.59
-24.80
-0.69

주 : 15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노동․자영업에 종사 중인 가구주와 배우자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됨.

나. 부부의 학력수준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
부부의 학력수준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부의 경우 ‘4년제 대학 집단’이며,
이 집단의 근로시간은 증가하였다. 남편과 아내 둘 다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부부는 ‘고졸 미만’ 집단을 뜻하며, 이 집단의 근로시간은 감소하였다. ‘그 외
14)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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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혹은 ‘고졸 미만’의 동질혼을 제외한 혼인 형태
를 의미한다. ‘4년제 대재 이상 학력’ 집단의 가구주와 배우자 근로시간이 각각
1.58%와 33.17% 증가하였으며, 부부 합산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12.82%의 증
가를 보였다. ‘고졸 미만’ 집단의 가구주 근로시간이 1999년과 2014년 사이에
2.45% 감소하여 2014년 기준 42시간으로 가장 짧으며, 배우자의 경우 1999년
30.58시간의 근로시간에서 6.36시간 감소하여 21% 감소율을 보였다. 1999년
기준 부부 합산 근로시간은 ‘고졸 미만’ 집단이 가장 길며, ‘4년제 대재 이상’의
집단이 가장 짧은 반면, 2014년 현재 부부 합산 근로시간은 집단 간 비슷한 분
포를 보였다.
<표 3> 부부 학력수준에 따른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가구주
연도

배우자

부부합산

1999

4년제
대학
43.78

고졸
미만
44.43

그외
혼인
48.54

4년제
대학
18.06

고졸
미만
30.58

그외
혼인
21.04

4년제
대학
62.17

고졸
미만
78.47

그외
혼인
70.64

2000

46.92

44.59

49.37

18.64

30.23

21.14

65.10

78.12

71.58

2001

45.97

43.03

48.34

19.62

29.34

20.55

65.60

75.90

69.90

2002

47.58

44.94

50.28

20.35

31.11

21.85

68.01

78.51

73.25

2003

45.40

42.76

49.09

19.31

29.32

22.09

64.92

75.15

72.60

2004

46.12

42.76

48.45

20.32

29.24

22.13

66.76

74.83

71.91

2005

43.76

40.95

47.15

21.89

28.06

21.30

66.25

72.61

70.40

2006

43.57

42.02

46.08

21.10

27.46

22.02

65.31

72.44

70.10

2007

44.45

42.47

46.57

23.69

29.00

22.66

69.26

75.79

71.34

2008

44.18

42.41

46.28

22.55

26.62

23.03

67.59

73.20

71.37

2009

43.12

40.68

45.22

24.15

25.92

22.66

68.34

71.17

69.84

2010

43.36

42.06

44.45

23.71

25.92

23.34

67.45

73.66

70.16

2011

41.91

41.07

44.48

24.38

24.92

24.29

66.60

70.60

71.63

2012

43.53

42.23

44.14

22.42

25.75

24.30

66.77

71.96

70.38

2013

42.99

42.47

43.29

23.18

25.99

24.23

66.94

73.39

69.87

2014

44.47

41.98

44.45

24.05

24.22

23.57

70.14

70.16

71.08

변화량

0.69

-2.45

-4.09

5.99

-6.36

2.53

7.97

-8.32

0.44

%

1.58

-5.51

-8.43

33.17

-20.8

12.02

12.82

-10.6

0.62

주 : 15세 이상 65세 미만 전체 가구주 및 배우자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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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 변화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
가구 내 지위별 근로시간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한
모의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구 내 65세 미만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의 근로시간 결정모델을 1999년과 2014년 각각 토빗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는 <부표>에 제시하였다.15) 이 분석을 통해 1999년의 가구 내 지위별 근로시
간을 2014년 수준으로 대체한 뒤 개인의 노동소득을 다시 추정하였으며, 그 합
으로 이뤄진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의 소득분배 지표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전체 가구 기준 1999년 기준 ‘임금노동자인 가구주’ 근로시간만을 2014년 수준
으로 변화시킨 경우 지니계수 기준 노동소득 불평등이 387(근로가능가구, 371)
이며, 전체 불평등 증가의 15%16)(근로가능가구, 38%)를 설명한다. ‘자영자 가
구주’의 근로시간 변화는 가구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배우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혹은 자영자 각각의 근로시간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기타 가구원의 경우 ‘임금노동자’의 근로시간 변화는
지니계수를 대략 9% 상승(근로가능가구의 경우 23.1%)시켰으나, ‘자영자’의
근로시간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체 가구의 가구
내 ‘임금노동자’ 근로시간 변화의 경우 지니계수 기준 불평등을 393(근로가능
가구, 377)으로 증가시켜 전체 불평등 증가의 24%(근로가능가구, 61.5%)를 설
명하였다. 전체 가구와 근로가능 가구 모두에서 가구 내 ‘자영자’의 근로시간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 대상으로 가구주의 노동시간을 변화시킨 결과 불평등
은 지니계수 기준으로 382(근로가능 가구, 366)로 증가하였으며, 기타가구원
의 노동시간 변화는 불평등을 380(근로가능 가구, 363)으로 소폭 증가시켰다.
반면 배우자의 근로시간 변화는 가구 소득 불평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가구원의 근로시간 변화보다 전체 가구원의 근로시간을
동시에 2014년 수준으로 변화시킬 경우, 노동소득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15) 분석에 포함된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변수의 기술분석 결과는 지면관계상 생략하
며, 추후 요청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16)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
–1999년 실제 불평등)]*100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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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대상으로 불평등 증가의 15%(근로가능가구, 38.4%)를 설명하였다.
전체 가구는 노인가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65세 미만 근로가능
가구원들의 근로시간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즉 가구 내 노인들의 근로시간은
고정한 채), 근로시간 변화로 인한 불평등 증가의 효과는 근로가능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 근로시간 결정 모의실험 결과
전체 가구

근로가능가구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1999 실제 불평등

541

263

264

377

465

239

244

361

2014 실제 불평등

885

367

371

443

598

277

290

387

임금노동자

548

275

286

387

475

251

266

371

자영자

544

262

253

378

470

238

233

362

임금노동자

542

265

268

378

467

240

248

361

자영자

540

263

265

377

464

238

245

360

임금노동자

546

271

276

383

472

246

256

367

자영자

542

263

264

377

467

239

245

361

임금노동자

552

285

305

393

482

261

284

377

자영업자

544

262

252

378

470

238

233

361

가구주

539

268

271

382

465

244

251

366

배우자

541

265

270

378

466

241

250

361

기타 가구원

544

266

270

380

469

242

250

363

전체 가구원

547

276

278

387

478

252

258

371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주 : 소득불평등지수 * 1,000한 수치임.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가구원을 뜻함. 전체 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 가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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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가구원의 근로시간 변화와 그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Frase & Gornick
(2013)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긴 것은 중진국 노동시장의 특징이
며, 선진국의 경우 고소득․고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길다고 결론내렸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분포는 1999년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길
어 중진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였지만, 1999년과 2014년 동안 학력수준이 높
은 집단의 근로시간 감소폭은 낮고,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의 감소폭이 커지면
서, 선진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노동시간이 학력수
준 및 소득수준에 따라서 양극화되는 경향을 띤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Morissette, 1996; Jacobs & Gerson 2001; Bell & Freeman, 2001; Kuhn &
Lozano 2005; Usalcas, 2008; O’Farrell, 2013).
부부 합산 근로시간17)의 변화는 ‘고졸 미만 학력을 가진 부부’의 경우 1999
년과 2014년 사이 8.32시간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부’의 경우 같은 기간 근로시간이 약 8시간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러한 부부 합산 근로시간의 분포는 고학
력자 부부에게 노동시간의 증가가 집중되었던 미국의 근로시간 분포와 매우 비
슷한 양상을 보인다(예를 들어, McGrattan & Rogerson, 2008; Juhn & Murphy,
1997). 즉 가구단위 근로시간의 양극화 경향과 고학력 집단의 근로시간이 길어
지는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도 포착되었다.
가구원 각각의 근로시간 변화(주로 감소)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약간 증
가시킨 반면, 전체 가구원의 근로시간을 함께 변화시킬 경우, 노동소득 불평등

17) 65세 미만 비근로를 포함한 전체 가구주의 학력별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고졸 미만의 가구주 집단의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다. 한편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고졸 미만 배우자 집단은 근로시간
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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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화는 심화되었다. 다시 말해, 가구단위로 노동공급이 증가 혹은 감소되었
음을 의미하며, 노동공급이 증가된 가구는 가구원 전체의 근로시간이 증가(혹
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가구 노동공급이 감소된 가구는 전체 가구원의 근로시
간이 큰 폭으로의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위소득 계층에 속
한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가가 활발하고 하위소득 계층에서 부부가 동시에 비근
로인 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증가 추세가 또한 확연하다는 장지연․전병유
(2014)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부부단위 합산 노동시간의 양극화 경향으로 미뤄볼 때 노동시간 또한 가구단
위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개별 노동자의 개인의 가
용 시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구단위 총근로시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Jacobs & Gerson, 2004).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가구를 위해서 적정 근로시
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법정 근로시간의 현실화와 유연근무
제의 확대가 사기업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저학력 부부의 근로시간 감
소와 비근로 가구의 증가는 가구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빈곤문제와도
관련 깊다. 비근로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을 지원하
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보다 확대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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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주당 근로시간 결정모델 토빗(Tobit) 결과
변수
성별

(남=1)

가구주

1999
1.83

2014
4.25**

(1.823) (0.857)
연령

25〜34

1.84

-1.13

(4.834) (2.324)
35〜44

1.64

-1.18

(4.897) (2.357)
45〜54
55〜64

교육수준 고졸

2년제 대재 이상
4년제 대재 이상

1.57

0.55

그 외 혼인

거주지역 수도권

9.51

2014

5.62+

1.64

2.84*

(3.036) (1.217) (1.217)
15.23

4.58** 6.70**

(11.122) (23.823) (1.366) (1.471)
21.64+

22.11

6.99*

9.35**

(11.107) (23.764) (2.920) (2.115)
8.49

23.93

15.35** 8.07*

-5.03

-2.61

15.53

11.19** 13.83**

(5.007) (2.457)

(11.319) (23.764) (3.939) (5.094)

-1.53

-1.43

-0.03

(1.551) (1.047)

(2.457)

-5.68** -0.67

-6.80

(2.037) (1.211)

(4.300)

-8.68** -5.80** -0.15
5.54*

3.30*

-1.96

(6.606)

3.60*

6.67** 14.55**

(1.838) (1.934) (3.160)
1.88

2.23

13.88**

(2.195) (2.178) (3.121)
2.80

-5.05*

7.01*

(3.225) (2.097) (3.084)

-

-

-

-

-

-

-

-

3.64**

6.26**

0.14

-

-

(2.419) (1.278)

(2.304)

(2.034)

-

-

4.32*

2.87** -13.96*

2.61

(6.764)

-1.21

2.44

6.71*

(2.882) (2.250) (3.196)

3.50**

-

-

-

-

(2.389) (1.218)

-

-

-

-

1.61+

-1.05

(0.944) (0.641)
광역시

(6.998)

1999

-2.23

(1.961) (1.028)
별거/이혼/사별

1.87

2014

(11.151) (23.738) (5.097) (3.705)

(2.437) (1.645)
4년제 대재 이상
동질혼

1999

기타 가구원

(4.960) (2.414)

(1.762) (1.128)
혼인상태 고졸 미만 동질혼

배우자

1.25

-0.85

(1.015) (0.712)

-10.60** -4.54** -4.20** -2.17
(1.867)

(1.209) (1.500) (1.662)

-6.96**

-2.93*

(1.995)

(1.312) (1.589) (1.752)

-1.14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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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의 계속
가구주

1999

배우자

2014

기타 가구원

1999

2014

1999

2014

가구 내 6세 미만
아동 수

0.19

0.04

-9.37**

-7.15**

2.98*

-4.04

(0.709)

(0.663)

(1.653)

(1.404)

(1.411)

(2.907)

6세 이상 15세 미만
아동 수

-0.64

-0.23

-4.94**

-4.74**

0.50

-3.98

(0.657)

(0.548)

(1.199)

(1.071)

(1.461)

(2.685)

비근로 성인 비율

-13.40** -13.09** -150.62** -98.87** -33.32** -23.27**
(1.550)
-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1)
시간당임금
(로그)
상수

Sigma

(1.056)
-

(4.847)

(3.181)

(3.510)

(3.578)

15.70**

4.47**

-0.17

2.88+

(2.167)

(1.597)

(1.274)

(1.513)

7.96**

5.05**

3.61**

2.78**

9.30**

6.59**

(0.173)

(0.121)

(0.223)

(0.142)

(0.216)

(0.221)

-15.39** 1.64

91.68**

51.27*

-14.51** -22.14**

(5.065)

(12.135)

(23.984) (3.540)

(4.671)

20.93** 15.14**

32.34**

20.55**

21.01**

14.68**

(0.280)

(0.660)

(0.402)

(0.473)

(0.434)

(2.610)

(0.189)

Chi2

3807.42 3547.75

3004.13

3160.11

4322.72

2395.07

Log Likelihood

-13210.4 -15088.5 -7205.7

-7338.5

-5089.4

-2808.2

좌측절단 사례

693

453

1703

1309

2125

982

Pseudo R2

0.1260

0.1052

0.1725

0.1772

0.2981

0.2990

관측치

3,600

3,775

3,078

2,750

3,209

1,602

주 :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 개인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변수별 기준 집단은 연령대는
15세 이상 3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졸 미만, 가구주 혼인상태는 미혼, 배우자의
혼인상태는 고졸 미만 동종혼,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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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Household
Earning Inequality
Ahn Seoyeon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impact of changes in working hours based
on the household unit on inequality of household earnings over the last sixteen
years. I use simulation methodology which is a combination of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procedures developed by Bourguignon, Ferreira, and Lustig
(BFL) on Korea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Results show that polarisation of working hours at the individual and
household levels have been observed since the late 1990s, indicating that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ried couples in which both
partners have more than high school education work longer than their
counterparts. These changes in working hours based on the household unit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inequality.
Keywords : working hours, inequality, household earnings, B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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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주 68시간
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시간 근로에서 오는
각종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근로시간 총량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시간 총량규
제로 인한 대체인력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해 Panel VAR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노동생산성 및 신규 가용 고용인력의 변동을 분석하였
다. 분석 자료로서 지난 10년간 기업의 근로시간, 고용자 수, 매출 등을 이
용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 고용자 수를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최대 고용증가율(생산물 감소 0% 유지, 노동생산성 향상 0%)은 0.129%로, 최소
고용증가율(생산물 감소 7%, 노동생산성 향상 3%)은 0.117% 수준일 것으
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으로 총근로시간이 제한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 이상
으로 근로하는 사업체가 일부는 생산을 감축하고, 또 다른 일부 사업장에서
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증가율은 0.12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발효 시 동태적 신규 가용근로자 수 증가 과정을 보
면, 당기(t기)의 고용효과는 19,432명에 이르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감소하

논문접수일: 2017년 4월 24일, 심사의뢰일: 2017년 5월 16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16일
* 본 논문은 2014년도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시
행한 연구 결과인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고용영향평가 연구｣의 일부
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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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t+4기 정도에는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용효과의 총량을 최대 규모에 가깝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
간 상한을 두는 규제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이로 인
한 생산물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수록(또는 생산물 감소가 최소화되는 상태가
유지될수록), 또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최소화될수록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용효과는 최대치에 가까워진다. 즉, 생산물 감소의 경우 경기변화에 의한
부분은 대응 방안이 크지 않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구매에서 근로시간 단
축과 함께 신규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도입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생산물 감소만 고려할 경우 연장근로 상한의 총량 규
제의 법안이 발효하는 시기를 경기 상승기로 잡는 경우 생산물 감소의 우려
가 작아지고 고용효과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경기상승기에 법안이 발효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용어: 근로시간 총량규제, 고용효과, Panel VAR, 충격반응

Ⅰ. 서 론

OECD 회원국 중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장
시간 근로에 기인한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산업재해율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개발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장시간 근로의 관
행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기업의 노동비용의 상승,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
등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0년 노사정위원회에
서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현재의 선진국 수준인 1,800시간 이하로 감소
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이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없었다는 비판과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임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시간 총량 규제의 연착륙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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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2017
년까지 정책 우선과제로 두고 있는 70% 고용률 달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
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이슈이다. 이에 2014년, 정부와 여당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주 68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즉, 근로시간 총량 규제 강화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선택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업무의욕을 저하하고 성
취감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1인당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산업재해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다. 따라서
관련법제도의 개정과 함께 ‘일․가정 양립 및 고성과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일
하는 방식과 문화의 혁신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국민의 공
감대를 모을 수 있는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출산․
노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과 노령층의 일자리 창출,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층 일자리 유입 등이 중요한 고용정책 과제
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의 개선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또는 고용 확
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 노령층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률
70% 달성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주
요 과제로 남아 있다.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고용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 파급효과의
크기와 성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을 확대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시간 총량규제가 기업의 매출과 고
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시간 근로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근로시간의 단축 문제에서 주로 거론되는
기업이나 근로자 및 국민경제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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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영향은 비용 상승과 생산 감소에 해당되며,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자기개발 및 휴식 등으로 노동생산성 제고, 산업재해 감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과 기존 근로자의 임금소득 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근로시간 감축이 GD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감축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총량규제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 68시간까지
일하던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제 개정이 이루
어졌을 때 신규 채용의 최대치를 추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Ⅱ.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와 주요 선행연구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 갖는 비용 - 편익적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기
업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연장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감소시키지만 생
산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 즉,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
행 이전의 생산량 수준을 유지하려면 신규인력의 채용이나 자본(시설) 증가로
대체해야 한다. 만약, 제도 시행 이전의 생산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인력
을 충원한다면, 신규인력 충원 비용(신규인력 인건비, 신규인력의 채용비, 훈련
비, 복리후생 관리비 등) 및 노동유연성 저하로 새로운 비용(신규인력에 매칭되
는 생산시설의 자본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의 여
가 증가 및 자기계발이 증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인적자원개
발이 강화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둘째, 근로자 측면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들의 소득 감
소와 전체 근로자의 임금보수에 영향을 준다. 즉, 초과근로(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등 기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신규
근로자(대체인력)의 임금소득이 증가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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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 근로자는 여가시간의 증가와 자기계발을 통한 인적
자원개발이 강화될 수 있다. 여가시간의 증가는 근로자의 집중력 향상, 산업재
해 감소, 다양한 원인에 따른 근로자의 치료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제고로 기업의 생산력이
증가되는 효과도 있다.
비용-편익적 요소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표 1>과
같이 여러 요인으로 분산되어 장․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장시간 근로 개선의 고용효과, 즉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연계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우선 장시간 근로 개선은 근로문화의 변화, 일․가정
양립과 같은 삶의 방식 변화 등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한편, 장시간 근로를 개
선함으로 기업의 노동수요가 발생하고 이것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져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
적인 논란과 엇갈린 결과의 실증연구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거시
경제모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의 관계는 모형 및 사용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 남성일(2002), 백웅기․김창배(2002)는 근로시간 단축이 임
금 상승으로 기업의 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경제의 input이 감소하여 경제성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생산
성 향상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GDP 증가, 부작용을 상쇄하는 제반 보완정
책(단계별 도입, 연월차 조정 등)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신
관호․신동균․유경준(2002)은 비가분성 노동모형을 이용하여 법정근로시간
<표 1>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고용증가효과

고용감소효과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발생할 ․임금 및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노동수
경우 노동력 필요 기업에서 신 요 감소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
규채용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력을 자본재로 대체
하면 고용감소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관련
․낮은 노동비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저렴한
장기
산업의 발전과 고용유발
노동비용과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가진
국가로의) 이동
단기

자료 : 김승택(2004)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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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이 고용, 생산성, 소비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약 4.9%의 고용증가
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
면, 김유선(2008)은 1980〜2007년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두 차례의 법
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을 0.8% 감소시켰고, 고용을 단기적으로 0.29%,
장기적으로 0.85%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김형락․이정민(2012)은 삼
중차감모형을 이용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시간당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약
간의 고용감소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정광호․금현섭․권일웅․최연태
(2012)는 사례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모
두에게 양(+)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효과가 상
대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지민웅(2013)은 2002〜2011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 중 50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한 분석했는데, 실근
로시간은 소폭 감소했으나 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이진(2014)은 2004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실시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패널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실근
로시간은 약 0.44～1.05시간 단축되었고, 고용은 규모별로 300인 이상과 10〜
29인 규모 기업에서는 증가하고, 다른 규모에서는 미미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2>와 같이 표준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고용효과를 추정한 해외의 연구에
서는 결과에 따라 고용증가 혹은 고용감소의 결론이 상존한다. 우선 White and
Ghobadian(1988)와 Rubin and Richardson(1997)는 영국의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해 주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Rubin and Richardson(1997)는 고용창출 효과가 존재함을 보였
고, White and Ghobadian(1988)는 초과근로시간이 약간 증가하고 고용이 감소
하지만 생산성이 크게 증가함을 밝혔다. Hunt(1996, 1999)는 독일의 공업부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되었을 때(초과근로시간의 증가 없
는 정규근로시간의 단축), 1980년대 후반에는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의 고용
이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고용감소로 이어짐을 보였다. Marchand
et. al.(1983)는 프랑스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단축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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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에 관한 외국의 연구 결과
저자

White and
Ghobadian(1988)

부정적인 효과
초과근로시간 약간 증가
고용감소

Rubin and
Richardson(1997)

긍정적인 효과
매우 높은 생산성 증가
고용창출 발생

Hunt(1996, 1999)

초과근로시간의 증가 없는 88～
1990～94년 기간은 고용감 100%의 정규근로시간 단축, 1984
소(statistically insignificant ～89 기간은 임시근로자 고용을
한 결과) 초래
0.3～0.7% 증가, 상용근로자 고용
은 0.2～0.3% 증가

Steiner and Peters
(2003)

일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유효하지 않음.

100% 정규근로시간 단축, 1차
적용시기 : 14,000～28,000개의
순고용 창출, 전체적으로 50,000～
100,000개의 총고용 창출

Marchand et. al.
(1983)

Zwickl et. al.(2016)

임금분포 및 임금격차 증가
의 단점도 존재하며 이는 소
비나 장시간 근로의욕 저하
로 이어질수 있음.

Jacobs and Gerson
(2005)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을
더 세분화하고 근로시간 불균
형이 생겨날 수 있음

Antal(2014)
Kallis et al.(2013)

저성장 경제에서 근로시간 단축
은 높은 고용효과와 추가적인 긍
정적인 효과 창출(행복도, 건강,
성별임금격차 등)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존
재, 특히 저성장 경제에서 근로시
간 단축은 중요한 정책

자료 : 김승택(2004)에서 재조직 및 추가.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남을 보였다. 최근 연구로 Zwickl et. al.(2016)은 지속가능
한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기간별 경기침체, 호황 등을 구분하여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은 저성장 경제에서 높은 고용효과를
보이며 외적으로는 행복도나 건강, 성별임금격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으나 임금격차 또한 증가한다는 단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Stiglitz
(2008)은 임금격차의 단점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을 구성하는 데 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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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ntal(2014)와 Kallis et al.(2013)는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존재하며 특히 저성장 경제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한 정
책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의 연구에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들은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혼재된 상태이며, 근로시간 단축
을 실시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aposo and Ours(2010)
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데 반해,
Andrews et al.(2005), Kawaguchi et al.(2008)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일반적으로 전체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조
적으로 이번에 추진되는 주 52시간으로의 총량규제 강화는 지속해서 연장근로
를 하는 사업체에 집중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전체가 아닌 일부 업종과 일부 근로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
는 한편, 해당 사업체는 변화한 법제를 준수하면서 생산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해야만 하는 여건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법정근로시
간의 단축과는 다르게 고용증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업으로서는 노
동비용의 상승 부담 또한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노동공급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고용률 70% 달성에 상
대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적 지원이 양적으로 질적
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Ⅲ. 분석방법과 추정모형

1. 분석 방법
여기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총근로시간 투입의 감소가 기업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데, 기업에서는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인력의 시
간당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거나, 근로시간 투입이 감소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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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여기서 대체인력을 단순히 신규 고용자
수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인력의 이직이나 퇴직 등의 이동과 신규 고용
의 변화를 종합하기 위해 근로자 수의 변화를 신규 가용근로자 수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하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고용자
수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일자리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
제가 유효하면 추가고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용증가 효과는 생산함수
를 추정한 후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의 생산(매출)과 근로시간 및 자본과의 함수관계로 표현
되는 생산함수를 추정한다.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산요소로는
노동과 자본 및 기술수준 등으로 구체적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혹은 총근로시
간, 고용자 수 등), 근로시간 총량규제로 인한 대체인력 수(신규 가용근로자 수)
및 자본장비 등을 고려한다.
[그림 1] 분석방법의 개념도

근로시간 단축

생산량 감소

기존인력의 생산성 향상
대체인력 투입: 추가고용

기존 생산량 유지

기존 생산량

(기존 생산량을 유지할 때의 추가고용 효과 도출)
생산함수(업종별/기업규모별) : 생산 = f(주당근로시간, 대체인력, 자본 등)

이러한 변수들로 구성된 생산함수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생산 =

 (기존인력, 대체신규인력, 자본장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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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기업  의  기의 생산량,  는 기존인력 수,  은 신규
인력 수,  는 자본장비이다. 식 (1)을 간단한 추정식의 예로 표현하면 식 (2)
와 같다.
                    

(2)

식 (2)에서      는 기존인력의 노동생산성(시간당 생산성 혹은 1인당
생산성)을 나타내며      는 신규인력의 노동생산성(시간당 생산성 혹
은 1인당 생산성)을 의미한다. 식 (2)를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시간변수(t)에 대
해 미분하면 식 (3)과 같은 성장률(증가율)로 표현된 추정식을 구할 수 있다( 
와  는 편의상 생략).
    
     
   

(3)

여기서 상첨자의 변수는 각각 총근로시간(혹은 근로자 수) 증가율을 의미
한다.
상기와 같은 생산성 추정에 의해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 등이 추출되면,
각 시나리오에 의한 신규 고용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총량 규제를 실시하면, ‘기존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감축 → 기존근
로자의 총 근로시간 감축 → 생산량 감소’가 발생한다. 이때 감소될 수 있는 생
산량은 식 (4)와 같다.
   

(4)

근로시간 규제 시 기존 생산 수준 100% 유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신규채용이 증가한다. 이때, 기존인력의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대체되는 인력은 최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5)

만약,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기존인력의 휴식(여가활용) 등으로 기존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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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이 상승(  )한다면, 기존 생산 수준 100%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인
력 투입은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기 전보다는 적어지고 신규 고용량은 감소할
것이다.
기존인력 노동생산성이 상승할 경우의 생산 감소분 :
          

(6A)

기존인력 노동생산성이 상승할 때의 대체인력 투입량 :

    
     



(6B)

상기와 같은 논지를 활용하여 기존 인력의 노동생산성과 대체인력의 노동생
산성을 이용하면 시나리오에 따른 대체인력 수를 예측할 수 있다. 단, 노동생산
성 향상은 기존인력에 해당되며, 신규인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1)

2. 추정 모형 : Panel VAR 모형
생산함수 방정식의 추정은 시차를 고려한 Panel VAR 모형을 이용한다. 이
모형은 시계열 자료의 연도가 비교적 짧은 자료라도 패널로 구성된 기업 수가
적절히 확보된다면, 추정을 통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추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Panel VAR 모형은 변수 선택에 있어 자의적인 특정 변수에 의해 유도되기
보다는 변수의 동시적인 움직임(contemporary movements)에 대한 통계적 결과
를 보여주며, 변수의 독립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
수가 연결(jointly) 내생변수로 인식된다(Love and Zicchino, 2006). 기본적으로
Panel VAR모형에서는 개별효과를 제거한 일차차분(first-difference) Panel
VAR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차차분 전환을 이용한 추정
식은 차분변수에 포함된 수준변수의 시차변수로 인해 추정 계수에 편의(bias)가
1) 식 (6B)를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시나리오는 이 각각 0%, 1.5%, 3%로 변화할 때를,
생산물 감소 시나리오는  가 각각 0%, 3.5%, 7% 감소할 때를 상정하여 총 9가지 경
우의 신규 고용자 수를 예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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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Helmert procedure2)를 통해 얻는 선행 평균 차분
(forward mean-difference)을 도구변수로 이용한다. 여기서는 Love and
Zicchino(2006)가 제시한 Panel VAR 모형을 사용하였다. Panel VAR 모형의
간단한 추정방정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7)

   

          ,    ⋯  ,    ⋯  .

여기서    는  ×  벡터이다.  는 개별 특정 부문인 기업을 나타내며,  는 각
시점을 의미한다.   는 관측되지 않은  의 개별효과이다. Panel VAR 모형을 이
용하여 추정한 후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를 계산하면 동태적인 분
석을 진행할 수 있다.3) 충격반응함수는 식 (8)과 같이 두 조건부 기댓값의 차
이로 계산할 수 있다.
                            

(8)

여기서 충격반응함수    는   과   에 대한 두 조건부 기댓값의 차이
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 추정치, 공분산, 충격 등 모든 정보를 포함
한 집합이며   는   에서 j번째 충격만이 제외된 정보집합을 의미한다. 식 (8)
과 같이 계산되는 충격반응함수의 식별문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단한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한다. 이 경우 변수 간 동시기에 일방적인 인과관계를 가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기존인력 주당 총근로시간(EH) - 신규 가용근로자 수
(NW) - 자본(K) - 매출액(Y) 순서로 가정한다. 기존인력 주당 총근로시간 - 신규
가용근로자 수의 순서와 이 두 변수가 자본 및 매출액보다 선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본 및 매출액의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어


  

2)                 

      ,  : 가중치.

3) 충격반응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모형을 오차항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으로 재구성
한 후 오차항의 충격에 각 변수들의 반응을 계산하는 것이다. 즉, t기의 충격에 t기의 반
응과 t+1기, t+2기, … t+n기 등의 시차적 반응을 합산하여 충격에 대한 동태적 누적 반
응을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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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결과에는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자본 - 매출액 순서인 경우만을 본문에 서술
한다. 모형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t기의 충격에 대해 t+1기, t+2
기, … t+n기까지의 고용효과를 계산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TATA
(version 11.2)이다.

Ⅳ. 분석결과

1. 자료의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로 우선 기업의 매출과 자본 등은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를 통해 얻었으며 고용보험 D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통계를 이
용하여 고용자 수와 고용자 수를 차분한 신규 고용자 수를 사용한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활용하였
다. 분석기간은 2004～2013년의 10년간이며, 9,105개의 기업을 이용한다.
<표 3>은 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우선 기업당 해당
기간 중의 매출액 평균은 1,264억 원, 자본장비(유형고정자산)는 455억 원. 평
균 기존 근로자 수는 840명,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9시간, 신규 고용자 수
(당년도 기존 근로자 수 - 전년도 기존 근로자 수)는 기업당 평균 124명이다. 통
계량은 분석기간의 평균에 비해 표준편차가 큰 편이다.
<표 3> 분석 자료의 기초 통계량
(단위 : 백만 원, 시간, 명)

매출액(Y)
자본 장비(유형고정자산)(K)
기존 근로자 수(W)
주당근로시간(H)
기존인력 주당 총근로시간(EH)
(기존 근로자 수*주당근로시간)
신규 가용근로자 수(NW)

단위
백만 원
백만 원
명
시간
시간
명

평균
126,464
45,518
840
44.9

최대
1.58E+08
4.30E+07
471572
61

35,749 18,959,056
124

139,164

최소

2
0.003
5
35

표준편차
1,332,459
530,589
8168
3.22

187

339,151

0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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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명

LLC
Test(수준변수)

‘단위근 존재’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

기존인력 주당 총근로시간(EH)

10.6145

X

신규 가용근로자 수(NW)

25.9334

X

자본(K)

-89.4715**

O

매출액(Y)

21.8092

X

주 : 1) LLC test는 Levin, Lin & Chu의 단위근 검정방법으로 패널자료의 단위근 검
정방법.
2) **는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이는 분석기간에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 포함되어 각 변수들의 기업별 차
이, 기간별 변화가 심하여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안정적인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
을 하였다(표 4). 단위근 검정 결과, 사용 변수 중 기존인력 주당 총근로시간,
신규 가용 근로자 수(신규 고용자 수), 매출액 등의 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한다
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정에서는 각 변수를 차분한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또한 추정변수들의 단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변
수를 차분하여 분석하였다.

2. Panel VAR 모형을 이용한 생산함수의 추정
추정에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2009년에
는 1, 그 외의 기간에는 0인 더미변수와 매출액의 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모형에서 당기의 매출액과 전기의 근로시간 및 신규 고용자 수 등의 변수는 시
차를 고려하였다.
<표 5>는 내생변수로 당기의 매출액(  ln    ), 기존인력 주당 총근로시간
(  ln    ), 신규 고용자 수(  ln   ), 자본장비(  ln    )가 사용되며 시
차가 1인 Panel VAR(1)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당기의
매출액은 전기 매출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전기의 주당 총근로시간, 신규 고용자 수 및 자본이 증가할수록 당기의 매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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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기의 매출액 증가율이 증가하면 당기의 매출액 증가율
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등 지
속적인 경기침체가 포함되어 매출액의 변동이 높아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전기의 기존 인력 주당 총근로시간, 신규 고
용자 수, 자본장비 및 매출액 등 4개의 추정치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반대로 당기의 주당 총근로시간은 전기의 신규 가용근로자 수
(0.1281), 전기 자본(0.0234), 전기 매출액(0.0326)과 모두 양(+)의 관계를 보이
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반면 당기의 신규 가용근로자 수는 전
기 주당 총근로시간(-0.2488)과 음(-)의 관계를, 전기 자본(0.0331), 전기 매출액
(0.1833)과는 양(+)의 관계를 보인다. 당기 자본의 경우 전기 주당 총근로시간
(0.1506), 전기 신규 가용근로자 수(0.0278), 전기 매출액(0.0740)과 양(+)의 관
계를 보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표 5> Panel VAR 모형의 추정 결과4)
 ln      ln     

전기 자본

 ln     
전기 매출액

dummy

0.1281**
(0.0022)

0.0234**
(0.0021)

0.0326**
(0.0039)

-0.0026**
(0.0149)

-0.2488**
(0.0303)

-0.2247**
(0.0075)

0.0331*
(0.0139)

0.1833**
(0.0256)

-0.1154*
(0.0583)

 ln  

0.1506**
(0.0162)

0.0278**
(0.0032)

0.0131
(0.0116)

0.0740**
(0.0187)

-0.1344**
(0.0477)

 ln  

0.1271**
(0.0101)

0.0145**
(0.002)

0.0342**
(0.0073)

-0.0492**
(0.015)

-0.2117**
(0.0616)

전기 주당
총근로시간

전기 신규
근로자 수

 ln  

0.3486**
(0.0092)

 ln  

 ln    

주 : 1)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2) ( )는 표준오차를 표시.

4)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Panel VAR 모형의 다양한 결과 중에서 종속변수가 당기 매
출액인 경우만을 보여준다. 실제 Panel VAR 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당기 매출액뿐 아니
라 당기 주당 총근로시간, 당기 신규 근로자 수, 당기 자본 등인 방정식을 모두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충격-반응함수를 구성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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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격반응함수(동태적 과정)와 탄력성의 계산
<표 6>은 주당 총근로시간 및 신규 고용자 수가 매출액에 미치는 동태적 영
향(동태적 탄력성 도출)을 확인하기 위해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한 결과를 보여
준다. 우선 각 변수의 충격에 대한 매출액의 반응은 t+4기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주당 총근로시간의 0.1946%만큼의 충격은 t기의 매출액
을 0.0078% 증가시키고, t+1기, t+2기의 매출액은 각각 0.0202%, 0.0033% 만
큼 증가시킨다. 신규 근로자 수의 1.3497% 충격에 매출액은 t기에 0.0255% 상승
하며 이후 0.0194%, 0.018%로 점점 반응이 크기가 줄어든다. 자본의 0.6738%
충격에 대해서도 매출액은 t기에 0.0376%, t+1기에 0.0188% 상승한 후 이후에
는 0.0014%로 반응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한편 각 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매출
액의 반응은 대체로 t+4기 이후로는 0에 가까운 값으로 충격의 영향이 줄어든
다. 충격반응함수의 유의수준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얻은 표준
편차로 계산하였으며 각 변수의 충격에 대한 매출액의 반응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각 충격은 직교충격으로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없
지만 이후의 충격은 모두 <표 5>의 추정치를 통해 계산된다. 따라서 4개 변수
의 충격에 대한 매출액의 반응은 각 충격에 대해 4개 변수의 변화를 모두 반영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주당근로시간 탄력성과
신규고용 탄력성을 도출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매출액의 반응만을 서술한다.
<표 6> 충격반응함수의 계산 결과
(단위 : %)

충격의 크기
(예측오차의 1 표준편차)
t기
t+1
 ln  
t+2
t+3
t+4

 ln   

 ln  

0.1946
0.0078**
0.0202**
0.0033**
0.0017**
0.0005**

1.3497
0.0255**
0.0191**
0.0180**
0.0028**
0.0016**

 ln   
0.6738
0.0376**
0.0188**
0.0014**
0.0013**
0.0003*

 ln  
0.4147
0.4147**
-0.0360**
0.0066*
0.0008**
0.0003**

주 : 1) *, **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계산한 유의수준으로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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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면 기존 인력의 노동생산성과 대체인력의
노동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른 대체인력 수의 동태적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
다. 이를 위해 우선 매출액에 대한 주당근로시간 탄력성과 신규고용 탄력성을
도출한다. 주당근로시간 탄력성이란 주당 총근로시간의 단위당 변화에 대한 매
출액 변화를 나타내고, 신규고용 탄력성이란 신규 고용자 수 단위당 변화에 대
한 매출액 변화를 나타낸다. 먼저, 당기의 충격반응 결과만을 이용하여 단기적
으로 근로시간 규제에 의한 생산 차질과 주당근로시간 및 신규 고용자 생산성
을 계산한다.5)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당 충격반응 = t기의 충격반응/예측오차에 대한 1 표준편차
주당근로시간 생산성(당기)  =t기 매출 증가율/t기 주당근로시간 증가율
신규 고용자 생산성(당기) =t기 매출 증가율/t기 신규 고용자 수 증가율
<표 7>은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탄력성을 보여준다. 주당근로시간의 생산
성(탄력성), 즉 매출액 탄력성은 0.04로, 기존인력의 주당 총근로시간(EH)이
1% 증가하면 동기 매출액(Y)은 0.04%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신규 고용자의
매출액 탄력성은 0.0189로, 신규 고용자 수가 1% 증가하면 동기의 매출액은
0.0189%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7> 주당근로시간 및 신규 고용자 생산성의 결정
(단위 : %)

주당 총근로시간

신규 고용자 수

 ln  

 ln   

동기(t기)의 충격 (예측오차 1표준편차)(%) (a)

0.1946

1.3497

동기(t기)의 매출 변화(  ln   ) (%) (b)

0.0078

0.0255

 =0.0401

 =0.0189

동기(t기)의 탄력성(생산성) (c=b/a)

5)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동태적 과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규제 실시의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당
기(t기)의 충격반응만을 사용하여 탄력성(생산성)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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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생산 감축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논리적 전제 조건을 설정한다. 첫째,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법안
이 발효하면 업종별로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비중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법안이 발효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업종별,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비중을 고려한
다. 자세한 근로시간 단축 비중의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다.
<업종별,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비중 추출과정>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09～2012)를 원자료로 중분류 산업별, 규모별
총근로시간을 추출하고 그중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총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샘플을 추출하여 주 52시간의 총량규제가 추진되었을 경우 총근로시간 대비 몇 %
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지를 추정한다.
․농림어업은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제외, 광업과 광업지원서비스업은 고용 규모
가 적어 제외
․총근로시간은 경기순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2009～

2012년까지 4년의 자료에 대한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각 셀의 총근로시간
으로 사용
․이 중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사업체의 비중을 추출
․해당 사업체의 총근로시간 평균을 구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규모
와 비중을 계산
․이를 활용하여 법안 추진 시 단축해야 할 총근로시간 대비 비중을 계산한 후,
이 비중에 해당하는 단축되어야 할 근로시간을 산업별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환(convert)했을 때 단축되어야 할 산업별 전체 근로시간 규모를 모형에 대입

둘째, 주당근로시간을 규제하면 기업은 총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생
산물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와 동시에 근로시간 감축은 작업 또는 근무
방식의 변화와 근무 강도의 강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
다. 생산물 감소의 경우 생산물 감소에 따른 신규 고용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① 생산물 감소 0, ② 생산물 감소 3.5%, ③ 생산물 감소
7%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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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감소 시나리오 설정>
주당근로시간 감소에 의한 매출액 감소 정도인  =0.0401로 추정된다. 또한 한
국기술교육대학교(2013)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근로시간을 10% 단축하는
경우 총생산량은 7.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파악
한 주 52시간으로의 총량규제 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사업체(전체의 36.70%)의
단축 근로시간 비율은 평균 13.97%이고 이것을 전체 사업장에 대비할 경우 5.12%
로 계산되고 이는 생산량의 3.58% 감소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3.5%를 중간값
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한편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량 유지를 위해 신규 채용해야 하는
규모가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① 노동생산성 0
(변화 없음), ② 노동생산성 1.5% 상승, ③ 노동생산성 3% 상승의 세 가지 시나
리오를 설정한다.
<노동생산성 시나리오 설정>
신규 고용자의 생산성인  =0.0189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13)
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근로시간을 10% 단축하는 경우 시간당 생산성은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사업장에 해당되는 생산성 향상 예상은
1.63% 상승으로 추정되어 1.5%를 중간값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이들 시나리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영향을 노동생산성 및 생산물 감소의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13)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및
생산물 감소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안 발효 시 업종별 대체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8)

여기서,  는 신규 고용자 수의 생산 탄력성(=생산증가율/신규 고용자 수 증
가율),  는 주당근로시간의 생산 탄력성(=생산증가율/주당근로시간 증가율),
  ×   는 법안 발효 시 주당근로시간 감축률,  는 업종별 신규 근로

자 수(2013년 기준),  는 업종별 고용자 수(2013년 기준)이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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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산의 전제조건
(단위 : %, 명)

내용

법안 발효 시
주당 총근로시간의
감축

 : 주당 총근로시간 감축률(전체 기업 가정)
 : 주당 231시간 초과 근무사업체 비중

(제조업+서비스업 평균)
  ×   : 법안 발효 시 감축기업의 주당

총근로시간/모든 기업의 주당 총근로시간
총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서비스업)
[경활, 2012년
2013년 평균]

통계자료
근거
13.97

12.93
1.81
3,605,809

제조업
서비스업

11,419,844

제조업+서비스업(공공행정 제외)

15,025,653

법안 발효 시 주당근로시간 감축률( )의 계산과정
h=
=

법안 발효 시 감축기업이 감축하는 주당 총근로시간
모든 기업의 주당 총근로시간
업종별 감축기업의 총감축시간(감축 기업 수*평균주당감축시간)
업종별 전체 기업의 총근로시간(전체 기업 수*평균 주당 근로시간)
업종별 전체 기업(감축기업+비감축기업)의 평균 주당 감축시간
업종별 전체 기업(감축기업+비감축기업)의 평균 주당 총근로시간
(h1)

×

업종별 감축의무 기업 수
업종별 전체 기업 수
(h2)

1)

h1은 주당 총근로시간 감축률(전체 기업과 감축기업의 평균) , h2는 법안 발효 시 감축기업 비율
주 : 1) 자료는 감축기업의 주당 총근로시간당 감축시간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를 전체 기업(감축기업 및 비감축기업)의 주당근로시간당 감축시간의 비중과
동일하게 가정함.

식 (8)을 이용하면 <표 9>와 같이 시나리오별 주 52시간 총량 상한의 법 개
정에 대한 당기의 고용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최소 고용증가율 시나리오(생산
물 감소 7%, 노동생산성 향상 3%)인 경우에는 0.117%(17,530명)의 고용증가
율을 보이고 있고, 최대 고용증가율 시나리오(생산물 감소 0%, 노동생산성 향
상 0%)의 경우에는 0.129%(19,432명)의 고용증가율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앞서 언급된 전제조건을 모두 고려할 때 주 52시간으로 총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경우 현재 주 52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사업체가 일부는 생산물을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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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
제 신규 고용은 시나리오는 생산물 감소 3.5%, 노동생산성 향상 1.5%인 경우
의 0.123%(18,471명)의 신규 고용증가율 근처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
이 합리적인 전망 결과라고 해석된다.
<표 9> 주 52시간 상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규 고용 전망 결과
(단위 : 명, %)

<당기 효과>
시나리오 1
노동생산성
불변

시나리오 2
노동생산성
1.5% 상승

시나리오 3
노동생산성
3% 상승

시나리오 1 신규 고용인원
생산물 감소
고용증가율
없음

19,432

19,141

18,849

0.129

0.127

0.125

시나리오 2 신규 고용인원
생산물 3.5%
고용증가율
감소

18,752

18,471

18,189

0.125

0.123

0.121

신규 고용인원

18,072

17,801

17,530

고용증가율

0.120

0.118

0.117

시나리오 1
노동생산성
불변

시나리오 2
노동생산성
1.5% 상승

시나리오 3
노동생산성
3% 상승

시나리오 1 신규 고용인원
생산물 감소
고용증가율
없음

156,690

154,328

151,978

1.043

1.027

1.011

시나리오 2 신규 고용인원
생산물 3.5%
고용증가율
감소

151,195

148,927

146,659

1.006

0.991

0.976

신규 고용인원

145,711

143,525

141,340

고용증가율

0.970

0.955

0.941

시나리오 3
생산물 7%
감소

<5년 누적 효과>

시나리오 3
생산물 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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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법안 발효 시 신규 고용자 수 증가과정을 당기(t기)의 고용효과만
을 고려했지만 여기서는 <표 6>에서와 같이 충격의 영향이 사라지는 t+4기까
지의 반응을 누적하여 고용효과를 비교해 본다. 최대 고용증가율 시나리오(생
산물 감소 0%, 노동생산성 향상 0%)의 경우에 정책적으로 확실한 효과는 첫
번째 기의 효과로 19,432명이나, 정책시행이 지속적이고 다른 불확실성 요인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t+4기까지 누적으로 156,690명까지 축적되고 이후 사라
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6) 생산물 감소 3.5%, 노동생산성 향상 1.5%인 시나리오
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자의 동태적 과정이 t+4기까지 신규 고용이 발생하는 추
세를 고려한다면 정책효과가 소멸할 때까지 누적 고용규모는 약 14만～15만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표 9 참조).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시간 자료는 고용노동부의「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로
과거의「매월노동통계조사」로부터 이어져 온 근로시간에 대한 공식통계이다.
그러나 이 조사의 대상자는 각 사업체의 인사노무담당자로 이들은 근로시간에
대한 응답에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과소보고를 하는 성향이 있다.7) 축소보고
를 고려하면,8) 제조업의 경우 단축해야 하는 근로시간의 비중이 오히려 작아졌
으나 제조업 외의 산업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는 단축해야 할 근로시간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자료 수집 시 기업에서 과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패널조사 결과를 반영할 때, 근로시간 총량 규제의 법
안 발효 시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당기의 고용효과를 보면, 최대 고용률 시나리
오의 경우에는 0.133%(20,016명)에서 최소 고용률 시나리오의 경우 0.120%
(18,053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합리적인 전망으로 보이는 시나리
오(생산물 감소 3.5%, 노동생산성 향상 1.5%)의 경우 고용증가율은 0.127%(19,026
6) 여기에서 기간은 1년 단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효과의 기간은 5년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단 일정 기간 후 정책시행에 따른
고용효과는 사라지는 의미도 동시에 존재한다.
7) 배규식(2012) p.43 <표 1>을 참조. 이에 의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대상이 인사노무담
당자가 아닌 근로자나 가구일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는 주당 약 3시간으로 나타난다.
8) 근로시간 축소 보고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인사노무담당자뿐 아니라 근로자 대표에게
도 근로시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13)의「장시간 근로 주요
업종 기업 대상 근로시간 운영실태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총근로시간이「사업체
노동력조사」자료와 다르게 조사된 산업에 대해서 패널조사 자료를 대신 투입했을 때 같
은 방식의 추정에 따라 신규 고용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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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 이 추정치는 과소보고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1,000명 추가한
수치이다. 한편 최대 고용률 시나리오에 대해 t+4기의 정책효과를 누적적으로
고려한 경우 약 153,000명까지 누적 고용효과가 나타나 과소보고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초과근로의 단축으로 일
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단축된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노동생
산성을 향상시켜 일자리의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최
근 들어,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변동, 엔고현상 등에 의한 해외국가들의 경기위
축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현상을
포착하여 Antal(2014)와 Kallis et al.(2013)은 저성장 경제에서는 근로시간 단
축의 고용효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효과
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연구들과 유사한 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접근방식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되고 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의 평균적인 효과를 도출하는 기존 연구들의 접근 방향과는 다르게 panel
VAR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적 효과를 포착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처능력(생산물 유지능력)과 기존 인력의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
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고용효과가 달라지는 정도를 제시하였다. 즉,
연구의 분석모형은 근로시간 단축의 동태적 효과와 기업의 대처능력 및 노동
생산성 향상에 관한 다양한 조합을 설정하여 고용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제시된
분석 결과의 현실적 설명력과 신뢰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근로시간 총량규제로 인한 대체인력의 증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이를 위해 Panel VAR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물과 노동생산성이 근로
시간 단축과 함께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분석자료로는 근로시간에 대한 공식
통계인 고용노동부의「사업체노동력조사」의 최근 4년간 자료와 한국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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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의 매출, 자본 등을 이용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 고용자 수를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
면, 최대 고용증가율 시나리오(생산물 감소 0% 유지, 노동생산성 향상 0%)의
고용효과는 0.129%로 신규 고용자 수 19,432명이며, 최소 고용증가율 시나리오
(생산물 감소 7%, 노동생산성 향상 3%)는 0.117%로 신규 고용자 수는 17,530
명이다. 앞서 언급된 전제 조건을 모두 고려할 때 주 52시간으로 총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경우 현재 주 52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업체의 일부는 생산물이 감소
하고,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실제 신규 고용은 생산물 감소 3.5%, 노동생산성 향상 1.5%인 경우의 시
나리오의 고용효과인 0.123%의 고용증가율(18,471명의 신규 고용)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 발효 시 동태적 신규 고용자 수 증가 과정을 보면,
당기(t기)의 고용효과는 19,432명이지만 정책시행이 지속적이고 다른 불확실성
요인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t+4기까지의 고용효과를 누적하는 경우에는 신규 고
용이 156,690명까지 축적되고 이후 증가폭이 사라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합리적인 생산물 감소 3.5%, 노동생산성 향상 1.5%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신
규 고용자의 동태적 과정이 t+4기까지 신규 고용이 발생하는 추세를 고려한다
면 정책효과가 소멸할 때까지 누적 고용규모는 약 14만～15만 명 수준으로 예
상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고용효과의
총량을 최대 규모에 가깝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상한을 두는
규제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이로 인한 생산물 감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또는 생산물 감소가 최소화되는 상태를 유지할수록, 또한 노
동생산성 향상은 최소화될수록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용효과는 최대치에 가
까워진다. 즉, 생산물 감소의 경우 경기변화에 의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잘 없으나, 한편으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물품이나 입찰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
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생산물 감소만 고려할 경우 연장근로 상한의 총
량 규제의 법안이 발효하는 시기를 경기상승기로 고려하는 경우 생산물 감소의
우려가 적아지고 고용효과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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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기상승기에 법안이 발효되도록 시기
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기하강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산물 감소나 노동생산성 악화가 기업 경기에 악영향
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경기회복이 늦춰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의 영향이 적은 산업이나 직종부터 단계적
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 후 차츰 넓은 범위로 정책을 넓혀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고용효과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 압력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해석
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
상이 근로시간 단축과 항상 동반되어왔고 지난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도입
당시에는 기존 인력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한편 생산물에 있어서
도 영향이 없었던, 즉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비용 상승
효과를 대부분 상쇄시킨 사업체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압력을 해
결하기 위한 기제로 파악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 프로그램이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 시 노동생산성과 생산물 감소의 경우를 고려한 시
나리오별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우선, 두 가지
외생적 시나리오를 내생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구축한다면 좀 더 유연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의 규모별, 산업별로 고용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모형을 통해 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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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Working Hours Reduction on Employment
Effects
Kim Namhyun․Rhee Haechun․Kim Sungteak
The paper analyzed the changes of labor productivity and the new
employment resources available by reducing the working hours using the panel
VAR model. We use a set of panel data, firms’ working hours, number of
employees, and sales, for the last 10 years. As a result of scenario analysis
of changes of the number of new employees through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e maximum employment growth rate (0% decrease in production,
0%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became 0.129% and the minimum
employment growth rate (7% decrease in production, 3%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became 0.117%. In the case of the total working hours limits
52 hours a week, the employment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0.123%,
considering that some of firms, work more than 52 hours a week, are reducing
production, while others expect labor productivity to improve. When the
working hours reduced, the number of newly hired workers increases 19,432
in the current period, and it is expected to gradually decrease over time for
four years.
Keywords : reduction of total working hours, employment effects, panel VAR, impul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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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임금격차에 대한 고찰 :
수도권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종 수**

지역 간 임금격차의 발생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
어 살펴보았다. 임금추정 결과, 수도권에서는 교육연수, 건강상태, 정규직 여
부, 노조의 유무가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 비수도권 내에서는
근속연수와 상용직 여부가 임금상승에 기여하였다.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
면, 금융업 및 보험업, 건설업 등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임금이 높았
다. 하지만 공직의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
가, 관리직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임금이 높고, 단순노무직, 장치,
기계 조작, 조립분야 등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 점을 확인하였다. 사설 학
원 수와 도로 포장률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복
지시설이 존재할수록 임금이 하락하였고 이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이후 Oaxaca 임금분해식을 통해 지역별로 임금을 분해하여 임금격차 요
인을 분석하였고 비설명부분이 52.55%로 설명부분인 47.45%보다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설명하는 데에 비
설명부분의 설명력이 높다는 것이다. 임금격차의 발생 요인을 보면, 설명부
분은 지역 내 편의시설(0.021), 직종변수(0.020), 산업별 특성(0.013) 순이
다. 비설명부분에서 보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개별적 특성(0.289),
교육연수(0.288), 직종변수(0.058) 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별 임금격
차 요인으로 볼 때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에 따른 인적자원 차이는 차별
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용어: 임금추정, 임금격차, 지역간 임금격차, Oaxaca 임금분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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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
며, 가계의 주된 소득원이다. 임금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대상이다. 최근 들어 학력,
지역, 경력, 성별 등 임금차별적인 요소로 인한 임금격차(wage differentials)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
르면,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등하다가, 2008년 국
제위기 이후로 다소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성재민․정성미(2013)는
이를 경기의 특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았고, 김유선(2016)은 상위
10%의 근로자 임금과 하위 10%의 근로자 임금을 비교해본 결과, 2013년에 5
배에서 2016년에 5.63배로 그 차이가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임금불평등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발생한다. 허식(2007)은 임금불평등의
원인이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의 여건의 부재, 지역 간 노동력 수급의 차이,
생계비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성재민(2014)은 사회 내의 고학력
화 및 고령화가 임금불평등의 원인이 됨을 지적하였다. 안주엽(2001), 남재량
(2007), 이인재․김태기(2009), 홍민기(2010) 등에서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차이
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임금격차를 추정하였다. 이렇듯 임금격차를 통해 임금불
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임금불평등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이라는 자원이 시장 안에서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배분
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학에서 지향하는 희소성
(scarcity)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배치된다. 임금
불평등은 사회 내에서 소득격차를 발생시켜 이른바 양극화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
었고 이들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임금격차의 원인, 해결책 등을 분석하고 있
지만, 지역별로 살펴본 기존 연구는 드물다.
오래전부터 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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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도권 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인구 증가세가 2002년 이후 조금 하락하는 추
세를 보였으나 순이동1) 증가세는 꾸준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을 끌어내는 연구가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수도권 인구
유입 요인을 설명하는 국내 연구는 다양하다. 김성태․장정호(1997)는 수도권
내에 기대실질소득이 존재하여 인구이동이 발생하며,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이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은영(2004)은 20대들이 교육기회를 얻
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최진호(2008)는 수도권을
향한 인구 유입 빈도는 직업적, 가족적 요인이 많았고 교육기회를 얻기 원하는
젊은층, 미혼인, 그리고 여성일수록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거 점유형태를
보면 이전 지역에서 자가에 거주했던 사람의 이동 빈도가 높았다. 이희연․노
승철(2010)은 일자리 기회, 신규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수록 인구
유입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
로 일어나는 이유는 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기회와 일자리 기회를 위해 20～30대의 젊은층들이 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이전 지역에서 점유형태가 자가일수록, 미혼일수록, 그리고 여성일
수록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빈도가 높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보
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이
동이 증가하는 원인은 기대임금의 차이 때문이 크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
권 임금격차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인구이동의 원인을 알아내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은 타 지역보다 제도적 요인인 공기
업의 비중, 노동조합의 조직률 등이 더 높을 수 있고, 이는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Duncan and Leigh(1980), Killingworth(1983), Oaxaca and Ransome
(1988)은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임금격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
째,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산업발전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KLIPS
1) 순이동이란 전입에서 전출을 차감한 인구수이다. 전입이 전출보다 많을 경우 순인구 유입
을 나타내며(전입초과), 전출이 전입보다 많을 경우 순인구 유출을 의미한다(전출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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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KLIPS 자료는 전국
을 단위로 표본을 뽑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데이터를 나누다보면
각 지역별 변수들이 적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주 목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임금격차 요인을 살펴보고
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제언을 이끌어내는 것
이다. 분석을 위해 인접 지역 간 독립적이며 내생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가정할
것이다. 이는 직주 불일치로 인한 임금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이다. 또한 안주엽(2001)이 증명한 것처럼 선택 편향적
(Sample Selection Biased)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을 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Oaxaca 임금분해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고 지역별 임금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제Ⅲ장은 데이터 특성
및 연구에 이용할 변수를 소개하고, 연구모형 및 기초통계를 살펴볼 것이다. 제
Ⅳ장은 Mincer 형식의 임금함수를 이용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에 Oaxaca 임
금분해 기법을 이용하여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누어 실증분석을 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임금격차는 우리사회 내에서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져 왔으며, 그만큼 오래전부
터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Oaxaca(1973)는 노동시장 내의 남녀 임금격
차를 살펴보았으며 여기서 Oaxaca 임금분해기법(Oaxaca Wage Decomposition)
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사용한 변수로는 시간당 임금, 교육정도, 종사상 지위,
산업특성, 직업, 건강문제, 단시간근로 여부, 이주, 결혼여부, 지역 크기, 지역
위치 등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1967년 경제적 기회 조사(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은 16세 이상 백인, 흑인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 임금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해 발생한 경력 차이가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남성은 여성보
다 높은 수익을 얻는데, 이는 남성이 교육훈련 투자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보다 흑인들이 교육에 따른 수익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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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며, 이는 흑인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Oaxaca and Ransome(1988)은 노조 유무에 따른 임금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기
법을 소개하였다. 데이터는 1981년 임금변동 패널데이터(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Pooled Sample Weighting 방법을 사용하였
다. 이 방법은 추정된 표준오차가 가장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개인 회사
내의 임금차별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Duncan and Leigh
(1980)가 주장한 것처럼, 경쟁적인 임금구조를 알 수 있다면 유노조와 무노조
근로자들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Oaxaca and Ransome(1994)은 위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였으며 비차별적 임금구조 선택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
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현재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 CPS)를
사용하였고, 남성의 생산성이 여전히 여성보다 크며, 약 33%의 임금격차가 발
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Neuman and Oaxaca(2004)는 OLS 방법의 단점인
선택적 편의(Selectivity Bias)를 해결하기 위해 Heckit 모델을 응용한 모델을 보
여주었다.
안주엽(2001)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 Oaxaca 임금분해기법을 이용하
여 살펴보았다. 비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계층은 근로취약계층 및 이전
직장에서 비정규근로를 한 경우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고용형
태에 따라 약 42%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시간당 임금도 약 35% 차이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 임금분해 결과, 임금격차의 약 25〜33% 정도가 동일한 생산성
에 대해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수
준, 근속기간을 측정한 결과 비정규근로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과,
건강상태도 고용형태 이후엔 유의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남재량(2007)은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정규근로,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만을 통제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살펴볼 경우 임금격차는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인의 인적특성과
인적자본, 사업체 특성을 통제한 결과 임금격차는 약 10% 이내로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교육 정도와 노조 유무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하였다. Baldwin and Choe(2014)는 설명부분과 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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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분이 나누어질 때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은 비설명부분에서 차별이 아니라
고 주장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는 10%, 여성은 20%의 관찰된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Bradfield(1976)는 생산함수 대신
완전산업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 시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차이를 살펴보
았다. 각 지역은 크기가 작아서 산업 생산시장 또는 최종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가정을 한 뒤에, 지역의 생산성 정도는 노동의 질과 자본 및 노동비
율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임금은 노동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
다. 연구 결과, 노조는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산업은 낮
은 임금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금과 노조의 조직
률은 비례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좋은 근무환경은 높은 임금과 더불어 효율적
인 근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경영 시 노조의 힘이 강할수록 이익
극대화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높은 임금이 존재하는 지역은 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이며, 결국은 지역의 차이는 지역 성장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Faber and Newman(1989)는 산업특성 변수에 따라서 지역별로 인적자본 특
성 및 임금이 차이가 있는지 보려고 하였다. 임금격차를 첫째, 근로자․일자리
특성의 차이, 둘째, 특성과 관련된 가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지역
별로 한계생산은 다르며, 오직 임금은 지역 프리미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
다. 연구 대상은 1973～1979년 사이의 18～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주
일에 적어도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이며, 자영업자나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북동, 북서 지역에서 임
금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였다.
Garcia and Molina(2002)는 스페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임금격차의 원
인을 Oaxaca 임금분해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스페인 내 지역을
북부, 동부, 중앙, 남부, 마드리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자료는 1994년부
터 최근까지의 횡단면 자료인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을 사용
하였다. 임금격차의 차별적인 부분은 북부, 동부, 남부 지역이 높음을 확인하였
다. 전체적으로 연령, 제2 외국어 사용여부, 활동 범위, 근로시간, 성 차별 등
요인에서 기인한 보수의 차이가 임금격차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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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2007)은 임금격차 발생 원인을 완전경쟁을 위한 노동시장의 여건 부재,
노동력 수급의 차이 및 생계비 차이 등으로 살펴보았다. 그래서 임금 추정에는
OLS 기법을, 임금 차이를 위해 Oaxaca(1973) 임금분해기법을 각각 이용하여
지역 간 임금격차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 간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
인은 산업의 발전유형에 따라 다르고, 지역 간 근로자의 질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함을 확인하였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평균적으로 약 6.2% 임금을 높게 받
고 있으며, 직종변수, 종사상지위, 교육연수, 근속제곱, 경력연수 등이 임금격차
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상호(2010)는 지역 간 이동 결정요인과 임금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1998～2007년까지 KLIPS 및 외부 지역관련 자료를 결합하여 이용하였으며 헤
도닉가격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지역 간 이동 요인은 연령이 낮고, 고학력일
수록 이동률이 증가하며 지역의 경제적 특성도 이동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지역 간 이동 결과 전체적으로 6～7% 정도의 실질임금격차가 발생
하였으며 학력수준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고학력자의 경우 원
거리 이동으로 인해 약 7%의 임금상승이 발생하였으나 저학력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으로 인구집중화가 가속되고, 지역 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저숙련 집단에 대한 지역노동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우영(2012)은 RES(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한 임금격차 요인을 분석
하였다. 지역 간 임금격차를 추정하기 위해 Mincer 형식의 임금함수를 추정하
였고 이를 ML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 20% 적은 임
금을 받고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도 동시에 증가하지만 그 폭은 점
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프리미엄이
증가하였고,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 종사할
수록 임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실업률이 높을수록 임금
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역별 확인 결과, 울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들은 서울 거주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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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

1. 데이터 특성 및 변수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제공하는 제18차 한국노동패널조사(학술대
회용, KLIPS)를 이용하였다. KLIPS는 개인 단위, 가구 단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구 목적을 위해 가구 단위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KLIPS 자료 내
임금 데이터는 월평균임금이며, 이를 정확한 실질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간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야만 한다.
KLIPS 데이터를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4,085명으로 표본 집단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고용주(23.99%), 임시직 근로자(11.83%)
순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보수를 포함하여 임금함수
를 추정해본 결과,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
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함수 추정 및 임금격차를 분해해 보기
로 한다. 실질임금을 추정하기 위해 물가지수를 전국 주택매매지수로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 로그를 취한 로그 실질임금을 종속변수로 둘 것이다. Mincer
<표 1> 2015년 근로자 빈도 및 비율
(단위 : 명, %)

빈도

비율

정규직 근로자

4,085

51.46

임시직 근로자

939

11.83

일용직 근로자

569

7.17

자영업자 및 고용주

1,904

23.99

무임금 가족 종사자

441

5.56

7,938

100.00

합계

자료 : KLIPS 제18차 데이터(학술대회용).

카테고리
정규직 근로자
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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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방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를 교육, 교육의 제곱, 경력, 경력의 제곱, 그리
고 그 밖에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하기
로 한다.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로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종사상의 지위, 건강상태, 결혼상태 등이 있다. 또한 산
업특성별, 직업별로 임금의 차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산업과 직업 등을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지역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설 학원 수, 사회복지시
설의 수, 도로 포장률 등 지역 특성 관련 변수들을 이용하여 통제할 것이다.
<표 2> 변수의 구성
변수

단위

변수 설정

로그임금

원

지역별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

만나이

세

18세 이상 임금근로자

학력

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교육연수/제곱

년

개인 학력에 따른 교육연수

경력/제곱

년

만나이-교육연수-6

근속연수

년

조사 연도–취업 시기(년)

성별

더미

남자=1, 여자=0

정규/비정규직

더미

정규직=1, 비정규직=0

산업특성

더미

산업분류 코드 이용하여 11개로 재분류
(제조업 중심)

종사상 지위

더미

상용직=1, 임시직=2, 일용직=3(일용직 중심)

직종변수

더미

직업분류 코드 이용(사무직 중심)

노조 유무

더미

노조 있음=1, 노조 없음=0

건강상태

더미

건강=1, 질병=0

결혼상태

더미

기혼=1, 미혼=0

사설 학원 수

개

인구 천 명당 사설 학원 수

사회복지시설 수

개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도로 포장률

%

지역별 도로 포장 비율

주 : 1)『1-18차년도 유저가이드』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종사적 지위에서 정규직과 비정
규직은 자기 선언적인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일용직과 임시직은 고용계약 차이
등에 따라 분류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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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장 기본적인 임금함수 추정식은 Mincer(1974)가 제안한 Mincer 방정식이
며, 임금함수 추정 후에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Oaxaca(1973)가 사용한
Oaxaca 분해식을 이용할 것이다. 임금은 월평균임금액이 아닌 시간당 임금을
사용할 것이며 종속변수로 둔다. 홍민기(2010)는 종속변수를 시간당 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금방정식을 추정하는 노동경제학의 관례로 보인다고 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우영(2012)은 KLIPS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나눌
때 변수가 매우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용한 관측치가 매
우 적어지는 문제로 보다 세분화된 지역 간 분석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
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3. 연구모형
Oaxaca(1973)에서 사용한 분해식을 바탕으로 지역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Oaxaca 임금분해식은 서로 다른 그룹 내에서 차별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다. 차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차별계수(D)는 아래와
같다. m은 수도권 지역(Metropolitan), nm은 비수도권 지역(Non-Metropolitan)
이다.

  
 
 

 

(m=수도권, nm=비수도권)

(1)


 과 
 는 관찰되는 수도권, 비수도권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
금이다. 여기에 좌․우변 로그를 취하면 차별성이 존재하는 노동시장과 차별성
이 없는 노동시장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ln     ln  
    ln  
  

(2)

임금방정식은 OLS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따라서 추정 시 OLS
가정에 따라     ,      되어 식 (5), (6)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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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m=1,....,n)

(3)

ln      ′    

(nm=1....,n)

(4)

ln 
  
  ′


(m=1,....,n)

(5)

ln 
   
  ′
 

(nm=1....,n)

(6)

 은 ln
ln
 는 각각 수도권, 비수도권 근로자들의 시간당 로그 평


 ′ , 
 ′ 는 지역 변수들의 평균값이다. 
 , 
 는 지역 변수
균 임금이며, 
평균값에 해당하는 상관계수 벡터들이다. 아래의 모델은 수도권 지역을 기반으
로 한 것이다.
ln 
   ln 
   
 
  
  
 

(7)


 
  
  
  
  
  
  
 
 
  
  
   
  
   
 

Oaxaca(1973) 분해기법을 이용한 임금격차를 설명할 때에 설명부분(explained
part)과 비설명부분(unexplained part)로 나누어야 한다. 분해방식은 두 가지 형
식으로 이루어지며 위 식과 같이 수도권 지역(m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
비수도권 지역(nm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좌변은 수도
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로그 실질임금의 차이로 표시된다. 우측은 임금계수를

 )에서 두 지역 간 설명변수들의 평균
수도권 지역(m 지역)으로 고정한 상태( 
한 벡터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수도권 지역 내 모두 동일한 평균 실질임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두 지역 간 설명변수의 차이의 평균수준을 보는 것이며, 이
를 ‘설명되는 부분(explained part)’이라고 한다. 대부분 학력, 근속, 경력 등 근
로자의 질적인 속성에서 오는 임금격차로 ‘생산성의 차이’라고도 한다. 우변의

  )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수
두 번째 항은 비수도권 지역의 설명변수 수준( 
도권, 비수도권 간의 보수의 평균수준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평균적으로 비수
도권 지역의 설명변수가 평균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라 가정한 상태에서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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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를 ‘설명될 수 없는 부분(unexplained part)’이라고 하
고, 동일한 생산성 수준에서 지역 간 보상 수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의미하고 ‘차별적인 요소(discrimination factor)’라고 한다. 각각 특성효과
(characteristic effect),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라 명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석할 때 생산성의 차이와 차별적인 요소를 나누어 봄으
로써 임금격차의 요인을 분석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임금분해 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4. 기초통계
우리나라 기초자치지역은 2010년 기준으로 232개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
권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의 지역은 모두 비수
도권으로 정하였다. 윤윤규 외(2012)에서 언급한 대로 2010년 이후 수도권은
14개의 노동시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서울권은 하위로 10개의 노동시장으로 구
분된다. 서울권은 중북부, 남서부, 남부, 서북구, 남동부 등으로 나누어진다. 서
울 하위 노동시장은 서울권을 포함한 성남권, 안양․과천권, 구리․남양주, 파
주시, 인천권, 수원권 등이다.
<표 3>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지역 시도별로 임금근로자, 월평균임
금, 시간당 임금을 구하였다. KLIPS의 월평균임금은 명목임금이기 때문에 실
질임금으로 변환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디플레이트(deflate) 해
야 한다. 시간당 실질임금을 구하기 위해 월평균임금과 초과근로임금을 합한
값에 실제로 일한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을 나누었다. 월평균임금은 서울
이 약 466.5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23.53만 원, 울산이 332.38만 원,
광주광역시가 262.12만 원, 경기도가 275.6만 원 순이었다. 전남 지역 월평균임
금이 높은 것은 <표 4>를 보면 이상치(8,570만 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
었고 분석 시 제거하였다. 시간당 임금 또한 월평균임금 순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전체의 월평균임금은 327.39만 원, 비수도권 전체 월평균임금은
244.98만 원으로 약 82.41만 원 정도 차이가 났으며 수도권 및 비수도권, 두
지역 간 평균 시간당 임금은 약 2.31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표 4>는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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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5년 수도권․비수도권 임금근로자 수 및 월평균․시간당 임금
(단위 : 명, 만 원)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충북
충남
대전
대구
울산
비
부산
수도권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수도권 전체/평균
비수도권 전체/평균
전국/평균
수도권

빈도

2,419
3,247
835
394
442
604
367
668
426
1,084
753
1,079
330
515
528
114
6,501
7,304
13,805

임금근로자
수
1,040
1,377
347
125
172
233
157
278
204
461
267
440
140
162
163
32
2,764
2,834
5,598

월평균
임금
466.52
275.60
240.03
232.47
207.59
231.03
225.87
252.54
332.38
218.20
238.53
239.80
262.12
238.57
323.53
182.09
327.38
244.98
260.43

시간당
임금
13.19
7.45
6.51
6.55
5.36
4.21
5.84
6.50
9.13
5.97
5.80
6.34
7.59
5.56
13.22
5.53
9.05
6.74
7.17

아파트
매매 지수
98.91
98.34
98.68
99.43
89.96
99.15
99.73
97.31
98.52
98.96
98.45
99.09
97.83
100.25
100.45
98.74
98.64
98.30
98.36

주 : 1)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초과근로임금)/(실정규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2) 기초자치단체 232개 지역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지역명이 미표기 지역(결측치
=24)은 제거하였음.
3) 아파트매매지수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별 월평균 명목임금, 시간당 실질임금을 분석한 것이다.
실질임금은 2015년 6월 기준을 100으로 하여 비율로 나누어 구하였다.
아파트 매매지수는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표시한 자료이며 수도
권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로 나누어보면 비수도권 내에서는 전남(100.45), 전북(100.25) 순으로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98.91), 경기도(98.4) 순이다.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수도권 지
역의 아파트 값이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지가의 변화에
따른 한계상승률이 전남, 전북 지역 등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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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5년 지역별 월평균, 시간당 임금
(단위 : 만 원)

지역별 월평균임금

지역별 시간당 임금

지역별 월평균임금(물가반영)

지역별 시간당 임금(물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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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오
히려 오피스텔, 원룸 등 비주택 수요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주택 수요의 증가는 아파트 수요를 하락하게 하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파트 매매와 아파트 전세가가 비슷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파트의 높은 가격이 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로 생
각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지역별 아파트 지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적으
로 볼 때에는 수도권이 0.34p 정도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Ⅳ. 실증분석

1. 임금함수 추정
임금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Mincer 형식의 임금함수를 이용하였으며, 회귀분
석방법인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 OLS)을 사용하였다.
(Model 1) ln        Exp  Exp  
(i=임금근로자, j=수도권)

ln        Exp  Exp  
(i=임금근로자, k=비수도권)
(Model 2) ln        Exp  Exp    
(i=임금근로자, j=수도권)

ln        Exp  Exp    
(i=임금근로자, k=비수도권)
임금함수 추정을 위해 <모델 1>과 <모델 2>를 나누어 볼 것이다. <모델 1>
은 Mincer 임금방정식을 이용할 것이며, 생산성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경력연수, 근속연수 등 가장 기본적인 인적자본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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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임금에 영향을 주는 기타변수인  (수도권),  (비수도권)를 포함시켜
각각 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통제하에 여러 변수들이 임금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안에는 성별, 건강상태, 결혼여부, 종사상
지위, 정규직의 여부, 산업별 더미, 직업별 더미 등이 포함된다. 산업별 더미는
2007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비슷한 산업분류별로 재분류
하였다. 여기서 임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인 변수를 넣은 모형과 개인
변수를 포함한 직업, 산업 및 지역 어메너티 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따로 살펴보
기로 한다.
<표 5> 임금함수 추정(2015년) : 수도권, 비수도권
변수
교육연수
교육연수(제곱)
경력연수
경력연수(제곱)
연령(18~30 years)
연령(31~40 years)
연령(41~50 years)
연령(over 65 year)
근속연수
성별
건강상태
결혼여부
정규직/비정규직
종사상 지위(상용직)
종사상 지위(일용직)
노조 유무

모델 1
Coefficient
0.174***
(0.028)
-0.281***
(0.074)
0.051***
(0.0030
-0.001***
(0.000)

수도권
비수도권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0.044*** 0.028*** 0.092*** 0.023*** 0.007
(0.005)
(0.006)
(0.034)
(0.006)
(0.006)
-0.098
(0.083)
0.021*** 0.022*** 0.050*** 0.026*** 0.027***
(0.006)
(0.006)
(0.003)
(0.007)
(0.007)
0.000*** 0.000***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260** 0.200**
-0.003
0.032
(0.118)
(0.115)
(0.130)
(0.126)
0.254** 0.199*
0.012
0.060
(0.098)
(0.096)
(0.109)
(0.105)
0.244*** 0.205*
0.076
0.084
(0.070)
(0.069)
(0.082)
(0.078)
0.283*
0.239*
0.070
0.113
(0.146)
(0.142)
(0.156)
(0.154)
0.101*** 0.095***
0.115*** 0.106***
(0.011)
(0.011)
(0.013)
(0.013)
0.276*** 0.284***
0.300*** 0.329***
(0.022)
(0.023)
(0.024)
(0.027)
0.281*** 0.289***
0.162*** 0.125**
(0.082)
(0.081)
(0.053)
(0.051)
0.056*** 0.039
0.072*** 0.055**
(0.026)
(0.026)
(0.027)
(0.026)
0.199*** 0.183***
0.128*** 0.123***
(0.031)
(0.030)
(0.035)
(0.035)
0.078*
0.102**
0.160*** 0.207***
(0.041)
(0.044)
(0.048)
(0.052)
-0.087*
-0.044
-0.014
0.049
(0.044)
(0.047)
(0.049)
(0.053)
0.161*** 0.147***
0.090*** 0.105***
(0.030)
(0.030)
(0.0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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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계속
변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전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기타 서비스업, 그 외
산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수도권
비수도권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0.046
0.016
(0.130)
(0.104)
0.081
0.155**

(0.060)
0.148***
(0.043)
0.064
(0.039)
0.015
(0.052)
0.193***
(0.055)
0.066
(0.065)
0.035
(0.047)
-0.036
(0.057)
-0.028

(0.077)
0.262***
(0.044)
0.080*
(0.042)
0.056
(0.058)
0.420***
(0.069)
0.201***
(0.057)
0.059
(0.049)
-0.143***
(0.054)
0.054

(0.036)
0.107***
(0.032)
0.304***
(0.102)
-0.159***
(0.047)
-0.116***
(0.040)
-0.284***
(0.164)
-0.066

(0.035)
0.012
(0.036)
0.146*
(0.086)
-0.205***
(0.052)
-0.126**
(0.050)
-0.038
(0.141)
-0.142***

(0.043)
-0.171***

(0.043)
-0.230***

(0.049)

(0.047)

-0.204***
(0.039)

-0.29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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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계속
변수
사설 학원 수
사회복지시설 수
도로 포장률


 


수도권
비수도권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0.054*
0.081***
(0.029)
(0.024)
0.000
-0.029***
(0.008)
(0.009)
0.144
0.181***
(0.149)
(0.060)
9.087*** 8.681***
9.529*** 9.048***
(0.242)
(0.746)
(0.245)
(0.393)
2,743
2,480
2,480
2,796
2,507
2,436
0.2260
0.4106
0.4457
0.2005
0.3645
0.4247

주 : 1) ( ) 안은 표준오차를 표시함.
2)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표시한 것임.

두 지역을 나누어 임금추정을 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지역 더미로
두어 보는 방안과 두 지역의 데이터를 직접 분할하여 살펴보는 방안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임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유의성 밖에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Oaxaca 임금분해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과 비수도권에 대해 직접 데이터 분할하여 살펴보는 두 번째 방안이 필요하다.
<모델 1>은 기본적인 Mincer 임금방정식을 이용한 추정이며, <모델 2>는 개인
적 특성을 추가하여 추정한 것이다. 마지막 <모델 3>은 산업별, 직업별, 지역별
특성을 통제하여 추정한 값이다. 각 통제 변수들을 이용했을 때 임금변화의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임금추정 결과, 두 지역 모두 높은 교육연수, 경력, 긴 근속연수, 정규직 근로
자, 여성보단 남성, 상용직일수록, 그리고 노조가 존재할수록 임금이 높았다. 이
는 연령 변수를 제외하고는 기존연구들과 비슷한 결과이다. 특히 노조에 따른
임금상승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내 존
재하는 기업의 수가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노사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가 존재하여 임금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연령 코호트를 나누어 보았을 때에는 수도권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볼 수 있
었다. 연령별로 보면 31～50세의 임금근로자들은 20～30세보다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였고 높은 직급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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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본 결과는 연령대별로 볼 때는 임금상승과 상관이 없어보였다.
<모델 2>를 보면 기본적인 Mincer 임금방정식에서 개별적 특성을 통제한 후
에는 임금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연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특성이 통제될 경우 임금
을 결정할 때 교육연수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3>은 <모델 2>에 산업특성, 직업 특성 및 지역 어메너티 변수를 추가
적으로 통제하여 본 임금추정 결과이다. 두 권역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임금분해 결과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임금근로자는 높은 교육
연수 따라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수도권에서 개인별
특성 및 산업별․직업별, 어메너티별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임금상승률이 비수
도권보다 더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임금근로자의 교육연수에 따른 임
금의 차이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경력연수, 성별, 건강상태, 상용직, 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서도 임금상승이
발생하였는데 산업 및 직업 면에서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임금증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내에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길고, 상용직에 있
을수록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직장이동
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분해를 하여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를 살펴보았을 때 경력연수, 개인특성, 종사상 지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로 나누
어보거나 상용직 및 종사상 지위 여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
을 것이다.
산업별․직업별로 볼 때 제조업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금융, 보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비수도권(0.420)이 수도권(0.193)보
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건설업(0.263)과 부동산․임대업
(0.201)에 종사할수록 높은 임금을 보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
는 지역이 비수도권에 더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일수록 임금이 높으
며 단순노무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에 종사할수록 임금이 낮게 나

162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2호

타났다. 수도권에서 관리자(0.3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0.107)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비수도권의 동일 직종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수도권(-0.284) 근로자 임금이 비수도권
근로자 임금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에서의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더 적기 때문이며 지역 직업 특성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행정, 사회보
장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수도권(-0.143)이 수도권(-0.036)보다
높은 임금을 보였다. 이는 공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의 근로자 임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별 어메너티를 보면 사설 학원 수가 많을수록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 비율은 비수도권(0.081)이 수도권(0.054)보다 높았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에 따른 한계효과가 비수도권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수에 따른 임금효과는 비수
도권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노인 및 노약자의 수
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수가 수도
권은 161명(41%), 비수도권은 232명(59%)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을수록 그 지역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
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를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도로 포장률에 따른 임금
상승은 수도권 지역(0.144)보다 비수도권 지역(0.18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그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도로 포장률이 차이가 큰 비수도권에서
는 도로 포장률이 잘된 지역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임금차이를 두는
변수들이 개별특성, 교육연수, 직종변수, 산업특성 등 굉장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

2. 임금분해의 결과
이제 Oaxaca(1973)의 방식을 사용하여 두 지역 간 임금격차를 분해 후 요인
별 영향을 분석해 본다. 수도권 기반 모델(7)을 통해 두 지역 임금분해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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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도권․비수도권 임금분해 추정 결과


  
  



  
 


교육연수

0.008

0.288

경력연수

0.011

-0.026

근속연수

0.002

-0.017

개별특성

0.004

0.289

종사상 지위

0.001

-0.092

노조 유무

-0.003

0.007

산업별 특성

0.013

-0.045

직종변수

0.020

0.058

지역 내 편의시설

0.021

-0.015

지역 내 교육시설

-0.016

-0.008

Total(D=0.137)

0.065

0.072

%

47.45

52.55

변수

주 : 1) 개별특성은 나이, 성별, 건강상태, 결혼여부, 정규직 여부 등을 모두 더한 값임.
2) 산업별 특성, 직업 종류, 지역 내 편의시설 등 요소별로 모두 더한 값임.

<표 6>과 같다. 평균 시간당 로그임금은 수도권은 11.01, 비수도권은 10.87로
약 0.14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였다. 차별계수(D)는 0.137이며, 설명부분은 0.065
으로 47.45%, 비설명부분은 0.072로 52.55%를 차지하였다. 즉, 수도권과 비수
도권을 설명하는 데에 비설명부분이 설명력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허식(2007)
이 지역 간 임금격차는 비설명적인 부분에서 57.3%로 높다는 것과 비슷한 결
과이다. 한편으로 57.3%보다 약 4.7% 정도 적은 비중이 나온 것은 그만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식(2007)은 성별,
결혼여부 등 개별특성들을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한 곳으로 묶어서 카테고리화
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성별, 건강상태, 결
혼여부, 정규직 여부 등은 모두 개별특성으로 묶어 살펴본다.
지역 간 임금격차는 생산성의 차이보다 차별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금격차의 발생 요인을 보면 설명부분은 지역 내 편의시설
(0.021), 직종변수(0.020), 산업별 특성(0.013) 순이다. Gottlieb and Glaeser
(2006)는 지역 시설 이용은 문화, 여가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McC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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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은 균형모델을 이용하여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 효용을 증가시
키고 이는 노동인구 이동을 불러온다고 하였다. 지역 내 복지, 편의시설의 차이
는 지역별 실질임금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직종
변수와 산업별 특성에서 차이를 가져온 이유는 비수도권의 근로자가 생산직2)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금 직종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이다. 이러한 차이들이 임금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지역 내 교육시설과
노조 유무는 임금격차를 오히려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내 교육시설은 개인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시설은 지역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어메너티라고 할 수 있다.
비설명부분에서 생산성이 동일할 때 보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개별
적 특성(0.289), 교육연수(0.288), 직종변수(0.058) 순이다. 여전히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인적자원 특성3)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허식(2007)이 차별적인 요소로 교육연수, 종사상 지위, 경력연수 등 차
이가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개별적인 특성의 차이가 제일 크다는 것은 차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특성 중에서 건강상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는데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젊은층이 적고 나이든 노인층들이 많다는 것을 의
미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으로 20～30대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고
학력자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다. 또한 앞서 임금추정을 통해 임금격차 요인을 유추하여 살펴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연구와 비교해보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육연수
에 따른 임금차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고학력 젊은층들의 유입은 이러한 비설명적인 임
금격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보수의 차이를 줄이는
것에는 종사상 지위(-0.092), 산업별 특성(-0.045), 경력연수(-0.026) 등이 있다.
비수도권 내에서 상용직에 종사할수록 그리고 경력이 높을수록 수도권과의 임
금차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특성에 따라서도 임
2) 직종별로 살펴보면 장치, 기계 조작, 조립종사자 등의 분야가 0.010으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3) 비설명적인 부분에서 건강상태(0.158*)가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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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차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고용형
태와 지역별 산업의 분포를 고려하는 정책적 요소가 절실함을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국내 기존연구들은 주로 정규직 여부 및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연구한
반면 본 연구는 지역별 임금격차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물가지수를 정확히 반영한 실질임금을 구하기 위해 전국 주택매매지수
를 이용하였으며 지도를 이용하여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
이 있다. 임금함수 추정을 위해 Mincer 형식의 임금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지
역별, 개인별, 직종별, 산업별 특성을 이용 및 통제하였다. 임금추정 결과, 남성,
높은 경력, 정규직 또는 상용직일수록, 노조가 존재할수록 임금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교육연수, 건강상태, 정규직 여부, 노조 유무가 임금
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비수도권 내에서는 근속연수와 상용직 여부
가 임금상승에 기여하였다.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금융업 및 보험업, 건설
업 등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임금이 높았다. 하지만 공공행정, 사회보
장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직업
별로 보면, 전문가, 관리직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임금이 높고, 단순노
무직, 장치, 기계 조작, 조립분야 등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 점을 확인하였다.
지역 특성별로 보면 사설 학원 수와 도로 포장률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효
과를 보인 반면,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할수록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를 보였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이와 같은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Oaxaca
임금분해식을 통해 수도권, 비수도권 임금격차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비설명부
분이 52.55%로 설명부분인 47.4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생산성의 차이를 주는 것은 지역간 어메너티의 특성, 직종변수 등이며 보수
의 차이를 주는 것은 개별적 특성, 교육연수 등이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 집중
화 현상에 따른 인적자원의 차이는 지역별 임금격차 요인으로 볼 때 차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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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몇 가지 정책적인 함의(implication)를 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물적, 인적 자본축척 및 기술혁신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이
전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며 생산성과 임금차별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비수도권 내에 괜찮은 일자리
(decent-job)를 기반으로 된 취업 기회, 높은 임금 등 고학력 노동력이 이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강동우(2016)는 고학력 인적자본
의 공간적 재배치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노동시장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어메너티가 구성된 생활환경의 형성이라고 보았다. 김동수 외(2009)는 중
장기적으로 볼 때 고학력 노동력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며, 광역경제권별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비수도권의 인력유치를 위한 노력은 지역 간 임금격차를 해
소하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성장, 발전, 균형
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2015년이라는
한 시점만 바라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한계라고 지적한 이유는 일시적인 충격
(shock)이 존재하였을 때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
는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는 상태를 가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후
거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
가 있을 것이다. 둘째, 17개 시도에서 자료의 한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
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국책연구단지 조성, 기업 이전 등 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이
되면 분석에 넣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같이 언급한
한계점들은 추후 연구 주제로 남겨두기로 하면서, 지역별 임금격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 간 차이 및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어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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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Lee Jong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regional wage
disparity in Korea by examining Metropolitan versus Non-Metropolitan areas.
Wages were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2015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Oaxaca Decomposition Method was used to determine the
wage decomposition and the Mincer type wage equation was used to estimate
the wage function. The wage estimation points out that education, health
conditions, types of permanent employment, and the existence of a labor un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wages in Metropolitan areas. Meanwhile, job tenure
and types of temporary employment contributes to wage increas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In regards to industry sectors, employees who are
engaged in industries such as finance, insurance, and construction earn higher
wag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compared to Metropolitan areas.
However, employees who are engaged in ‘Public office work’ tend to get
lower wag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In regards to occupation sectors,
employees who are engaged in professional and managerial positions earns
higher wages in the Metropolitan areas compared to Non-Metropolitan areas.
Also, employees who are engaged in occupations such as simple labor,
equipment, machine operations, and assembly tend to get lower wag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compared to Metropolitan areas. In addition, it is more
significant in the Non-Metropolitan area where the number of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ratio of road pavement have an impact on Increase in
wages. However, the increasing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results in
decrease in wages. Wages were broken down by regions through the Oaxaca
Decomposition Method in order to analyze the key factors of wage differentials.
The proportion of unexplanatory part (47.45%) is higher than the explan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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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2.55%). This indicates that the unexplained part has a higher explanatory
power to decide the differential of wages in Metropolitan and the NonMetropolitan areas. The findings of the explanation parts show that the factors
causing the wage disparity are in the order of the local amenities (0.021),
The job type variables (0.020), and the industry characteristics (0.013). The
findings of (from) the unexplained parts show that the factors causing the
compensation differences are in the order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0.289), years of educations (0.288), and the job type variables (0.058). This
paper concludes that by concerning the factors of regional wage disparities
the difference in human resources upon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phenomenon in the Metropolitan area is equivalent to the wage discrimination.
Keywords : wage estimation, regional wage differentials, oaxaca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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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지 국가에서의 노사
관계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현지진출국가가
제도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혹은 노동조합이 강할
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
는 제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동시에 노동조합도 강한 국
가로 진출할 경우 어떻게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본
다. 본 연구의 대상 국가는 브라질인데, 남미의 여러 국가 중에서도 브라질
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접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노
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수준이 매우 높고 강한 노동조합으로 인해 많은 다
국적기업들이 노사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나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가 보편적인 국가에서
어떻게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의 결과, 현대
자동차는 공장진출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노사관계 전략을 준비했고, 공장건
설단계에서는 노사관계 전략을 실행했으며 공장운영 단계에서는 현장근로자
들과의 신뢰형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협
력적 노사관계 전략은 현대자동차가 경쟁이 치열한 브라질 내수시장에서 진
출 4년 만에 시장점유율 4위를 차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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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노조가
조직된 기업에서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협력적이고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방
향으로 노력할수록 기업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기 때문이
다.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늘
어남에 따라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시 현
지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현실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노사관계
가 일반적인 기업전략과 달리 기업 내부에 노동조합이라는 파트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각 나라마다 노동법 등 명시적 법체계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노사관계 전략을 일반화하여 모든 나라에 적
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노동조합
및 노동환경들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사관계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성장은 장담할 수
없다(김동원, 1998). 이러한 이유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에
서만 국한된 주제가 아니며 해외직접투자 시에도 여러 가지 학문적,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는 남미 지역의 브라질이다. 남미는 지리적
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지만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관계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의 중남미 직접투자규모는 65.1억 달러인데, 이는 아시아(166.2억 달러)와 북미
(110.8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2015년 중남미 지역의 직접투자
중에서 브라질에 투자된 금액은 8.8억 달러로 중남미 지역 중 가장 많으며 이는
브릭스 국가에 대한 투자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투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브라질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브라질이 가진 잠재성 때문이다.
우선 브라질은 남미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는데, 브라질의 국경은 남미 주
요국과 모두 접해 있어 브라질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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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브라질은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전자, 자동차 등 내수시장이 커진 데 비해
브라질 토착기업의 제조업 경쟁력은 높지 않아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는 국가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의 브라질 진출이
활발한데, 거의 모든 브랜드가 브라질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가 브라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브라질 노사관계의 제도적
복잡성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노사관
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의 노동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ILO 통계에 의하면 브라질의 노조 조직률은 1990년 이후
2010년대까지 27~30% 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산별노조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 역시 노조에 친화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노동당 출신의 정치인이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노조지도자들의 상당 부분이 상, 하원 등 정치인으로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친노조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은
제도적으로도 개별노동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매우 높다. 노동헌법과 노동검사
가 존재할 정도로 개별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구체적이며 분쟁에 대비해
노동법원도 일반법원과 별도로 존재한다. 한편 노동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
자의 입장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빈
번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소송만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브라질의 시장상황만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의해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은
본 연구의 대상 국가로 적합성을 갖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제도적으로 근로자
에 대한 보호가 강하고 노동조합이 강한 국가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기여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해외직접투자와 노사관계를 논의한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적이다. 선행연구
들은 주로 국제인적자원관리의 측면에서 주재원들의 행동을 다루거나 현지인
들의 채용 등을 살펴보고 있으나 현지국가에서의 노사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시 기업의 개별적인 인적자원관리와 별도로 집단적
인 노사관계는 다국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많은 이론적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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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브라질에서의 협력적 노사관
계 구축한 측면에서 기업에 적지 않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동안 몇몇
연구들이 브라질의 노사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단체교섭 구조나 인사관리시스템에 관한 내용들이다(김윤호 외,
2013; 정흥준 외, 2013).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브라질의 노사관계를 둘러
싼 제도 자체에 주목하였으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실현했는지
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브라질에 진출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한 사례를 통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 우리나라
기업들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1. 해외직접투자와 노사관계
기업의 해외진출 시 해당지역에 대한 특화적 지식은 성공적인 기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지에 특화된 지식은 생산에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생
산 활동을 둘러싼 정치, 제도, 사회적 지식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이재혁․김순
성, 2016). 특히 진출국가의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공적인 해외진출
을 위해 꼭 필요하다. 현지 진출국가에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경우 대처도 어려
울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이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인사 관행의 중요성에 대
해 많이 다룬 반면,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선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
다(Collings, 2008).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이 해외직접투자 시 노사관계
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업의 해외진출 시 노사관계를 둘러싼 제도들은 비용 측면에서 중요
한 고려사항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진출국가의 임금이 낮을수록(Boghanno et
al, 2005), 해고에 대한 제한이 적을수록(Boghanno et al., 2005; Cooke & Noble,
1998),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협력적일수록(Cooke, 2001) 해당국가로의 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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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한다. 저임금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동유연성을 통해
시장수요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조합과의 관
계가 협력적일수록 생산을 있어서 사용자가 권한을 갖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비단 비용적인 측면
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 및 노사관계 관행들
을 현지 국가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서 결
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직접투자 시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은 진출국가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김윤호 외, 2013, 박태주, 2004;
Myloni et al., 2004). 이는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가 결국은 해당국가의 고
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공통의 가치 및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진출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본국의 노사관계 정책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현지 채용 근로자들의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관심 국가인 브라질은 권위적인 공식적 관계와 가부
장적인 개인적 관계를 이어주는 제이티뉴(jeitinho)라는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의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제이
다(김윤호 외, 2013). 즉 브라질은 공식적인 규칙 외에도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
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노사관계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김윤호 외, 2013).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의 경우 국가에 대한 근로
자들의 자존심이 강해 한국 최고경영진이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해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보다 더 강한 불만을 갖는다는 연구도 있다(박태주,
2004). 따라서 해당국가에 내재해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협력
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일 수 있다.
셋째,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진출 국가의 고유한 노동법 등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김주희, 2015; Gamble & Huang, 2009). Muller
(1998)은 독일에 진출한 미국, 영국 기업이 고유의 인사 및 노사 관행의 실행에
있어 다수 사용자 교섭, 공동결정법, 초기 직업 교육과 같은 독일의 노사관계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하였다. Gamble & Huang(2009)도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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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한 영국 유통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실행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핵심업무는 정규직이, 주변업무는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핵심-주변부 모델이 적
용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는 중국의 분절된 노동시장 시스템이 기업 내부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관심국가인 브라질의 경우 노동법이
제정될 당시 정치적 포퓰리즘 노선에 따라 근로자의 이해를 점점 더 강하게 보
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김윤호 외, 2013). 따라서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할
경우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노동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는커녕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는 근
로자에 의한 소송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할 확
률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노사갈등의 양상 및 근로자들의 저항형태 역시 해외진출 기
업들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신윤환, 1995).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현지국가에서의 갈등적 노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Robertson & Teitelbaum(2011)은 OECD에 가입되지 않은 84개국 국
가들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1,069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
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노동자들의 파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해외직접투자는 해당 국가 근로
자들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으며 고도화된 국제적 생산시스템으로
인해 특정국가에서의 파업은 해당 국가만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대로 인해 파업이 늘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시 현지국가에서의 협력적인 노사관계는 중요한 경쟁우
위의 원천이 되었다.

2. 브라질 노사관계의 특징
브라질 노사관계의 제도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노동시장, 단체교섭구조, 개
별적 수준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브라질 노사관계는 국가 조합주의
(state corporatism)의 유산을 강하게 받아 왔으며 노동제도 또한 국가 조합주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정흥준 외, 2013).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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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5년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국가 조합주의적 성격의 노사관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정부의 거시적 경제․정치 정책과 노사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정치와 노사관계의 연관성으로부터 노사관계를 규율할 수 있
는 다양한 노동제도들이 나타났다. 우선, 1943년 Vargas 정부의 독재적 리더십
아래 브라질 노동헌법(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 : CLT)이 제정되었
다. 이는 노사관계의 다양한 의제들을 포괄하며, 동시에 당시의 포퓰리즘 노선
에 따라 근로자 측에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김윤호 외, 2013; 정흥준 외, 2013).
당시 권위주의 정부는 다양한 노사관계 의제들을 명시적으로 노동법에 포괄함
으로써 단체교섭을 노사 자율로 맡기기보다 정부주도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였
다. 나아가 노동법원과 노동검찰 제도를 둠으로써 명문화된 노동법 시스템의
실질적인 집행을 보조하였다. 특히 노동법원은 노사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강
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노조와 사용자 단체에 시(市) 단위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노동부 장관의 승인하에서만 노조가 설립될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
에 대한 정부의 개입제도를 만듦으로써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을 정부가 통
제하려 하였다. 이처럼 국가 조합주의적 성격은 노동법, 노동법원, 노동검찰, 기
타 통제제도 등에 녹아들어 있다.
브라질 노사관계의 특징을 노동시장, 단체교섭, 개별근로자의 수준에서 각각
살펴보면, 첫째, 브라질 노동시장의 특징은 비정규직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으
로 되어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율도 높다는 점이다(정
흥준, 2013). 이는 노동법 조항들이 비정규직의 활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으며, 노동법원과 노동검찰이 노동법 조항의 실행 여부를 엄격하게 감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가 불법으로까지 비정규직을 고용할 이유가 없
기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동일직무 동일임금이 관행화
되어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을 활용할 유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도 브라질 노동시장에서 비공식노동이
나 비정규노동이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인 수준에서 현재 브라질의 단체교섭제도는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동시에 수행되는 이중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동원․김주희, 2015).
기본권 중심의 교섭의제는 산별교섭으로 다뤄지는 반면, 기업 특수적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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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교섭에서 다뤄지고 있다. 산별교섭 구조는 국가 조합주의 시기에 형성
된 것으로 비록 과거에 비해 산별교섭의 틀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기업별 교섭은 신자유주의 정책 확산 및 기업수준의 노동운동이 강화되
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산별교섭은 민주화 이후 1988년 헌법 개
정으로 임금법이 폐지되고 노사교섭이 정부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루
어지면서 안착되었다. 이후 산별교섭은 산별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의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02년 진보주의 성향
의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고, 노동계 측 인사들이 노동법원, 노동검찰, 지자체
로 다수 진출하면서 오히려 산별교섭은 형식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산별
교섭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아예 노동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었
다. 반면 개별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강해지면서 일부 노동조합은
기업단위의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동시
에 자유주의 정부 시기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함께 고용형태가 다변화되고 기업
성과분배제도(PLR)이 도입되면서 기업 수준에서 교섭해야 할 다양한 의제들의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는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이 모두 제도적
으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개별적 수준에서 브라질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
지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다(김윤호 외, 2013). 특히 자유주의
정부 이후 룰라 및 호세프 대통령 등 노동당 출신이 집권을 하면서 노동법의
집행도 근로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시 사용자는 근로자 월급의 8%를 적립한 퇴직보장기금
(FGTS)의 40%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고용계약 해지에 있어서 사
용자 측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한다. 또한 동시에 노동법상 임금 외에 추가
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는 기본적인 임금 이
외에도 사용자가 지출해야 하는 사회분담금과 법정수당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브라질 노사관계는 국가 조합주의 시기의 유산이 다양한 제도적인 틀
로 남아 있으며, 이 틀 안에서 민주화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및 노동운동 출
신의 정치인 부흥 등과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조합되면서 지금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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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틀과 요소들은 국가․제도
수준, 산업․기업 수준, 개별 수준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브라질에서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사례 :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브라질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브라질 상파울로주
삐라시까바시에서 자동차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회사인 현대
자동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대자동차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
국, 인도, 터기, 헝가리 등에서 공장을 운영중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 2000
년대 이후 해외생산을 확대해 왔다. 저자는 사례기업의 노사관계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2010년부터 3년 동안 총 세 차례 브라질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1
차 조사는 2010년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였으며 브라질의 법무법인, 노동
조합, 브라질 노사관계 학자들을 만나 브라질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등 제도적
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다. 2차 조사는 2011년도 8월 16일부터 26일까
지의 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사용자단체, 완성차 공장, 브라질 진출 한국
계기업 등을 만나 산별교섭과 기업수준에서의 교섭구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
였다. 마지막 3차 조사는 2012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이었으며 이때
공장운영을 위한 최종 실행전략 등을 확인하였다.

1. 현대자동차의 진출배경과 경영성과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로 인구가 2억 명 이
상이며 남아메리카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브라질은 남미의 대부분 국가와
국경이 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러시아, 인도,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대국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성장과 함께 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브라질로 진출해 왔으며 완성차 기업도 예외가 아니

182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2호

었다. 이미 전 세계 18개의 자동차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해 있을 정도이다. 이
는 브라질이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 시장이 발달한 반면,
자국의 독자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완성차 제조사들은 브라
질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계 기업인 지엠
(GM)과 일본계 기업인 도요타(Toyota)는 1950년대에 완성차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계 기업인 피아트(Fiat)와 폭스바겐(VW)도 각각 1976, 1978
년에 브라질 내에서 공장을 설립, 운영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기업인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진출은 다른 완성차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다.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진출은 2012년으로
브라질 진출 이전에 터키, 인도, 미국, 중국, 그리고 체코에 생산법인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현대자동차는 브라질에 완성차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브라질 현지 판매회사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브라질 소비자들에게 낯선 브랜드가 아니었다. 오히려 브라질 현
지 판매회사가 현대자동차의 중대형 고급세단을 위주로 수입,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는 벤츠와 더불어 고가의 고급적인 이
미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가 브라질에서 직접생산을 결정하게 된 배
경에는 브라질이 가진 시장의 잠재성이 가장 큰 이유였다. 현대자동차 내부적
으로는 자동차 판매량이 세계적으로 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다행히 현대
자동차의 이미지가 브라질에서 좋았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2010년 본격적으
로 브라질 진출을 결정하였고, 2012년 공장을 설립하여 완성차를 생산하게 되
었다.
애초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공장은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었으며 필요 시 18만 대까지 확대하여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졌다.
현재 현대자동차 브라질 생산법인에는 2,53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 공장설립 시 계획했던 연간 18만 대의 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총생산 대비 4%를 차지하고 것으로 브라질 공
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브라질 내수시장 및 남미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어 브라
질 공장은 현대자동차의 남미시장 전초기지인 셈이다.
2012년 브라질에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한 이래로 매년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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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나가고 있다(그림 1 참조). 비록 브라질의 경제성장이 2015년 이후 주춤
함에 따라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량은 떨어졌지만 현대자동차는 점유율 측면에
서 2016년 한 해 동안 브라질 ‘빅4’ 자리를 지켰다. 구체적으로 2016년 상반기
브라질에서 현대자동차의 성적은 95,965대를 판매해 점유율 10.1%를 기록했
다. 1위는 GM으로 157,507대(16.6%)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2위는 피아트가
143,760대(15.1%)의 매출을 올렸다. 3위는 폭스바겐으로 126,762대(13.3%)의
판매량을 보였다. 4위인 현대자동차의 뒤로는 도요타(85,468대, 9%), 포드
(80,721대, 8.5%), 르노(69,889대, 7.4%), 혼다(62,714대, 6.6%) 순이었다. 특히
1919년부터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포드와 1958년 브라질에 공장을 설립한 도
요타를 앞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성과이다.
현대자동차의 성공배경에는 고품질, 현지화 모델 개발, 뛰어난 서비스가 있
다(김동원․김주희, 2015).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현지화 차종인 HB20을
2012년 출시했는데, 감각적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브라질의 젊은층을 공략
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의 품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직원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뛰어난 품질과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때문으로 본 연구는 브라질 현대자동
[그림 1] 현대자동차의 브라질에서의 경영성과(판매실적 및 점유율)

자료 : 현대자동차 내부자료 참조.

184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2호

차의 핵심역량인 고품질과 뛰어난 서비스의 핵심 배경에는 협력적인 노사관계
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현대자동차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사례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도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한 노조가 조직되
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노사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경험해 왔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자동차는 해외에서 공장을 설립․운
영할 때마다 노사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관
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해외공장을 본격적으로 설
립, 운영한 것은 1996년 인도공장에서부터인데, 인도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영국의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계급의식이 강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이미 강
한 노동조합을 국내공장에서 경험한 바 있어 인도공장 설립 이후 협력적인 노
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노사관계 전략을 가
졌다. 하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개별적 고충처리를
확대한 것과 회사차원으로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함으로
써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윤동진, 2002).
2000년대 들어오면서 현대자동차의 해외공장의 설립은 더욱 확대되어 미국,
중국, 체코,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었다. 현대자동차는 해외공장 진출 시 ‘무노
조의 개별적 인적자원관리 전략’ 혹은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을 선택적으로 채
택해 왔다. 예를 들어 노조설립이 자율적인 미국이나 터키 등에서는 무노조 전
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중국
이나 과거 사회주의였던 체코의 경우 무노조 정책이 자칫 종업원이나 정부, 그
리고 국민들에게 반노조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브랜드 가
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 국가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이
더 유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자동차는 2010년 브라질 진출을 결정하면서 협력적 노
사관계 전략을 수립하였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매우 강하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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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대자동차의 단계별 노사관계 대응
1단계(진출결정)

2단계(공장건립)

3단계(생산시작)

2010

2011~2012

2012~현재

▪ 경영진의 브라질 노사
관계 이해와 노사관계
전략수립
▪ 협력적 노사관계를 고
려한 공장부지 선정

▪ 주재원 노사관계 교육
▪ 노사관계 전략을 고려
한 사용자단체의 가입
▪ 노사관계 관련 현지인
채용

▪ 정규직 중심의 채용
▪ 개별적 고충처리 강화
▪ 갈등의 외부화 전략

적 영향력도 기업보다 커서 무노조 전략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따라
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브라질에서의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
의 추진내용들을 단계(준비단계－공장설립 후 생산 전 단계－공장운영 및 생산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표 1 참조).
가. 첫 번째 단계 : 선제적인 준비와 노사관계 전략 수립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사관계는 현대자동차가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매우 중
요한 고려사항이었으며 이는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브라
질 진출 시 현대자동차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첫번째 단계로 추진한 것은
경영진의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와 노사관계를 고려한 공장부지의 결정이었다.
1) 경영진의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
브라질에 직접투자를 결정한 직후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최고경영
진들이 브라질의 노사관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브라질의 노사
관계는 현대자동차의 이전 직접투자국들에 비해 훨씬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사업적 성공은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브라질은 강한 산별노조가
존재하고 노동법에 의한 근로자 보호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개별노동자에 의
한 소송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브라질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
는 것은 인사․노사관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했다. 여러 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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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끝에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노사관계를 이해하고 내린 전략은 ‘통제된 노
사협조주의 전략’이었다. 브라질에서는 미국이나 터키공장처럼 무노조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노조를 인정하되, 경영진이 현장을 주도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무노조는 노조조직률
이 저조하고 노조활동이나 노조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문화, 정부의 무노조
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데, 브라질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60% 이상이며 노조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노조친화적
인 정부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즉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와 어떻게 협력
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는 현대자동차가 추구해 온 고품질 전략을 위해 중
요한 과제였다.
2) 협력적 노사관계를 고려한 공장부지의 선택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공장은 상파울로주의 삐라시까바라는 소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은 상파울로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인 ABC지역1)으로부터 북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교통, 인력, 주거환경 등이
우수하며 부품업체들도 일부 존재하는 지역이었다. 현대자동차가 삐라시까바
에 공장을 설립한 핵심적인 이유는 시정부가 공장설립에 따라 제공하는 혜택
도 고려사항이었지만 무엇보다 상파울로주 ABC지역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보기 위함이 컸다. 브라질의 ABC지
역은 금속노조나 금융노조 등 산별노조는 물론 브라질 총연맹인 CUT의 핵심
거점인 지역이며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 노동운
동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특히 ABC지역은 1975년까지 브라질
의 전체 자동차의 85%를 생산하는 등 다수의 완성차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었다.
현대자동차는 ABC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인해 협
력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상파울로주 내 자동
차 공장이 없는 그린필드 지역을 찾았고 그중 삐라시까바로 공장입지를 결정하
1) ABC지역은 상파울로 주 André, Bernardo, Caetano 3개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로 앞의
첫 글자를 따서 ABC지역으로 불리고 있으며 많은 문헌에서 상파울로주의 브라질 공장지
대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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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실제 1990년대 이후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ABC지역 대신 상대적으로 노
동조합이 약한 그린필드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었다(조돈문, 2007). 현대자
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린필드 전략을 취했는데 삐라시까바 지역의 금속노동조합
의 상급단체는 CUT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FS였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삐라시까바의 업체 임금수준도 고려가 되었는데 당시 삐라시까바 금속노조에
속한 업체들의 월 평균임금이 1,150헤알로 ABC지역의 임금(2,150헤알)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자동차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삐라시
까바 지역에 공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이후 안정적인 생산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두 번째 단계 : 체계적인 준비
현대자동차가 삐라시까바 시로 공장을 결정한 후 직접생산 전까지 약 1년 6
개월가량의 공장 건립기간이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는 협력적인 노
사관계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였고 주재원들을 대상으
로 한 노사관계 교육, 노사관계 전문가 채용, 사용자단체 결정 등 생산활동에
대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1)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관계 교육 실시
브라질은 근로자에 의한 소송이 매우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현지신문에
따르면 연간 노동소송이 200만 건으로 프랑스(7만 건)나 일본(2천5백 건)등 주
요 선진국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브라질에서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
로 한 노동소송은 주로 주재원들의 잘못된 정보나 현지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주재원들의 브라질 문화 및 노동법, 그리고 노
사관계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했다. 근로자에 의해 주로 제기되는 노동소송
은 임금,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 다양했다. 따라서 브라질 현지 문화
와 노동법, 노사관계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적’ 정서에 따라 직원
들을 대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관리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을
질책할 때가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브라질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고소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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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좋은 소재이다.
현대자동차는 크고 작은 노동소송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해 공
장을 건립하고 생산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브라질의 문화,
노동법,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지의 법과 제
도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완성차의 특성상 동반진출한 부품
계열사들의 주재원들에게도 노동법 및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내
용을 공유하였다. 계열사인 핵심부품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
지인데 부품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완성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제도적으
로도 브라질 노동법원 원청의 연대책임을 강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현대자동차는 동반진출한 부품사들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
터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였다.
2) 노사관계 전략에 부합한 사용자단체의 가입
브라질에서 노사간의 단체교섭은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으로 구분되며 산별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교섭내용은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며 기업별교섭
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의 이익에 기초하여 성과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
라서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 모두 중요하며 이 중에서 산별교섭은 개별기업들
이 산별노조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들이 가입한 사용자단체와 산별
노조가 대표로 교섭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사용자단체에 가입을 해야 하는
데, 현대자동차는 상파울로주 자동차 사용자단체인 신파비아(Sinfavea)와 삐라
시까바 시의 기계, 주물, 철강, 전자기기 부문의 업체가 모여 결성한 시 단위
사용자단체인 시메스피(Simespi)에 가입하는 방법이었다. 시메스피는 1990년
삐라시카바 시의 금속부문 9개 업체가 모여 결성하였으며, 2011년 현재 삐라시
카바 시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220여 개의 업체가 가입해 있다.
현대자동차는 여러 차례의 심도 깊은 논의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
파비아 대신 시메스피라는 지역 사용자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러한 결정은 당시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
와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신파비아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비록 시메스피
가 2009년 상파울로 주 단위 사용자단체인 FIESP로부터 삐라시까바 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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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용자단체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시메스피엔 자동차 관련 업체가 가입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는 지역차원의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파울로주 사용자단체보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용자단체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자동
차는 시메스피에 가입하였고, 결과는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판단은 적중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공장을 가동하면서 크고 작은 노사관계 갈등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삐라시까바 금속노조를 잘 알고 있는 삐라시까바 사용자단체인 시메
스피의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3) 브라질 현지 노사관계 전문가를 매니저로 섭외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노사관계이다. 이는 진출지역
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일수록 더욱 심하며 외국인으로서 노조와 일상적으로 대
화하고 협상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진출 시 능력 있는 노
사관계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평소 노사관계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던 현대자동차는 공장운영 전부터 이미 타 자동차 노사관계
매니저 경험을 가진 현지인을 섭외하여 노사/인사담당 매니저로 임명하여 노사
관계전략 및 인사관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공장이
가동되기 이전이었지만 공장가동 이후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도록 했으며 삐라시까바 금속노조와도 공장가동 이전부터 비공식적인 만남 등
을 통해 공장 가동 이후 노사관계를 어떻게 협력적으로 풀어나갈지 협의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지인 매니저의 임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
제로 인사, 노사담당 매니저들은 공장가동 직전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
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와 달리 공장진출이 결정되고 생산공장 부지가 결정되
자 마자 노사관계를 담당할 현지인 매니저를 채용하여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려
고 하는 노사관계 전략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다. 세 번째 단계 : 현장수준의 신뢰확보와 노사갈등의 외부화 전략
2012년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서 현대자동차는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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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 가지 수준에서 구체화하였다. 현장수준에서는 개별근로자와의 신뢰 확보
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갈등을 외부화하는 전략이었다. 근로자와의
신뢰증진은 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고용관계와 개별적인 고충처
리를 바탕으로 실현하였으며 노사갈등의 외부화는 노동조합 상급단체를 통해
해결하였다.
1)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고용관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인력활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정규직 중심의 장기고용
형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현대자동차가 가급적 정규직 채
용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구축하려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
질에서의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평판 때문이었다. 브라질 다수의 국민들은
외국계 기업들이 브라질에 와서 돈을 버는 대신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위해 좋
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할수록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며 노조와의 관계도 나빠질 가
능성이 높았다. 브라질의 노동조합들은 일반적으로 임시직의 활용에 대해 강하
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노동조합의 경우 임시직의 비중이 커질수록 노
동조합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둘째, 브라질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은 인건비 측면에서 큰 이익을 기
대하기 어렵고, 노사합의로 임시직을 활용하더라도 차후 노동소송의 위험을 부
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브라질 법률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에는 차
이를 둘 수 없으며 임금은 고용형태가 아닌 직무 및 역할에 의해서만 차이를
둘 수 있다. 또 사업장에 임시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특정한 사업의
완수에 해당한다거나 정규직의 일시적 빈자리를 대체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
기도 해서 임시직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경우 소송의 위험이 존재한다. 예를 들
어, 면접조사 결과 브라질 변호사들은 완성차 업체인 GM이 노동조합과의 합의
하여 상당수의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
검사에 의해 기소될 경우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자동차는 생산단계에서 식당, 경비 등을 제외한 생산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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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적인 고충상담
기존연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고품질의 차량을 적기에 공급하여 시장점
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현장에서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김동원․김주희, 2015). 현대자동차는
가부장적이고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브라질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
와 근로자와의 공식․비공식 관계를 긴밀하게 맺을 수 있는 고용관계 제도들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개인별 고충처리 상담실인 하모니룸을 설치해 작업과정에
서의 고충뿐만 아니라 가족상담, 사회관계 등 개인적인 문제도 상담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고용하여 상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
다. 한편 현장수준에서는 불만이나 제안을 쉽게 건의할 수 있는 제안박스를 설
치하는 등 직접적인 상담실 이외에도 간접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장장이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운영함으로써 공장운영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들과 공유하였으며 식사 장소에서 개인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브
라질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식당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설계하여 공장식당
이라는 이미지 대신 고급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나도록 특별히 배려하였다. 이러
한 제도들은 모두 개별적인 배려의 예로, 경영진의 개별노동자들에 대해 존중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현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한 전략도 중요하다(이재혁․김순성, 2016). 특히 대립적
인 노사관계가 보편적인 국가에서는 노사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
력 강화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일수록 사소한 불만이 노동
쟁의로 번져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저해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자동차는 현지 문화를 반영하여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함
으로써 현지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
타나고 있다.
3) 노사갈등의 외부화 전략
브라질의 노동조합 체계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별노조체계이다. 즉 산업별
노조가 지역(시 단위)마다 조직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 중 현대자동차 공장이
위치해 있는 삐라시까바는 앞서 언급한 대로 FS 소속의 금속노조였다. FS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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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총연맹노조인 CUT와 경쟁적인 관계를 갖는 노동조합총연맹체이다. FS와
CUT의 공통점은 두 노조 모두 조합원의 경제적인 이해대변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비록 FS가 CUT에 다소 온건한 노조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조합원
의 경제적인 이해대변에 대해선 FS도 CUT에 못지 않았으며 인금인상을 위한
파업도 적극적이었다.
다만, FS는 CUT에 비해 현장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사용자의 경영권
을 인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FS의 덜 적극적인 현장활동
의 특징을 활용하였다. 즉 노조와의 교섭에서 경제적인 보상수준은 지역 내 다
른 금속사업장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는 대신 사업장 내의 생산활동, 노
조활동에 대해선 노동조합의 자제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현대자동차 브라질법
인의 요청에 대해 FS는 소속 조합원의 경제적인 보상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경영활동과 사업장 문제에 대해선 경영진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하였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자들의 고충에 대해
노사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고 경영진이 고충처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게 되었다.

Ⅳ. 결 론

해외진출 기업이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달성하고 고품질과 뛰어난 서비스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욱이 진
출기업과 진출국 사이에 문화적․제도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노사관계
시스템의 작동방식이 상이한 상황 속에서는 사소한 노사갈등은 갈등관리 미숙
으로 인해 파업과 같은 큰 노사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진출기업이
진출국에서 어떻게 해야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현지화에 성공한 현대자동차
의 핵심적 경쟁우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정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현대자동
차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진출결정 단계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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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동차는 브라질 현지 노사관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축적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통제된 노사협조주의 전략’을 채택하고 공장부지를 선정하였다. 즉 현대
자동차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이라는 전략하에 다양한 브라질 노조의 특성
을 분석하고 전략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온건한 노조인 FS가 지배적인 삐라시
까바라 지역으로 공장부지를 선정하였다. 둘째, 공장건립 단계에서는 이전 단
계에서 설립한 노사관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쳤
다. 구체적으로는 브라질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주재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
고, 조기에 현지 노사관계 전문가를 채용하고, 노사관계 전략에 부합하는 사용
자단체를 물색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수립한 전략을 실
행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치밀한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시
작 단계에서는 현장수준에서 구체적인 전략 이행을 위해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고용관계를 구축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노사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적인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고용 관행을 효과적으로
실행함에 따라 현장수준에서 노사 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노동조합이 강
력한 브라질 노사관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브라질 노사관계에 대
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과 관행들을 실행했던 것이 현
대자동차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인 시사점은 첫째로 기업의 현지화 과정 속에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이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기능함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해외진
출 기업의 경우 진출국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 경쟁 기
업에 비해 더 높은 불확실성을 감당해야만 한다. 그런데 협력적인 노사관계는
갈등비용을 낮추고 노사 간의 정보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에 있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더욱이 협력적 노사관계에서 오는 노사 간의
신뢰는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작업관행의 도입을 가능
케 한다. 즉, 협력적 노사관계는 해외진출 기업의 경우에 더욱 핵심역량으로 기
능할 수 있는 것이다. 브라질 현지에서 공장설립 이후 4년 만에 시장점유율 4위
를 기록한 현대자동차의 경쟁우위는 고품질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가능케
한 협력적 노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진출국의 노사관계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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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해외진출을 연구할 때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을 의미
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외진출기업이 협력
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했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의의가 있다. 기업
의 해외진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생산을 둘러싼 문화적,
제도적, 사회적 지식도 중요하다(이재혁․김순성, 2016). 이런 관점에서 해외
진출기업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려면 진출국의 문화적,
제도적, 사회적 환경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을 축적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해외진출을 계획 한 이후에 브라질 노사관계의
문화적, 제도적 측면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
사관계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의 구현에 필요한 관행들을 실행하였다. 현대자
동차의 사례분석은 이론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에 있어서 노사관계 지
식의 축적 및 활용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진출국에서 협
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많은 인구와 경제적 잠재력을 지는 남미는 우리
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첫째로 브라질에 진출하려 하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사례연구를 통해 노동검찰, 노동법원, 노동법과 같은 브라질 노사관계의 제도
적 측면과 가부장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문화적 측면이 제시되고 있다. 제도적,
문화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브라질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은 진출기
업이 효과적인 노사관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활용한 지식 축적–전략 수립–실
행 과정은 해외진출 기업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로세
스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현지 노사관계 지식의 축적과 활용을 통해 기업 전략
을 수립 및 실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진출될
때에도 확장되어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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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현대자동차의 성공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사례를 분석
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와 다른 전략과 관행으로 브라
질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달성하고 있는 자동차업체의 경우에 현대자동차의 사
례연구의 결과가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다른
자동차업체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드러나지 않는 다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사례연구만으로는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더 나아가 브라질 현지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현대자동차의 사례에
는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현대자동차의 사례연구는 주로 기업
의 전략수립 및 실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피드백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기업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
변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은 다시 더욱 효과적인
전략 수립 및 실행에 활용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 전략에
대한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피드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은 부족하다. 따라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정이 입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반영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기업의 폭을
넓혀야 하며, 근로자 측의 피드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메커니즘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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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
Hyundai Motor Company’s Strategy in Brazil
Kim Dong-one
Industrial relations of local country are critical factor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which are planning to expand its business abroad.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ountry where has the institutions guaranteeing
the basic labor rights or the strong labor union, th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with local employees are more critical to the performance of firms.
In this perspective, how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can be established
in the labor-friendly country was investigated in the current research. Brazil
is a country where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is active, but at the
same time these firms are facing the difficulties caused by high level of labor
protection institutions and adversary industrial relations. Accordingly, this
research analyzed the case of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of Hyundai Motor
Company(HMC) in Brazil.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proactive
preparation, the thorough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strategy, and
trust with individual employee in the field had great role in building th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of HMC.
Keywords : brazil,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hyundai
motor company, industrial relations’s strategy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이기일ㆍ강을영) 

노
1)

동 정 책 연 구

2017. 제17권 제2호 pp.199~226
한 국 노 동 연 구 원

199

연 구 논 문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

이 기 일**
강 을 영***

필수유지업무는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
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공익의 보호와 쟁의권의 조화를 목표로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운영 결과, 여러 문제점과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분석하
고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드러난 부작용을 검토하였다. 필
수유지업무협정 사례를 분석하고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적용 문제점과
위헌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항공사 근로자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항공안전의 문제와 헌법적 관점에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가
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항공안전의 공익적 가
치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필수유지업무, 공익, 쟁의권, 항공운수사업, 위헌성

논문접수일: 2017년 5월 16일, 심사의뢰일: 2017년 5월 18일, 심사완료일: 2017년 5월 30일
* 이 논문은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지원으로 연구되었다.
** 항공안전정책연구소장(akdong1960@daum.net)
*** 법률사무소 재율 변호사(eykang1007@hanmail.net)

200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2호

I. 머리말 : 문제 제기

2016년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을 받는 철도노조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
업이 있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72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임에도 KTX와 수
도권전철 등이 대부분 정상 운영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불편은 없었다. 대한항
공조종사노조는 2016년 12월, 7일간 파업을 진행했으나 승객의 불만제기 등 특
별한 언론이슈는 발표되지 않았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을 받는 이들 노동조
합은 파업기간 중 진전 없는 협상장기화와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인한 참여
조합원의 경제적 피해 등으로 거의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2008년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익의 보호와 함께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필수공익사업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및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사업
을 말한다. 1997년 노동법개정 시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운수사
업은 2006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한다) 개정으
로 2008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 현행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한 이유로는
항공사파업 시 여객과 화물을 외국항공 등으로 대체가 어렵고, 국민 일상생활
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이었다. 현행 노조법의 필수유지업
무는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미치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운수사업의 국내선과
국제선운항에 대한 대체이동수단과 대체항공편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수유지
업무의 본질인 공중의 생명, 건강과의 관계 및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
롭게 하는 업무여부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항공운수사
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드러난 부작용을 검토하고, 필수유지업무협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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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분석하여 ‘공익성과 노동기본권의 조화’를 목표로 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목적이 실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항공운수사업
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밝히
고 항공사 단체협약이 가지는 항공안전측면의 공익적 가치제고와 함께 노동기본
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 수호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필수유지업무제도 분석

1. 선행연구 고찰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전후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의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 문제에 대해서 조용만 외(2003)는 필수유지업무제
도에서는 공익과 파업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업무만을 유지하도록 하
는 방식이 파업권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승
길 외(2008)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결정은 공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쟁의권이 과도하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이루어지
도록 공공기관 및 노사당사자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김선수(2008a)
는 긴급조정 제도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병존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이 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입법 목적을 넘은 쟁의권에
대한 중복규제이고 과잉제한이며, 또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은 필수서비스 관
련 쟁의와 긴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체
근로가 가능하다는 ILO원칙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하였다. 신수정(2013a)
은 노동위원회 결정이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 가능한 범위를 줄이고, 파업 시
유지되는 업무들의 비율을 올려서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권을 무력화하
고 있으며, 노조법 제42조의4 제1항의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노
동관계 당사자 쌍방’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신수정, 2013b). 필수유
지업무 운영에 대해서 문무기(2007)는 필수유지업무영역을 결정할 때 공익보
호를 위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긴급조정제도에 의하여도 보호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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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고, 김선수(2008a), 신수정(2014)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대체근로도입으로 인한 이중제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임종률(2009)은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분석하였고 문무기(2010)는
필수유지업무 관련한 재판의 문제점 제기와 필수유지업무는 최저수준의 공익
적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노조법의 당초 ‘그림’과도 다를 뿐더러, 헌법 제37조가
명시하는 기본권 보장․제한의 법리(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 기본권 제한 시
필요최소한의 원칙)․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명확성의 원칙(법률주의
내지 죄형법정주의)과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하였다. 김동훈(2011)은 필수공익
사업 선정에 대한 입법적 개선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최현수(2011)는 병원사업
과 관련해서 필수유지업무 포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논의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 민변(2016)에서는 필수공익사업종사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
사를 사실상 극도로 제한하여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획득하기 위한 권리
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상의 많은 연구들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입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과 관련한 문
제점과 위헌성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2008년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이전에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위
원장은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중재회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직권중
재의 효력은 단체협약과 동일하며, 단체협약의 평화의무로 인해 쟁의행위는 사
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승욱(2002)은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으로 쟁의행위를 사
실상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의 회부 결정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결정되
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점, 강제중재제
도가 단체교섭의 평화적 해결보다 오히려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
고 격화시켰던 사례가 많았던 점 등을 지적하였다. 한국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과 같은 기본 권리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노사관계에 관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이기일ㆍ강을영) 

203

을 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 CFA)는 2002년 제327차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직권중재
제도와 관련하여 철도, 도시철도, 석유 부문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즉 그 중단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지 않으므로 노조법 제71조에 규정된 필수공
익사업의 범위를 개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CFA Report No.327, 2002).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상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절박한 위협이 존재하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
스(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에 대해서는 ‘그 중단이
국민의 생명, 개인적 안전, 대중의 전체 또는 일부의 보건에 위협을 초래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ILO, 2006, para,581,582). 필수서비스는 병원 부문,
전기, 급수, 전화, 경찰과 군대, 소방 서비스, 공공 또는 개인 교도소 서비스, 학
생의 음식 제공 및 학교 청소, 항공기교통통제업무로 정하고 있다. ILO는 파업
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의 경제영향과 무역 및 상업에 미치는 영향은 필수서
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내 노동단체의 문제제기와 ILO의 시정권고 등으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
재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목적으
로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필수유지업무는 업무
중지 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공중의 일상생
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도재형(2009)은 직권중재
제도가 일반적․사전적으로 쟁의행위권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라면, 필수유지
업무제도는 개별적․사후적으로 쟁의행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
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다고 하였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박은
정(2009)은 우리나라 노동법 학계에서 공익과 쟁의행위권의 관계 및 그 조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부재로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법적으로 기존의 직권중
재제도보다 훨씬 더 문제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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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설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공익사업은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15일의 조정기간이 부여되며
긴급조정이 허용된다. 이들 사업 중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구 노
조법에서 직권중재제도가 적용되었으나 현재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 노조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① 항
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
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사업, 의
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이 해당된다. ②
항에서 “필수공익사업”이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
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
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을
말한다.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1997년 노
동법개정시 시외버스, 택시, 조폐공사 등이 삭제되었고, 2001년에는 시내버스
와 은행사업(한국은행 제외)이 삭제되었다. 2008년에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
되면서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급 사업이 추가되었다.
노조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에서 “필수유지
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
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하여 김선수(2008b)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포괄적
으로 확장시켜 놓음으로써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의 구별을 거의 불가
능하게 만들었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는 실질적으로 제한 내지 완전히
금지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노조법42조의3(필수유지
업무협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
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사업별 필수유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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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그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2014)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이후 이의
제기에 대한 소송에서 대부분 중노위 재심결정이 인용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노․사간 자율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대부분
기존 노동위원회 결정 또는 동종 사업장 노동위원회의 결정 수준과 동일한 수
준으로 체결되고 있다. 현재 필수유지업무유지률 결정은 대략 50∼100% 수준
으로 이루어지는데 적절한 상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0
년 법률 제82호로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서비스업무의 비율을 평균
적으로 평상시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인원은 통상 사용되는
노동자의 30% 이상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단체협약
의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데
반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과거 직권중재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노동조합에 부과하였으나 필수유지업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책
임은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개개인에게 부과되며, 이는 조합원의 심리적 압
박감을 배가시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ILO
는 필수서비스 해당사업에서 파업권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ILO, 2006. para, 595). 그러나 우리나라
는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의한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이 협상의 장기화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으로 이중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 이 후 지
나친 필수유지업무율과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하여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고,
파업 장기화의 원인이 되며, 공익에도 실익이 없으므로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
해야 한다는 최근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 2016. 12. 5)가 있다. 민변에서는 2016
년 개혁입법과제로서「공익사업 쟁의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최
소유지업무 신설」을 제기하였으며 원칙적으로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범
위의 대폭 축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옳으며, 철도와 석유부문을 필수공익사업
에서 제외하고, 항공사업의 경우 항공관제사업으로 그 범위를 축소할 것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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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 실태와 문제점
가. 항공운수사업의 현황
현행 항공사업법(구 항공법)에서 ‘항공운수사업’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교통사업’ 등을 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포괄하여 ‘항공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
사업법의 ‘항공사업’과 노동법에서의 ‘항공운수사업’을 동일한 개념으로 정리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운수사업은 어느 특정항공사의 독과점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선 비중은 대한항공이 26.6%, 아시아
나항공이 18.8%, 저비용항공사가 나머지 54.6%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선은 대한
항공이 28.6%, 아시아나항공이 21%, 저비용항공사가 14.6%, 외국항공사가 35.8%
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KTX, SRT 등 고속철도와 고속버스, 자가용,
배편 등의 대체이동수단이 풍부한 편이다. 2015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의하면
국내 여객운송 분담률은 압도적으로 도로를 이용한 여객운송이 전체 분담률의
8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철도와 지하철이 분담하고 항공은 2015년
도 기준으로 연간 27,980,000명의 운송을 담당해 0.1%를 차지하고 있다. 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역시 도로를 이용한 운송이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
고 항공부문은 연간 288,000톤을 담당하여 약 0.1%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주요 항공사별 여객수송과 국제선 점유율, 제주운항선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선 주요 항공사별 여객수송 실적
(단위 : %)

이스타
항공

티웨이
항공

에어
부산

진에어

제주
항공

아시아
나항공

대한
항공

2011

7.5

7.0

9.9

6.2

10.8

21.4

37.2

2012

7.5

7.2

9.9

7.0

12.2

21.1

35.1

2013

8.2

8.1

10.9

8.2

12.8

20.6

31.1

2014

7.3

8.9

11.6

9.1

13.8

21.4

28.0

2015

7.4

9.2

11.5

11.6

15.0

18.8

26.6

자료 : 항공연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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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제선 항공사별 여객수송 점유율 추이
(단위 : %)

저비용항공사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외국항공사

2011

4.3

24.6

37.0

34.0

2012

7.5

23.5

35.6

33.3

2013

9.6

23.0

32.6

34.8

2014

11.5

21.9

29.2

37.4

2015

14.6

21.0

28.6

35.8

자료 : 항공연감(2016).

<표 3> 제주도 일일 운항선박 현황
출발항
부산

배편(1일 운항횟수)

탑승인원(명)

소요시간(시간)

레드스타(1)

613

12

블루스타(1)

613

12

씨스타크루즈(1)

1,935

4+20

산타루치노(1)

1,425

4+20

퀸스타 2(1)

450

2+50

블루나래(2)

572

1+40

한일카페리 1(2)

975

2+50

여수

골드스텔라(1)

823

5

장흥

오렌지(1)

825

2+20

남해

남해카페리 7(1)

1,100

3+50

목포
해남우수영
완도

자료 : http://jejube.com/.

나. 항공사 근로자(조종사) 단체행동권 행사의 공익적 가치
조종사들의 경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비행시간 제한과 휴식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은 그 자체가 항공사고 예방 등 항공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항공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항공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 또한 항공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항공사의 부실화는 안전
예산 축소 및 항공안전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항공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1997년 대한항공 괌 사고, 2013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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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의 한 요인으로 조종사의 피로도
를 언급한 바 있다. 피로도 관리는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고 단체협약의 주요한
구성요인이 된다. 항공운수사업에서 운항을 담당하는 조종사들의 근로조건은
항공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항공운수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운항, 객실, 정비
등 항공사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은 일부 승객
들과 항공화물운송의 불편감소 정도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 부작용으
로 항공사 근로자들의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함
으로써 결국 항공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다.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
의2〔별표 1〕
에서 정하고 있다. 철도사업의 경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6. 30자로 고속철도차량 64.9%, 일반철도차량 68.6%, 도시철도차량 67.5%, 단
통근형 열차와 도시철도차량은 출근시간대의 100%, 퇴근시간대의 80%를 유지
토록 결정하였다. 2009. 5. 28에도 동일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유지율에
대하여 지하철․버스․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의 대체수송 가능성을 배제한 상
태에서 고속 및 일반철도차량은 이용률을 조정하고, 광역철도차량은 혼잡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항공운수사업의 경우도 노동
위원회가 대체수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유지율을 판단했다. 국내
선항공은 철도나 고속버스 등 육상교통수단과 다른 항공사 이용수단을 고려하
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었고, 국제선항공도 다른 항공사들의 대체항공편을 전
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이 결정되었다. 노동
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대하여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의
운항률을 유지’하도록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을 정했다(서울2008필수
16, 서울2009필수7). 이후 다른 항공운수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노동위원회 결정
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표 4>와 <표 5>는 노조법시행령
별표〔1〕과 항공운수사업장에서 결정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으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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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조종사노조의 협정내용과 공항운영과 관련한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유지
율 수준을 표시하였다.
<표 4>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노조법시행령 별표〔1〕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22조의2 관련
(신설 2007. 11. 3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항공기 조종 업무
객실승무 업무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항공기의 정비(창 정비는 제외한다) 업무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
치와 관련된 업무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파.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하.「항공법」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
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표 5> 항공운수사업장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사업장/노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필수유지업무

항공기 조종

항공기 조종

대상직무

유지율*

A380

80.0%

B747

79.7%

B777

79.9%

A330

79.8%

B737

73.0%

B744

80.0%

B777

80.0%

B767

80.0%

A330

80.0%

A320

76.0%

B737

61.0%

결정방식

노동위원회
결정

노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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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계속
사업장/노조
제주항공/
조종사노조

필수유지업무
항공기 조종

대상직무

B737

결정방식

70%
(국제선 70%,
국내선 60%)

노사협정

승객․승무원․수하물
보안검색 감독
등에 대한 보안 검색

94.7%

항공기 운항과 관련 항로관제센터 전산
시스템․통신의 유지․ 장비 유지․보수
보수
관리

37.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구조소방
관련된 법령, 국제협 종합상황실
약 또는 취항국가의 출입증 발급
요구에 따른 항공 운
대테러
송사업자 또는 보안
(EOD)
조치와 관련된 업무
한국공항공사/
공항공사노조

*유지율

94.8%
100%
50%
100%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유 저장 및 급
및 지상전원 공급업무 유시설관리

80.8%

승객 승하기 시설․ 탑승교 관리 및 유
차량 운전
지보수

72.7%

수하물․긴급물품의 수하물 시스템 운
영 및 유지관리
탑재․하역

69.7%

항행안전시설 운
항공법 제2조제6호에 영 및 유지관리
따른 항행안전시설 유 전력시설․항공등
지․운영
화시설 운영 및 유
지관리

A/S 토목조경시설
이․착륙시설의 유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
이동지역 관리운영

노사협정

68.1%

66.3%

69.3%
74.1%

주 : * 유지율은 기종이 다양한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산정시점에 따라 기종
별 변동함. 표의 수치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2016. 12. 기준, 아시아나항공조종
사노조는 2011. 7. 기준 유지율임.

라. 노사분쟁 장기화와 항공근로자 근무환경 악화(항공안전 저하요인)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이후 대한항공의 경우를 살펴보면 협상
의 장기화와 함께 조종사 근로조건 악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한항공조종사노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이기일ㆍ강을영) 

211

동조합 홈페이지(www.kalfcu.or.kr)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단체협약은 2009년
4월 30일 시작되어 3년 이상 38차례 협상 끝에 2012년 12월 14일 타결되었다.
대한항공사 측은 경영합리화를 내세우며 조종사 연간 비행시간 제한을 1,000
시간에서 1,050시간으로 증가시키고 1일 이착륙 제한을 4회에서 5회로 증가,
3Pilot 1일 비행시간 제한을 12시간에서 12시간 30분으로 연장시키는 요구안을
주장하였다. 장기간 협상 끝에 요구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고 2년의
단체협약 기간만료와 개별계약추진 등을 거쳐 조종사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사측의 요구안이 최종 관철되었다. 또한 최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와의 2015
년 임금협상은 2016년 12월 필수유지업무 파업을 거쳐 2017년 6월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 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마. 2016년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파업 분석
항공운수사업장에서는 2005년 조종사 파업 이후 2016년 12월 대한항공조종
사노조 파업이 있기 전까지 11년간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항공운
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포함에 따른 파업권 제한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
인다. 2016년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은 7일간(2016.12.22∼28) 진행되었
다. 대한항공조종사 가용인원 2,314명(100%) 중 파업참여 가능인원은 482명
(20.8%)이었고 이 중 B737기종을 제외한 기종의 기장을 중심으로 189명(8%)
이 7일간 파업을 실시했다(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평가와 대안 토론회 자료집
2017.3.10. 국회). 대한항공사 측은 가용인원 8%가 실시하는 부분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선여객의 15%(221편/1,482편), 국제선 여객의 1%(38편/2,586편),
화물항공편 7%(20편/274편)의 감편을 단행했다(12월 22∼31일 감편/운항계획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한항공 감편계획). 이러한 대한항공 사측의 감편에 대
해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파업을 이유로 불필요한 감편을
통해 수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즉 대한항공의 국내선 운항을 담당하는 소형
기종인 B737기종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선의 15%를 결항
시킨 것은 비수익노선인 국내선항공편을 의도적으로 결항시키고 대신 좌석수
가 적은 B737기종을 공석률이 높은 국제선 대형기노선에 투입하여 경영효율화
를 꾀했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항공의 수송/공급 데이터를 파업 전후 및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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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한항공 12월 수송/공급 데이터(2016년, 2015년)
2016년 기간

국내선 L/F
(수송/공급, 좌석)

국제선 L/F
(수송/공급, 좌석)

화물 L/F
(수송/공급, 톤)

파업 이전기간
(12/01~12/21)

70.0%
(396,916/566,330)

76.6%
(1,032,515/1,346,748)

91.0%
(57,854/63,437)

파업 기간
(12/22~12/28)

77.6%
(119,133/253,583)

79.9%
(351,534/440,114)

91.0%
(15,360/16,986)

12월 전체 기간
(12/01~12/31)

72.9%
(575,976/789,932)

77.8%
(1,544,530/1,984,961)

90.3%
(79,717/88,241)

2015년 기간

국내선 L/F
(수송/공급, 좌석)

국제선 L/F
(수송/공급, 좌석)

화물 L/F
(수송/공급, 톤)

(12/01~12/21)

64.9%
(344,831/530,929)

74.9%
(1,004,237/1,339,244)

85.6%
(53,880/62,939)

(12/22~12/28)

71.4%
(127,978/179,007)

74.4%
(343,977/461,756)

83.1%
(13,244/15,927)

12월 전체 기간
(12/01~12/31)

68.2%
(536,586/786,207)

76.4%
(1,530,943/2,002,296)

84.6%
(72,208/85,352)

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파업기간 중 국내선의 경우 1∼1.5%, 국제선
의 경우 3.8∼4.1% 정도 수익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조종사 8%가 부분파업을 했지만 나머지 조종사 가용인원으로 상당기
간(조종사노동조합 측 주장으로는 51일) 정상운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제
적으로 상당수 노선에 감편을 단행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노조의 파업권
을 제한할 정도로 ‘그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
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면 노조가 파업을 하
더라도 사용자는 가능한 최대한 정상 운항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업계
획이 발표되자 결항 계획부터 세우고 이를 실행한 것은 항공운수업의 ‘필수공
익사업’ 지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다. 이는 대한항공 사측이 결항
조치를 통해 수익을 추구했다는 비판과 결부하여 과연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
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
다. 그리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사업주에게 공익을 이유로 파업권 제한에 따른
노무관리상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반면,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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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문제도 더불어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항공운수
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파업은 사용자 측으로 하여금 파업을 계기로 경쟁심화
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서 경영효율화 측면의 감편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
였다.

5.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지정이유와 문제점 검토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이후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는 입법안(2005. 8. 31.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10인 발의)이 발
의되었다. 제안이유로는 항공사파업 시 여객과 화물을 외국항공 등으로 대체하
기가 어려우며 국가 신인도 저하와 국가 물류체계 마비,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
는 영향이 크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
업으로 지정해 국가․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항공사의 업무가 공중의 생명, 건
강 또는 안전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
무로 보기 어렵다. 또한, 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필수공익
사업을 지정한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산업은 없다.
국내선운항에 대한 대체항공편은 <표 1>과 같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진 에어, 이스타 항공,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인천)를 포함하여 9개의 항공사가 승객 및 화물운송을
분담 운항하므로 대체항공편이 상호 충분하고, KTX나 고속버스, 자가용 등 대
체운송수단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하루 안에 교통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
여 있다. 제주공항의 경우 국내대체항공사 이용이 가능하고 <표 3>과 같이 제
주도 일일 운항선박도 일일 7개 항구에서 10,878명의 승객이동이 가능한 실정
이다. 국제선운항에 대한 대체항공편은 국내 9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
공,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 에어인천, 에어서울)를 나누어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취항하고 있는 35개국 86개 외국항공사가 주간
371회의 운항을 하고 있으므로 항공편 대체가 어렵다고 할 수 없다(항공연감,
2016). 이렇듯 대체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에 지정한 것은 그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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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벗어나서 경영자 측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변
(2002)에서는 항공운수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이 오로지 항공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
다는 의견과,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적
제도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항공운수사업 중 조종,
객실, 정비 사업을 주로 하는 항공사의 업무와 승객탑승 및 항공기 유도, 급유
등 기타업무 등도 공중의 생명, 건강과는 관계가 없고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
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또한,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이 수
행하는 승객, 화물의 보안검색 업무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업무(법률
6467호, 경비업법 제15조 3항)로 별도 지정되어 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기준에 의한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에 항공관제업무를 제외한 전반적인 항공운수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항공기 조종, 객실, 정비업무 등 국내 특정항공사의 비행 관
련 업무는 국내 다른 항공사나 해외 국제선항공사 등을 통한 대체항공편 등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대체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항공운수사업의 운항관련 업무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
태롭게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체항공편의 효과적인 측면에
서 실 사례로 2005년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파업사태를 들어볼 수 있다.
2005년 쟁의행위 당시 상당수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들이 파업에 돌입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실시 최초 7일간에는 노선 취소 없이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후 대체인력의 피로누적으로 편수를 감축하기 시작
하였으나, 다른 항공사의 편수 증강 등으로 전체적으로 운송능력이 하강하는
효과는 없었다(권영국, 2009).
2016년 필수공익사업장 중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을 받는 철도노조와 대한
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있었다. 철도파업 시 KTX는 100% 운행하고 수도권
전동열차도 출근시간대 100%, 이 외 87.6%의 운행률을 유지하여 72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임에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무노동 무
임금 적용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피해(참가조합원 1인당 평균 1,174만 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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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등 주요열차 정상운행으로 체감불편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보도되었다
(www.sisunnews.co.kr, 2016, 12, 8). 항공운수사업이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을
받은 이후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2016년 12월 7일간 파업을 진행하였다. 파업
은 별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맺지 않고 이전 노동위원회가 정한 필수업무유지
율을 적용하여 B777, A380 등 대형기국제선기장조합원으로 전체 가용 조종사
의 8% 정도가 참여하였다. 이 정도 부분파업으로는 여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초
기에는 100% 전 항공편 노선운영이 가능했으나 대한항공사 측은 국제선보다
는 국내선의 적자노선 중심으로 15% 정도 감편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필수유
지업무제도 사업장에서 두 차례의 필수유지업무 파업사례를 비추어 볼 때 사측
은 파업에 대한 별 부담감이 없이 협상을 장기화시켜 유리한 협상국면을 이끌
수 있게 되었고, 노동조합 측은 파업의 효과는 없이 조합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
금 적용 등 이중피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익의 보호와 쟁의권의 보장
이라는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그 본질을 벗어나 쟁의권의
무력화와 함께 노사분쟁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Ⅲ. 항공운수사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위헌성 검토

1. 헌법상 노동3권 보장 및 국가의 입법․정책의무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에게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
동3권의 기본권으로서의 법적 성격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는 입법․
정책적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결정은, “헌법 제33조제1항이 보장하
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
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
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
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
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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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그 지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
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사
회권적 성격도 함께 지닌 기본권이다. 따라서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
계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기 위해
서는 근로자단체의 결성이 필요하고 단결된 힘에 의해서 비로소 노사관계에 있
어서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
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
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
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이
아니라, 근로자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
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
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
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필수공익사업의 근로
자에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요방위산업체가 아닌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당한 파업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
을 뿐이며,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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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 제한 기준에 미달하는 이유로 파업권
을 제한․금지하는 입법이나 행정조치는 위헌․무효라고 할 수 있다. 노조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노
조법 제42조의2 제1항 및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에서 항공운수사업
에서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

2.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문제점
가. 일반 공중에의 밀접성과 국민경제에의 영향력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수사업의 정
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노조법 제71조제2항).
항공운수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항공운수사업은 단일 개념으로 규정되었으나 항공운
수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체 또는 단일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는 대한항
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 에어, 이스타 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등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개별 민영 항공사를 하나로 범주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항공운수사업의 노동조
합 조직구성으로 인해, 항공운수사업 종사 근로자의 파업권 행사는 각 항공사
별 노사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표 1> 및
<표 2>를 보면, 개별 항공사의 최대 점유율은 2015년 기준 30%를 넘지 않는다.
이에 항공운수사업에 속한 개별 사업장의 파업은, 항공여객운송계약이 사전 예
약제로 진행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는 있으나,
현저히 위태롭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 필수공익사업 중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의
경우, 일반 공중의 신체, 건강,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 전기, 진료, 혈액
공급에 대한 것이거나, 일반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필수적인 물, 전기, 가스, 석
유의 공급과 관련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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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항공업계가 해외 여객운송의 상당 부분, 즉 2015년 기준 64.2%
(국토교통통계연보, 2015)와 해외 화물운송의 일정 부분, 즉 2015년 기준 0.1%
(국토교통통계연보, 2015) 정도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일정한 영
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화물운송 역시 개별 항공
사별로 파업이 발생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항공사에서 발
생한 파업이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항공운수사업의 공익적 운영의무의 부존재
각 항공사들은 항공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나 이는 항공안전을 위해 규
제를 받는 것이며, 항공법이 개별 민영 항공사들에 대해 직접 공익의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 이들 항공사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자유로이 영업행위를 하
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기업의 지위에 있으며, 달리 공익적
인 운영을 요구받고 있지 않다. 생명의 신체, 건강, 안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는 물, 전기, 가스 사업과도 성격이 다르며, 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물, 전기,
가스, 석유 공급과도 큰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파업권 행사를 통한 조종사들의 근로조건 향상이 안전운항에 긍정적
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조종사들의 파업권 약화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는 안전
운항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항공운수사업은 공익적 운영의무를
요구받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성격에서 바로 도출되는 공익성을 찾기 어렵다.

다. 현저히 높아진 업무 대체성
연혁적으로 보면, 필수공익사업 개념은 1997. 3. 13. 노조법(법률 제5310호)
제정 시 처음 등장하였고, 당시 필수공익사업에는 항공운수사업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았다. 당시 필수공익사업 중 민영 항공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는, 정기적인 여객운수사업 중 시내버스(특별시 및 광역시)가 있었으나 2001년
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2001년에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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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2006. 12. 30. 노조법 개정 시 항공운수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추가되었다. 2006. 12. 30.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신규 지정이 정당하려
면, 항공운수사업의 일반 공중에의 밀접성과 국민경제에의 영향력이 기존과 달
리 크게 증대한 현상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5. 1. 25. 제주항공이 설립
된 것을 계기로 저가 항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서울- 제주
간 교통편이 크게 확충되었다. 2004. 4. 1. KTX 운영이 시작되어 서울 - 부산,
서울 - 대구, 서울 - 광주 간 항공 여객운송을 대체하는 대중교통이 눈부시게 시
장에 진출하였다. 결국 2006. 12. 30. 무렵 오히려 항공 여객운송 및 항공 화물
운송에서 업무 대체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항공운수사업의 필
수공익사업 신규 지정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
다. <표 1> 및 <표 2>에서 국내항공 여객운송 실적 및 국제항공 점유율을 보면
업무대체성은 10년 동안 현저히 증가하였다.

라. 소결
사정이 이러하므로 2006. 12. 30.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새롭게
지정해야 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17년 현재에 와서는 필수
공익사업 지정 폐지의 필요성이 확연해졌다고 할 수 있다.

3.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위헌성
가. 위헌성 심사기준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기본권 침해에 이르는 경우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되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항공운수사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0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2호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항공운수사업이 국민의 국내외 이동과 화물운송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측면
에서 공공복리와 관련 있는 사업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항공운수사업을 대체하는 KTX,
저가항공사, 외국국적의 항공사 등 교통수단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업무의
대체가 상당히 용의하여 개별 항공사의 영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일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는 상당히
적다. 따라서 항공운수사업 종사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
로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 항공사에서 파업이 발생
하는 경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
법과 수단이 존재한다. 항공운수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특정 항공사 소속 노조
의 파업이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
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은 긴급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고,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 기간 동안 조정을 시도하게 되고,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그 이후 중재재
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쟁의행위가 불가능하다(노조법 제76조 내지 제80조).
이처럼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후적인 대응조치 및 절차가 상
당히 갖춰져 있으므로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파업권을
제한해야 할 방법상의 필요가 적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반면 <표 6> 대한항공 12월 수송/공급 데이터 2016년, 2015년을 보면, 항공
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및 필수유지업무 규정으로 인해 대한항공 종사
근로자의 파업권이 형해화될 정도로 파업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고 있다.
법익의 균형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사정으로 인해 파업권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항공운수사업 근로자의 파업권 제한으로 인해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되어 사용자의 이익에만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자가 노사 간 세력균형을 위해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
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헌법
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결정)는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현저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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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이다. 결국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보호되는 공
익은 적고, 항공사 근로자의 파업권 제한은 심대하므로, 법익의 균형도 이루어
져 있지 않으며, 기본권의 최소침해금지 원칙에 반한다.

다. 평등원칙 위반
평등원칙은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
라는 상대적인 평등을 의미한다. 항공운수사업은 다른 필수공익사업과 달리 공
중의 일상생활에서 신체의 건강,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일반 기업의 생
산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항공편의 대체성이
날로 증가하여 개별항공사 기준으로 볼 때, 파업은 해당사업장의 경제에는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임
에도 항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파업권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파
업권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항공운수사업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은 항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합
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가능성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은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에 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제75조에 따라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
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넘어
서서 규율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가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정한
[별표 1] 중 항공운수사업 부문을 보면, 항공기 조종 업무, 객실 업무, 정비 업
무는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며, 그 업무가 정지․
폐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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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의 대체성이 높고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표 1>,
<표 2>, <표 3>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이처럼 항공기 조종업무, 객실업무, 정
비 업무 등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22조의2 [별
표 1] 중 항공운수사업의 항공기 조종업무, 객실승무업무, 항공기의 정비(창 정
비는 제외한다) 업무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규정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Ⅳ. 맺음말 : 토론과 연구함의

2016년 철도노조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두 차례 필수유지업무 파업사례를
살펴볼 때 사용자 측은 파업에 대한 부담감 없이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유리한
국면이고, 노동조합 측은 파업의 효과는 없이 조합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
용 등 이중피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
는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입법 목적을 넘어서는 쟁의권에 대한 중복규제와
과잉제한을 초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로 변
질되었다.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기 조종, 객실,
정비업무 등 운항업무와 항공기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탑승수속, 항공기운항감
시, 급유, 견인, 제설, 수하물탑재 업무 등 대부분의 업무는 그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이다. 또한 항공운수
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포함시킨 것은 그 범
위가 광범위하며, 같은 운수사업인 시내버스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한
사례에 비추어도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수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된 이후 조종사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단체협약 체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비행시간 제한 등 항공운수사업근로자들
의 근로조건을 다루는 단체협약은 항공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자체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은 항공사 근로자들의 단체협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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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를 가져오고 근로조건 향상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항공안전 차원에서 오히
려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민변에서는 2016년 개
혁입법과제로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항공관제사업을 제외한 항
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위헌성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은 적고, 항공사 근로자의 파업권 제한은 심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이 이루
어져 있지 않으며 헌법상의 최소침해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둘째, 항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파업권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
익사업 지정은 항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합리
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노
조법 제42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 중 항공운수사업의 항공기 조종업무, 객실
승무업무, 항공기의 정비(창 정비는 제외한다) 업무를 규정한 것은 헌법 제75조
의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규정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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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unconstitutionality of Essential Maintained
Services System : Focusing on the Aerial Transportation
Business
Lee Ki-il․Kang Eul-young
Essential Maintained Services are a business that markedly endangers public
life and health or personality security or public daily life, and it took effect
on January 1 in 2008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nd the harmonization of the right to strike. However, as a result of its
operation, many problems and necessity of revision were suggested. This study
analyzed essential managed services system focusing on advanced studies and
examined the side effects exposed by designation of aerial transportation
business as an essential public business. It analyzed the cases of essential
maintained business agreement and verified the problems on essential
maintained business application of aerial transportation business. As a result,
a conclusion was drawn that the essential maintained services have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due to excessive limitation of basic human
rights in the light of aviation safety issues and constitution resulting from
the deterioration in working conditions of airline employees. This study
suggeste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public value of aviation safety and
basic labor rights.
Keywords : essential maintained services, public interest, the right to strike, aerial
transportation business, unconstitu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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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노용진)

▪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혁신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에 미치는 영향 : 업무개선 제안활동 활성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손지
아․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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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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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제2호(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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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하경효․박종희․

성과에 미치는 효과(박재민․김영규․전재식)

강선희)

▪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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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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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와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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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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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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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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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정책방향 검토 : 집단적 노무제공 거

▪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류문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백경민․

호)

박기태)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 고성과 인적

향 : 형제 · 자매 · 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자원관리의 조절효과(이수현․석진홍․박

한 분석(양정승)

우성)

▪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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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김경희)
Disability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상호구성 :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Cho)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이정

▪ Legislative

Challeng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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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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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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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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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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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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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홍․박우성)

▪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 보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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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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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박은정)

에 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김동원)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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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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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대한 연구 : 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

▪자동화와 근로시간 관행(노용진)

를 중심으로(옥지호)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 정액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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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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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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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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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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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
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강승복)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
(조성호․변수정)
▪파업발생 결정요인 패널분석(김정우․송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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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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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고성과자

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연구(권기욱)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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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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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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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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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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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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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사명철)
▪수학에 대한 태도 및 수학실력이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녀 임금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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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임찬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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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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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김기선)
▪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이에 관한 실증분석
(이병훈․신광영․송리라)
▪장시간 근로와 조직: 초과근로시간이 여성
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신희연․한보영)
▪중소기업의 저생산성과 인적자원개발정책
(김태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도구적
역할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이영면․나인강․박재희)

◐ 제17권 제1호(2017년 3월)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
용효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양지연)
▪직무만족, 생활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생활만족의 매개효과와 고용형태의 조절효
과를 중심으로(박재춘)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요
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
로(김정은․강경주․이영면)
▪은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최은영)
▪근로자 고령화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장윤섭․양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