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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계에서의 쟁점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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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욱*

그동안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임금보조금정책은 대부분 기업지원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가운데 2016년부터 개인지원 방식의 청년내일
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 사업이 청년
고용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년공제의 도입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원수준이 변경된 가운데
동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청년공제의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정책설계에서 고려해
야 할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그 내용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년공제의 정책설계에서의 쟁점은 임금보조금에서 적용되는 성과기준인
효과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① 효과성 측면에서 청년공제에 대한 성과관리,
② 개인형 청년공제의 도입 타당성 및 가능성, ③ 청년공제 지원규모 확대
의 타당성, ④ 기타 청년공제에서의 이슈들의 4가지로 도출될 수 있다.
정부가 청년공제를 비롯하여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지원 정책을 도
입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동 정책이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한시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동 정책의 정밀한 설계 및 추
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중견/중소기업 간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전 사회적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개인지원 임금보조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설계, 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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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책도구 중 하나는 바로 임금보조금(wage subsidies)이며, 한국 정부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보조금을 시행해오고 있다.
임금보조금은 보조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기업지원 보조금과 개
인지원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은 그동안 ‘정부지
원 인턴제’(1999~2005), ‘청년고용촉진장려금’(2004~2009), ‘중소기업 청년인
턴제’(2009~2016) 등 대부분 기업지원 방식으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청년실
업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기업지원 방식 보조금의 실효성에 대
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2016년 7월 취업자 청년에
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청년실업에 대한 임금보조금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독립된 단위사업으로서 개인지원 방식의 임금보조금이자 자산형성지
원사업의 속성을 가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를 도입하였다.
청년공제는 청년실업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
정책으로서의 속성을 가지지만 더불어 산업정책으로서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동 사업이 대기업의 신규채용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중견기
업으로의 청년층 취업촉진’과 ‘청년층의 유입 및 근속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확보’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청년공제는 이 같은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서 도입되어 2018년 현재 3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다. 만 2년여의 시간이 경과
되는 가운데 청년공제는 지원수준, 지원대상(target group) 등 지원내용에 있어
서 적잖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조치들을 시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여러 정책(사업)들은 문제점
진단과 성과평가의 과정을 통해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내용의 변동을 계속적으
로 거쳐 가듯이 청년공제 또한 이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공제는 도입 당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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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으나,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2016년과 사업연도 중반에 추가경정예산 편
성을 통해 지원수준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2017년 두 사업연도 동안 예산집행
률과 가입률 등의 성과지표에서 실적이 높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시행 3년차에
해당하는 2018년 초반에 사업성과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8년 3월 정부가 ‘청년고용촉진방안’을 통해 동 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수준
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청년공제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더 확장되
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2018년 4월 말 동년도 청년공제에 배정된 지원인원(물량)이
조기소진되면서 낮은 예산집행률 및 가입률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었지만, 가
입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청년공제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취업자들의 가입
확대 여부가 동 사업에서의 또 다른 이슈가 되었다. 이같이 정부가 청년공제에
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년공제 가입자, 지원대상에 해당되지만 가입하지 못한 미가입자, 미지원대상
에 해당하는 청년 및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에 동 사업의 지원방식 및 지
원대상으로의 포함 여부 등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청년공제의 실효성 및 타당성
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보조금은 지원대상, 구체적 제도운영방식 등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장지연․김정우, 2002), 사업의 목표, 지원대상, 구체적 운영방식 등을
설정하는 정책설계1)의 내용은 임금보조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
어 관건이 된다. 세액공제(tax deduction)와 같이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자 전부
를 다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닌 청년공제처럼 지원인원이 정해져 있는 직접지원
보조금(direct subsidies)에서는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기업들을 포착하여 이
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대상 설정의 이슈는 직접지원 보조금의 정책설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1) Howlett(2009)는 정책설계를 여러 층에 배열되어 있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 또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정책설계의 구성요소로 정책목표와 수단을 제시하였다. Ingram & Schneider(1993)는
정책설계의 구성요소로 정책목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정책 대상집단, 규칙, 도구, 집
행구조, 사회적 형성 또는 이미지, 논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였는데, Howlett의 정책수단
은 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규칙, 도구, 집행구조,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등 정책요
소의 상당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유은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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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원대상이 타당하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임금보조금에서의
구체적인 하위(성과)목표가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여러 일자
리사업에서 나타나는 정책목표의 모호성이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탁현우, 2014),2) 임금보조금에서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성과는 개별
임금보조금에서 타당하고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한 성과목표에서 비롯되는 것
이다(김태욱, 2017).3)
따라서 청년공제를 비롯한 개인지원 보조금이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며 성과
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타당하고 명확히 규정되고, 규정된 정책목표
에 따라 정책대상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기업으로 설정되며, 정책
대상의 행태적 변화를 유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케 하는 정책도구가 갖추어지
도록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공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정부가
동 사업을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
공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임금보조금에 존재하는 여러 성과목표와 청년공제를 둘러싼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청년공제는 현재 도
입된 지 2년여가 되어가지만 동 사업의 구성요소인 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수
단의 타당성에 관한 쟁점진단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쟁
점을 진단하는 작업 없이는 동 사업에 대해 정밀하고 타당한 성과평가를 수행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공
제의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정책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쟁점들을 심

2)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에 따르면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될수록 조직 구성원들
의 직무성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Locke et el., 1981). 이 이론에 기초하여 프로그
램 차원에서도 개별 프로그램에서 목표의 모호성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의 성과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목표의 모호성 수준과 프로그램이 달성한 성과
수준과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소수의 증거가 축적되어 가는 중인데
(권태욱, 2015),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모호성과 프로그램 성과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Chun & Rainey, 2005; Jung, 2011).
3) 임금보조금에서 나타나는 목표 모호성은 다양한 성과기준(목표)들이 임금보조금에 적용될
수 있음에 따라(장지연․김정우, 2002) 전략적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른 최적설계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임금보조금의 속성(전병유 외, 2015)에서 기인하는 측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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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으로 진단하고, 해당 쟁점들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정부의 임금보조금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자인 기업의 인력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정책목표가 취업자의 실질임금상승에 따른 인력
공급 증대에 있다면 임금보조금은 취업자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시장 독점
현상과 기업 간 임금격차로 인해 임금수준이 낮은 기업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인력공급이 증대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지원 보조금이 활용되는 것이다(전병유․오민홍, 2011).
여러 선진 국가들이 위치한 유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금보조금 가운데 기업
지원 보조금과 개인지원 보조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국가에서 전자의
비중이 높다.4) Eurostat(2012)에 의하면 아일랜드와 폴란드의 소수를 제외한 나
머지 국가에서는 기업지원 보조금의 비중이 높거나 개인지원 보조금을 활용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되고 있는 개인지원 보조금은 주로 저학
력자, 장기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5) 사회보장
기여금 감면 등의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6)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형성된 이중적 노동시장에 의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한국7)에서는 기존 인력의 잦은
이직, 원활하지 않은 청년층 유입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병유 외(2015)를 참고하라.
5) 청년들이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지원 보조금은 일경험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경험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에서의 일자리사업 분류 방
식에 의하면 주로 고용보조금보다는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하는데, 이는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일경험 습득 프로그램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6) 벨기에의 ‘Activa plan’에서는 지원대상자(45세 이상)에게 매달 500유로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 같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의 사례는 적다.
7) 한국생산성본부(2015)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기업 노동생산성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비
율(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은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들의 생산성 격차는 프랑스 70.0%, 영국 61.2%, 독일 60.4%, 이탈리
아 70.1%, 스페인 60.3%, 일본 36.8%로 나타나고 있다.

6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3호

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력공급 증대를 위한8) 개인지원 보조금의 도입 및 확장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몇몇 연구들(어수봉, 2009; 조준모
외, 2011; 김영생, 2013; 전병유 외, 2015)에서는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하여 청
년인력 공급을 증대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지원 보조금의 도입 타
당성을 제기하였는데, 이 연구들은 임금보조금이 한시적으로만 지원되는 것이
기에 한시적 지원에 합당한 지원대상이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9)
이와 같이 개인지원 보조금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됨에 따라 청년층의 중소기
업 유입 목적을 위해 2010년경부터 청년인턴제에서의 ‘취업지원금’,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등 청년대상의 개인지원 보조금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10) 이후
청년대상의 개인지원 보조금은 청년공제를 통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을 증대하며 자산형성지원정책의 형태로 새롭게 도입되었다.
자산형성지원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
도록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서 주로 이들의 노동을 전제로 하여 지원
이 이루어지게 된다.11) 현재 미국, 영국, 캐나나 등 여러 국가에서 복지정책 측
면에서 여러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정책을 도입해 왔으며, 한국에서도 중앙정부
및 여러 지방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여러 자산형성지원정책(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개인지원 보조금이 한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의 형태로 도입된 데에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에는 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위험
8) 유럽 국가들과 같은 저숙련,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인력의 공급증대 목적보다는 일반
구직자 또는 비경활자 인력의 공급증대를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다.
9) 이들 연구는 기업에 채용된 후 몇 년 동안은 임금이 낮은 수준이지만 종사분야에서 경력
또는 숙련이 쌓이면서 임금이 적잖이 상승하는 업종(제조업, 기술집약적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려는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설정하거나, 다른 업종에 취업하려는 청년보
다 이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차등지원 방식으로 보조금이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10) 해당 보조금들은 매월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일정기간을 근속하면 근속에 대한
보상수당의 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지원되는 보조금 금액
이 청년인력 공급을 증대하고 근속을 유인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사료된다.
11)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은 Michael Sherraden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그는 저소득층
에 대한 현금지급 형태의 소득보전 정책은 일정부분 필연적이지만 빈곤상태에서 이들을
탈출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축, 투자 촉진형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된다고 주장
하였다(Sherrad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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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르고,12)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저소득층에 해당되
어13) 저소득층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정책의 지원방식을
적용함이 적합하다는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청년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청년고용증대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기존의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그것
은 바로 해당 사업들의 정책목표 중 하나로 인력공급 증대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년고용증대’와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진 해당
사업들은 도입되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에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타당
성을 진단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김태욱(2017)은 청년대상 임금보조
금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면서 청년공제의 낮은 실적
(예산집행률)은 주요 정책대상인 청년보다는 기업의 이해를 많이 고려한 동사
업의 설계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지원대상자 개인(청년)의 신청만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한 사
업 개편14)을 주장하였다. 이성희․노용진(2017)은 청년공제의 고용효과를 분석
하였으며, 동 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유지비율이 비참여자에 비해 높고, 참여한
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이 비참여기업보다 높음을 확인하였고, 참여대상 범위의
확장, 초임기준 조정, 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 지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
였다. 박철우 외(2017)는 청년공제의 내실화 및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동
사업의 성과를 사업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적정규모의 지원을 위한 설계방안,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생애주기관점에서 청년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

12) 기업이 임금보조금으로서 청년에게 매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을 알고, 채
용예정 청년의 학력 및 경력, 채용 직무에 따라 본래 제시하였을 월 임금수준을 낮추어
월 임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공급 증대 목적의 임금보조금이 기대하였던 청
년취업자의 실질임금 상승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1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총소득을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청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는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하여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고
려한다면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4) 국가가 육성․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산업에 해당하고 인력난의 수준이 심한 업종 및 직
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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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15)
청년공제의 도입은 정책결정자들이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시장에서 발
생하는 미스매칭 문제를 청년들의 낮은 노동생산성 또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가
지는 제약된 임금지불능력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기업의 지불임금보다 높은 청
년들의 의중임금에 초점을 둔 결과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청년고용 증대 목적
의 정책도구로서 임금보조금정책에서 기존의 기업지원 방식보다 개인지원 방
식의 유용성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년공제의
지원대상이 저학력자, 저숙련자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의 청년이 아닌 대졸자를
포함한 일반 청년에 가깝기 때문에 청년공제는 다른 국가에서 취약계층을 정책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지원 보조금과는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
며, 청년공제는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정부만의 특별한 청년대
상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청년공제와 유사한 개인지원 보조금의 전례를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가
운데 동 사업은 도입 이전에 충분한 학술연구 및 논의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지원 임금보조금에서 나타나는 ‘사업실적(채용건수) 제고’, ‘고용
지속성 제고’, ‘사중손실16)의 최소화’ 등 다차원적인 정책목표로 인해 그것의
성과평가가 여간 쉬운 작업이 아니듯이17)18) 비교적 생소한 노동시장정책인 개
15) 동 연구는 ‘격차해소를 위한 청년입직자 적정임금 산정기반 구축’, ‘청년공제 기반 청년
내일 만들기 융자’, ‘중소기업 경력개발 서비스 제공’, ‘중앙-지자체 공동 수요조사단 운
영’, ‘청년지원사업 수혜조건 판정의 합리적 체계 마련’, ‘희망사다리장학금-청년공제 연
계’, ‘청년공제 동반성장기금 근속인센티브 제공’, ‘행복주택-청년내일채움 연계’ 등의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6)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임금보조금이 없었어도 기업이 지원대상 집단의 성원을 채
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로, 사중손실의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보조금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시행되었을 때의 고용효과 간의 차이는 감소하고 순고용효과가 줄어들며, 기업은
무상으로 보조금의 혜택(windfall)을 누리게 된다. 현실의 임금보조금이 대부분 기업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중손실의 개념은 기업지원 보조금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인
식할 수 있지만 개인지원 보조금에서도 적용된다. 임금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구직자가
의중임금을 스스로 조정하여 취업을 할 수 있고, 기업이 제의임금을 스스로 조정하여 구
직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의 존재를 인식하고 해당 개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해당 기업이 제시임금을 낮출 경우 사중손실이 발생한다(어수봉, 2009).
17)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지연․김정우(2002)를 참고하라.
18) 현재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년대상 개인지원 보조금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
는 ‘청년인턴제’ 또한 그 성과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존재하였다. 청년인턴제의 성과
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여러 연구보고서들은 실제 사업성과와 괴리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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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원 보조금에 대한 평가 또한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데, 사업의 구체적 성과
목표, 우려되는 부정적 결과 등에 대해 충분한 학술적 논의 과정 없이 도입된
청년공제는 사업초기부터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로도 청년공제는 시행 초기 2년간의 낮은 가입률과 지원내용에 있어 두 차례의
대폭적 변경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정책 목표와 수단이 타당성과 정합성을 갖
추며 동 사업이 정치하게 설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2018년 배정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등 가입률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미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으로의 전환 요구 증가 등 청년공제의
성과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년공제에 적용될 수
있는 성과기준을 일부 제시하거나, 문제점 진단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동 사업
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이고 타당한 성과목표, 사업목표와
합당한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방식 등 정책설계와 관련한 여러 이슈 및 쟁점
들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년
공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의 특별한 속성과 불완전한 정책형성 과정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과 관련하여 비교적 장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
로 고려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청년공제의 정책설계에 있어 내재되
어 있는 여러 쟁점들을 체계적․심층적으로 진단하여 향후 동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Ⅲ. 청년공제의 도입 및 변경과정과 추진현황

청년공제 이전에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도입되었던 개인지원 보조금에는 중소
기업 청년인턴제에서의 ‘취업지원금’과 ‘중소기업 근속장려금’(2015)이 있다. 중
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취업지원금’은 2010년에 처음 도입된 청년대상 개인지원
보조금으로서 취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처음에는 제조업 생산직으로 취업한 청
년에만 국한되었고 지원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이후에는 지원대상이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임금보조금의 합리적인 설계와 평가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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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직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금액 역시 점차 증액되어 제조업 생산직
으로 취업한 청년은 근속기준(2년)을 채울 경우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은 고졸 이하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근속연수(최대 3년)에 따라
지원금(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 도입되었으나, 이듬해 취업
자원금과의 유사․중복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상기와 같이 청년인턴제의 취업지원금의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의 증가
가 이루어지며 청년대상 개인지원 보조금의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취업지
원금과 사업구조 및 지원규모에서 상당히 차별된 청년공제가 독립된 사업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아 취업지원금이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유입 및 근속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김태욱, 2017).
청년공제는 기존의 청년대상 개인지원 보조금에 비해 지원수준이 대폭 강화
된 보조금으로서 자산형성지원의 형태로 도입이 되었다.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지원대상으로 도입한 ‘내일채움공제’와 서울시, 경기도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저소득 청년취업자 지원사업 역시 자산형성지원사
업에 해당하였으나 청년공제와 이들 사업과의 다른 점은 청년공제는 근속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공제금의 재원을 정부, 기업, 근로자의 세 주체가 부담하는
반면, 나머지 사업들은 기업과 근로자(내일채움공제), 정부와 근로자(지방정부
사업)의 두 주체만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2016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 청년공제의 지원수준은 청년취업자가 중소기업
에서 2년 근속 시 지급되는 1,200만 원(공제금)+α(공제금에 대한 이자)이었으
며, 각 주체별로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의 수준은 정부 600만 원, 기업 300만
원, 개인 300만 원으로 개인 기여금 300만 원을 제외하고 청년이 실제 지원받
는 보조금의 수준은 2년간 900만 원+α에 이르렀다. 도입 첫해의 청년공제는 1
만 명의 지원인원(사업물량)이 배정되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2016년 도입 이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청년공제의 지원내용을 상
당 수준 변경하는데, 변경된 내용의 골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수준에
관한 것이었다. 1차 변경은 이듬해 새롭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 예
산안(2017. 6) 발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추경안에 의해 2년 근속 시 청년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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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받는 공제금 액수가 1,6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지원인원은 당초 5만 명
에서 5만 5천 명으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2018년 3월 정부는 전년도에 이어 다시 추경예산안과 새로운 청년고
용대책을 발표하며 청년공제의 지원수준을 다시 변경하였다. 2차 변경안에서는
3년형 청년공제가 도입되어 채용된 기업에서 3년 근속 시 청년취업자는 근속에
대한 급부로 3,000만 원+α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1~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취업자가 채용된 기업에서 5년을 근
속하면 3,000만 원의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공제Ⅱ19)를 도입하였다.
이상의 청년공제 지원수준의 변경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은 두 차례에 걸친 지원수준의 변경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 및 근
속 유도에 대한 동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청년공제에서 기존에 지원
하는 임금보조금액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결정자들의 판
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고려된다.
한편 개인에 대한 지원수준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기업의 범위
또한 몇 차례에 걸쳐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먼저 지원대상자 범위의 변경과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공제 도입 시 가입이 가능한 지원대상자(청년취
업자)는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Ⅱ, 일학습병행제 이수자에 국한되었
으나 인턴채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기업 현장에서 다수 제기됨에 따라 2017년 8월 지침 개정
을 통해 상기의 3가지 경로 외에 청년친화강소기업 또는 고용알선을 거친 기업
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20)에도 해당 청년취업자의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고용알선의 과정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
게 되어 청년공제의 참여경로 요건은 사실상 없어졌다.

19) 청년공제Ⅱ는 중소기업들이 핵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인력에 해당하는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 ‘내일채움공제’를 청년재
직자를 지원대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20) 본래 인턴제 및 취업성공패키지Ⅱ를 통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채용한 청년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지급해야 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인턴제 참여 없이 청년구
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청년공제에 가입하려
는 기업은 수습기간(3개월 이내) 중 임금을 99%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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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년공제 지원수준 변경과정
(단위 : 만 원)

1인당
지원수준

납입 기여금

(정부:기업:개인)

도입 시

1차 변경(2017.6)

‘1,200+α’
(2년형)

‘1,600+α’
(2년형)

600:300:300

700:400:300

2차 변경(2018.3)
․‘1,600+α’(2년형)
․‘3,000+α’(3년형)
․‘3,000+α’(5년형 : 청년공제Ⅱ)
․900:400:300(2년형)
․1,800:600:600(3년형)
․1,080:1,200:720(5년형: 청년공제Ⅱ)

다음으로 지원대상기업 범위의 변경과정은 다음과 같다. 청년공제 도입 시
지원대상기업의 범위(자격요건)는 기존 청년인턴제와 동일하게 설정되었는데,
2017년 8월의 지침개정을 통해 기존 청년공제 참여제외 대상업종 중 일부 업종
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범위가 일부 확장되었다.21) 그리고 2018년부터는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2)(이하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공제의 중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에 추가고용장려금 참여로 인해 청년
공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기업들도 청년공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23)
청년공제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표 2 참조), 도입 첫해인 2016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며 10,000명의 지원인원을 배정받았으나 가입자 수는 5,247명

21) ① 근로자파견업 또는 근로자공급업(용역업체 등 포함), ②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영업직
채용기업, ③ 학원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④ 숙박․음식업의 4개가 참여가 가능
해진 업종에 해당한다. 사업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2015)는 청년공제 참여경로 중 하나
인 인턴제 제외업종을 청년공제 제외업종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논
거로 해당 업종의 참여 제한을 해제하였다.
22) 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지원 방식의 보조금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이
미취업청년 다수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5월 새 정부에 의해 도입
되었다. 도입 시 대상기업이 청년인력을 3명을 채용할 때 1명분(1년 동안 2,000만 원 한
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지원내용이 설정되었으나, 2018년 3월 발표된 ‘청년고용
촉진방안’을 통해 대상기업이 청년인력을 1~2명만 고용해도 해당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고용시부터, 30~99인 사업장은 2명 고용시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고용시부터 지원) 지원내용을 변경하였다. 2018년 지원인원으로 당초
5만 명이 배정되었으나, 추경예산 이후 4만 5천 명이 추가되어 9만 5천 명에 이르렀다.
23) 고용노동부는 두 사업의 취지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업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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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였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17년에는 당초 50,000명의 지원인원이
배정되었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5,000명이 증원되었다. 당해의 청년공제 가입
률(지원인원 대비 청년공제 가입인원)은 73.0%(가입자 40,170명)로서 전년보다
상당 수준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당초 전년도 지원수준 변경안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이 전년대비 61.1% 증가하였으며, 지원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5,000명
감소한 50,000명에 이르렀는데, 해당 물량은 예상과 달리 동년 4월 말 전량 소
진되었다. 동년 3월 추경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도입된 3년형 청년공제에는
20,000명의 물량이 배정되었는데, 정부는 2년형 청년공제의 물량이 조기에 소
진되면서 가입을 하지 못한 청년취업자들이 가입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추경예
산안에서 2년형 청년공제에 40,000명의 물량을 추가로 편성하였다.24) 그리고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공제Ⅱ에 45,000명의 지원인원이 배정되었다.
2018년 7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청년공제Ⅰ 가입자는 61,891명에 이르고 있다.
<표 2> 청년공제 추진 현황(2016~2018)
(단위 : 억 원, 명, %)

2016

2017

2018

예산액

지원인원

가입자 수

가입률

청년인턴제 예산 중 일부

10,000

5,247

52.4

55,000

40,170

73.0

일반회계

709.1

고용보험기금

1,497.2

총예산

2,206.3

일반회계

1,928.2

고용보험기금

1,801.8

총예산1)

3,730.0

90,000(2년형 청년공제)
61,891
+20,000(3년형 청년공제)
(청년공제Ⅰ)2)
+45,000(청년공제Ⅱ)

56.3%

주 : 1) 기존 청년공제Ⅰ(고용노동부 소관)에 해당하는 예산액이며, 청년공제Ⅱ는 중소
기업벤처부 소관사업으로 편성되어 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2) 2018년 7월 말까지 집계된 수치이며, 청년공제Ⅰ의 지원인원은 총 110,000명임.
24) 본래 2018년 발표된 추경안에서는 2년형 청년공제의 물량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없었지
만, 2년형의 가입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이에 따라 청년취업자들의 청년공제 물량 확대
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자 당초의 추경안을 변경하여 2년형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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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년공제 정책설계에서의 쟁점 진단

1. 성과제고와 관련한 청년공제의 쟁점 탐색 및 도출25)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형태로 도입된 청년공제는 실질적으로 개인지원 임금보
조금이지만, 기업부담 납입금의 재원이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라
는 측면에서 기업지원 임금보조금의 속성도 더불어 가지고 있다. 저학력, 장기
실업자 등의 취약계층 청년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설정한 개
인지원 보조금이라는 점과 기업지원 임금보조금의 속성도 포함하고 있는 복잡
다단한 사업구조는 동 사업이 여타 임금보조금 사업과는 다른 특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청년공제가 가지는 복잡성 및 특이성과 임금
보조금의 정책설계와 성과평가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청년공제에서는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에 있어 기업지원 보조금 및 기존의 개인지원 임금보조금
에 비해 더 다각적으로 고려할 쟁점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임금보조금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여러 기준 및 지표들이 제시되고 활
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책실무자 및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중요하고 빈
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표는 바로 집행실적(참여자 수 및 예산집행률), 고용유
지율, 사중손실률이며,26)27) 이 중 고용유지율 및 사중손실률은 효과성에 관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28) 그러나 이같이 양적지표와 효과성 기준만으로 임금보
25) 해당 부분과 뒤에 이어지는 ‘2. 정책설계 측면에서 개별 쟁점에 대한 심층진단’ 내용 중 일
부는 기존 연구, 언론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http://www1.president.go.kr/
petitions) 게시글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26) 세 지표보다 활용도는 낮지만 참여자 및 참여기업 만족도, 취약계층 참여율, 소득상승효
과 등도 활용되고 있다.
27) 이 세 지표는 양적지표로서 비교적 명료하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보조금의 성과
를 분석하는 데 있어 빈번히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28) 고용보조금이 성과지표를 제시한 여러 연구들 중에서 일부는 집행실적을 효과성에 대항
하는 지표로 보거나 사중손실률을 효율성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집
행실적은 단순히 산출물의 양과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효과성과 관련되어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중손실률은 집행과정에 관한 지표로서 효율성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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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의 성과평가를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효과성 이외에도 임금보
조금에서의 타당한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
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형평성(공정성)이다.
Martin(2000)은 임금보조금이 전체 사회의 고용증대라는 목적 이외에도 사회
적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에서 이들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임금보조금에서 형
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29)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
구집단이 선별되어 해당집단에 지원이 제공되는 임금보조금에서는 지원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상
대적으로 지원이 덜 필요한 자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지원대상의
설정이 임금보조금의 정책설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상기 살펴본 임금보조금에서의 집행실적, 효과성, 형평성의 기준들은 청년공
제의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기준들에 대한 쟁점
들을 도출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도입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청년공제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점점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청년공제의 성과와 관련된 논란 중
가장 크게 이슈화된 것은 바로 집행실적이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도 청년공제
에서의 낮은 예산집행률에 관한 것인데, 해당 이슈는 2017년 하반기부터 이슈
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대폭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수준에서의
확장이 발표된 2018년 3월 이후 정치권 및 언론에 의해 사업 확장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청년공제의 성과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이 되
었다.
청년공제의 가입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더 많은 예
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낮은 예산집행률의 1차적 원인을 낮은 가입률(누적가입
률)에서 찾을 수 있다. 시행 첫해인 2016년 청년공제의 예산집행률은 집계가
해당도 되지만 목적달성을 위해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효
율성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효과성 기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29) 예를 들어 장기실업자의 고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임금보조금사업의 경우 형평성의 관
점에서 보면 해당 사업의 목적은 단기실업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도 장기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로 해당 임금보조금사업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Mart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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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지만30) 가입률이 52.4%인 점을 비추어볼 때 당해연도에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은 저조할 것으로 고려되며, 2017년의 예산집행률은
54.7%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예산집행률은 2018년 들어서 동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과 관련하여 크게 이슈화되었을 것으로 고려된다. 그
러나 2017년의 실제 가입률은 73.0%로 전년대비 상당히 상승하였고, 절대적으
로 낮은 수준은 아니었으며,31) 2018년에는 초기 계획된 물량이 동년 4월 말 소
진되면서 가입률은 조기에 100%에 이르게 된다.
전년도 73.0%에 그쳤던 누적가입률이 이듬해 4개월 만에 100%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요인으로 정부의
청년공제에 대한 홍보강화 및 동 사업의 이슈화에 따른 청년과 기업들의 청년
공제에 대한 인지확장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여러 정부 조치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청년과 기업들의 청년공제 존재에 대한 인지확장은 정부 홍보 강화
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추경예산안 발표에 따른 동 사업의 이슈화가 적잖이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여러 조치로
지원대상기업 확대, 지원대상자 확대, 지원수준 증대, 청년공제Ⅱ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들 수 있는데,32) 각각의 개별 조치가 실제 가입률 제고에
30) 고용보험기금상의 청년인턴제 예산 중 일부가 청년공제에서의 기업지원 보조금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해당 지출내역에 편성된 예산액이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다.
31) 2017년 청년공제의 중반까지 누적가입률(6월 말 기준 29,4%)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하반
기 참여경로를 폐지하는 등의 지원대상의 가입신청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인해 9
월 말 및 10월 말의 누적가입률이 각각 51.4%, 63.0%에 이르는 등 가입률이 8월 이후
대폭 상승하였다. 이같이 2017년 청년공제 가입신청이 주로 하반기에 몰리게 되면서 하
반기 가입 건에 대한 예산 지출은 차년도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해당연도의 예
산집행률이 가입건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편성된 예산 중 가입은 이루
어졌지만, 해당 건에 대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차년도로 이월되게 된다. 언론 및 정치
권은 2018년 들어 전년도의 청년공제에서의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근거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청년공제
에서의 집행실적(output)과 관련된 지표는 예산집행률이 아닌 가입률이 되어야 하며,
2017년 가입률인 73.0%을 낮은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면, 해당연도의 가입실적을 저조하
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2) 각각의 조치들이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원대상 기업 확장’은 기존에 청년공제를 신청하고 싶은 의향이 있었으나 자격요건 제
한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둘
째, ‘지원대상자 확장’은 청년공제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의 수를 증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이 동 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 기업으로 더 많이 채용되게 한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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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같은
여러 정부 조치들은 총체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조기 물량소진(2년형) 이후 당초 추경예산안 변경을 통해 2년형 청년공제에
40,000명의 물량이 추가로 배정되었는데, 2018년 월별 누적가입률의 증가속도
를 고려했을 때 추가 배정된 물량에 대한 가입률도 동년 내에 100%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년공제의 성과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저조한 예산집행률 및 가입률을 더 이상 유의미한 쟁점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집행실적이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임금보조금의 성
과와 관련해 부각되는 쟁점은 효과성에 관한 것이며, 이성희․노용진(2017)에
의해 청년공제의 고용유지성과가 조사되었듯이 점차적으로 동 사업의 효과성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공제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바로 가입률이 높은 수준으로 제고된다고 해서 동 사업의 사업
성과가 반드시 향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
이 임금보조금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업물량의 소화에 관한
실적 이외에도 고용유지율, 사중손실률을 포함한 효과성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
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제고되었어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효과성 측면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비롯하여 현재의 청년공제
정책구조가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타당한지의 여부를 하나의 쟁점으로 고려할

째, 신규채용에 대한 의향이 있음에도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기업이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지원수준 증대’는 중견/중소기업 취업 시
청년취업자가 지급받는 실질임금을 높이고,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을 늘린다.
넷째, 청년공제의 지원대상인 신입직원과 미지원대상인 기존 직원 간에 조성되는 ‘임금
역전’ 등을 둘러싼 위화감을 우려하여 기업이 청년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
고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률이 높지 않음에 따라 ‘청년공제Ⅱ 도입’은 기존에 채용되
어 있던 청년취업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임금역전’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취업자의
근속에 대한 유인을 제고한다. 여기서 ‘임금역전’이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공제
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채용한 청년 직원이 받게 되는 실질임금이 동일 기업에서 수년
간 근속하고 있는 기존 직원들이 받는 임금보다 더 높아지거나 비슷해져 발생하는 현상
을 지칭한다. 다섯째, 청년공제 신청에 대한 금전적 유인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기업의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공제 중복수혜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한 ‘기업의 신청유인 제고’는 기업에 채용한 청년취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이에 따라 청년공제 신청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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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효과성 이외에 형평성 또한 청년공제의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에서 간
과되어서는 안 된다. 물량부족, 미지원대상에 해당, 기업의 신청거부 등의 이유
로 청년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청년,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현재 동 사업의 공정
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청년공제의 공정성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원대상에 해당됨에도 기업의 신
청거부로 인해 청년공제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청년취업자의 신청만으로 동 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청년공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책구조를 대폭 변경하는 일이기에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업의 신청거부 및 이직문제와 관련하여 개인형
청년공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인형 청년공제 도
입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청년공제의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또 다른 쟁점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인형 공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여전히 미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여부
를 둘러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될 수 있으며, 정부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전년도와 동일한 차년도의 물량 유지 및 물량 확대는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착적인 이중적 노동시장구조에 따른
규모별 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로 인해 청년공제에 대한 청년 및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가입 및 지원수준 증대 등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년공제에 대한 장기적 예산 지출은 감안하더
라도 한 해 동안 동 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정부예산의 적정선이 존재하기 때문
에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요구대로 청년공제의 지원규모를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청년공제가 이중적 노동시장구조를 완화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1인당 지원수준, 총 지원인원(물량) 등 동 사업의 지원
규모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전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청년공제의 성과제고와 관련한 세
번째 쟁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밖에 상기 3개의 쟁점에 비해 논의의 중요도는 낮을 수 있으나 사업 추진
체계 및 타 정부사업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기타 이슈들을 도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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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청년공제의 정책설계에서
의 쟁점을 ① 효과성 측면에서 청년공제에 대한 성과관리, ② 개인형 청년공제
의 도입 타당성 및 가능성, ③ 청년공제 지원규모 확대의 타당성, ④ 기타 청년
공제에서의 이슈들의 4가지로 도출하고자 하며, 쟁점도출을 위한 분석틀은 [그
림 1]과 같다. 이어서 상기의 4가지 쟁점들의 내용을 정책설계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그림 1] 청년공제 정책설계에서의 쟁점도출을 위한 분석틀
개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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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설계 측면에서 개별 쟁점에 대한 심층진단
가. 효과성 측면에서 청년공제에 대한 성과관리
청년공제의 가입률이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해서 동 사업의 성과가 제
고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가입률이 청년공제의 성과를 고려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청년공제에서는 가입자가 만기공제금을 받
기 위해 2~3년 동안 채용된 기업에서 근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의 고용유지율(가입유지율) 역시 중요한 성과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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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에서 가입유지율이 높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채용된 기업의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실직하지 않도록 비교적 오랜 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에 취
업되어야 한다.33)34)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실제 지원신청 기업이 구성
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게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가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이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가 축소 조정될 경우 청년공제의 가입률이
감소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5)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또한 동 사업의 두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기에
2~3년 동안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의 고용유지율도 중요한 성과기준으로 고려
될 수 있다. 이 성과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면 채용된 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속하려는 청년 위주로 실제 가입자가 구성되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 또
한 축소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개별 가입자의 향후 이직의도를 채용시점에서
판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기의 목적을 가진 지원대상자
의 범위 조정은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입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상기와 같은 정부 조치로 인해 혹여나 가
입유지율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더라도 사중손실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청년
공제에서의 사업성과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게 된다. 청년공제의 지원을 받
아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2~3년 이상 근속을 한 청년이 청년공제의 지원을 받지
않았어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동일 기간 동안 근속을 이어갔었다면 사중손실
이 발생하게 되고,36)37) 이 같은 사례가 많을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지원
33) 이성희․노용진(2017)은 청년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
는 기업의 근로조건에 대한 파악 없이 무리하게 청년구직자를 해당 기업에 채용시킨 경
우 해당 취업자의 근속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34) 물론 가입자 또한 2~3년 동안 채용된 기업에서 근속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갖추어야 고
용지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기 공제금을 받기 위해 가입자가 2~3년 동안 채용된
기업에서 이직 또는 퇴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5) 2017년 가입률은 8월까지 25.2%(가입자 13,886명)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증하여 10월
말 37.8%(가입자 20,766명), 최종 73.0%(40,170명)%에 이르렀다. 8월 이후 가입률이
급증한 이유는 청년공제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경로를 완화한 조치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
만, 정부 및 운영기관이 가입률 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청년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청년공
제 가입을 유도한 행태(이성희․노용진, 2017)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고 여겨진다.
36) 청년공제의 지원을 통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청년공제가 없었더라도 제시임금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근속하는 경우 또는 청년공제 지원을 통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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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함에 따라 동 사업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도 집행실적과 같이 청년공제의 가입률이 100%에 적잖이 못 미칠 경
우 사중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중손실이 유발되는 지원은 다른 여지없이 임금
보조금의 지원을 통한 고용증대 및 근속유도의 사례로 고려될 것이기에 사중손
실은 동 사업의 성과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2018
년 같이 가입률이 조기에 100%에 이르며 물량이 소진되고, 혹여나 물량 제한
으로 인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게 되면,38) 청년공제에서
초래되는 사중손실은 동 사업의 성과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수밖
에 없다. 결국 정부 및 정책관계자들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와 관
리․운영기관의 가입승인 및 채용알선 행태가 단순히 가입률 제고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사중손실에 의한 효율성 저하 및 이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문
제가 발생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의 사업참여로 인한 고용유지율 저
하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 같은 사중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
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개인형 방식 청년공제의 도입 타당성 및 가능성
청년공제는 청년취업자가 가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된(될) 기업에서 지
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39) 기업
에 채용된 청년이 청년공제가 없었더라도 의중임금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에 취업하고 근
속하는 경우에 사중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과 취업자 개인의 의도
와 행태가 어떠하였는지를 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지원 보조금에서 사중손실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제시임금과 구직
자의 의중임금에 경직성이 있음을 가정한다면, 상기의 두 경우 모두 청년공제가 없었으
면 취업과 근속이 이루어지 않게 되면서 사중손실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37)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하였지만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취업자들의 경우 낮은
임금으로 인해 퇴직/이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을
받는다면 해당 사례는 사중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공제의 지원이 없었더라
도 현재의 임금수준에 만족하였을 가입자들이 전체 가입자들 중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상당수 중견기업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이
같은 기업에 채용된 자들이 수혜자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면 청년공제의 지원을 둘러싼 형평성의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
38) 사중손실에 해당하는 채용사례들이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청년공제의 지원을 받고, 사중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이 물량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9) 만기공제금의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이 기업납임금에 대한 재원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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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신청이 없이 청년취업자의 신청만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개인형 청년
공제(이하 개인형)의 도입을 요구하는 입장들이 적지 않다.40) 그러나 그동안 청
년공제의 사업내용의 변경이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현재 정부의 개인형 도입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경기도에서 개인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달리 청년공제가 개인형 방식이 아닌 기업신청 방식으로 도입된 데에는
청년취업자의 근속을 통한 기업의 인력유지의 목적도 있지만, 김태욱(2017)의
진단과 같이 예산 제약의 문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청년
공제에서의 기업신청 방식은 채용된(될) 기업이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고, 청
년 본인도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 채용기업이 충분히 거
부할 수 있기 때문에41) 지원대상의 실제 가입여부를 둘러싸고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42)
따라서 청년공제(청년공제Ⅱ 포함)가 설령 가입률, 고용유지율, 사중손실률
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같은 기업의 지원신청 기피/거부
또는 가입신청 건수의 증가에 따른 물량제한43)으로 인해 동 사업에 대해 청년
들이 인식하는 접근성과 공정성의 수준이 낮다면, 동 사업의 성과를 높게 보기
는 어렵게 된다. 특히 청년공제의 존재에 대한 인지 확장 및 지원수준을 늘리는

40)
41)
42)

43)

되는 기업지원 보조금(고용보험기금상 ‘청년공제’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금이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취업자의 가입은 불가능하다.
2018년 3월 2차 지원내용 변경안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 개
인형 도입 청원에 관한 게시글이 다수 등록되어 있다.
기업이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됨에도 청년공제의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주 32’의 내용을 참고하라.
물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대상 청년의 신
청요청을 거부하는 기업을 지원이 부적절한 기업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업에 채용되는 청
년에 대한 지원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청년구직자가 지원신청에 대한 의
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많을 경우 청년
의 입장에서 청년공제는 접근성과 공정성이 낮은 사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2018년에 배정된 50,000명에 대한 물량이 동년 4월 말 조기 소진되면서 청년공제 가입
신청을 원하지만 물량소진으로 가입을 하지 못한 청년취업자 및 구직자들의 물량확대 요
구가 증가하였고,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당초 추경예산안의 변경을 통해 2년
형 청년공제에 물량 40,000명을 추가로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이 추가된 물
량 역시 다시 몇 달 만에 소진되거나, 이후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물량이 조기 소진되
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매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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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형 청년공제의 도입으로 인해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
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지원신청 기피/거부에 따른 동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청년공제의 공정성 논란에 따라 개인형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될 경우 정부는 개인형 도입에 대한 가능
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개인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모두에게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김태욱, 2017). 따라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 중 일부만을 지
원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며, 이 경우 어떠한 업종에 또는 어떠한 직종에 취업하
려는 청년을 지원할 것인지, 즉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개인형 도입을 둘러싼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인지원 임금보조금 도입 시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기
존 연구(어수봉, 2009; 전병유 외, 2015; 김태욱, 2017)들은 중소제조업을 비롯하
여 인력부족을 심하게 겪고 있는 업․직종 위주의 지원을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인력부족이 심한 업․직종에 국한된 지원은 지원대상 업․직종에 해당하
지 않은 청년과 기업을 차별하는 또 다른 공정성 문제의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외에 개인형 청년공제 도입 시 가입기간 내 가입자에 대한 이직의 허용여
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가입자의 이직이 허용될 경우44) 청년공제에서의 ‘중
소기업의 인력확보’의 사업목적이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대상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직의 허용을 지지하겠으나 대다수의 지원대상 기업은 이
직의 허용을 반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상의 개인형 도입을 둘러싸고 예
산의 제약, 지원대상 설정에서의 공정성, 가입자 이직 허용의 문제가 제기되며,
개인형 도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고려된다.

다. 청년공제 지원규모 확대의 타당성과 방향성
현재 청년공제는 각계각층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부족
44)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는 청년가입자가 이직을 해도 지원이 유지되는 반면, 경
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에서는 이직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사업에서의
차이는 전자에서는 사업의 목적에서 청년의 소득증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반면, 후자에서는 기업의 인력확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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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도구로서 인지되고 있으며, 정부는 청년공제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지원수준을 늘리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지원금을
증액하고, 지방정부 임금보조금 사업과의 연계 등의 시도를 해오고 있다.
현재 정부관료, 전문가 등 대부분의 정책관계자들은 중소기업 인력부족과 청
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방편으로서의 당위성을 청년공제에 부여하
고 있지만,45) 국내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대기업-중소
기업 간의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가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청년공제는 이전의 청년인턴제처럼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러나 청년공제가 장기적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문제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다면 청년인턴제와 동일하게 청년공제
의 실효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2021년까지 청년공제에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적잖은 정부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46) 해당 예산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5년 동안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가입자의 실질임금 저하와 이에 따른 이직 증가, 지원을
둘러싼 신규직원과 기존직원 간의 공정성 문제47), 개인형 도입 시 발생할 수
45) 정부는 ‘청년고용촉진방안(2018. 3)’을 통해 청년공제가 2022년까지만 운영될 것임을 발
표하며, 동 사업에 한시성을 부여하고 있다.
46)「2018년 고용보험기금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기재정계획상 2019~2021년 고
용보험기금에서의 청년공제 예산소요액은 2019년 3,094.3억 원, 2020년 3,460.5억 원,
2021년 3,642.8억 원이다. 일반회계상 예산소요액까지 고려하면 매년 5,000억 원 이상
이 청년공제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47) 청년공제Ⅱ 도입으로 기존 청년재직자들도 실질임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
으나, 청년공제Ⅱ에서는 기업이 3,000만 원의 만기 공제금 증 1,200만 원을 기여금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성과를 고려하면 청년공제
Ⅱ 역시 가입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사
업)’는 2014년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자산형
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동 사업의 성과판단을 위해 그동안의 가입 및 탈
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병관 의원실의 보도자료(‘중기부 내일채움공제 해지
급증 추세, 중소기업 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 유도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2017. 10. 3.)에
의하면 동 가입자 수는 2017년 9월 말 기준 24,5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가입자 수가
2016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반면 해지자 수는 동일 시점 기
준 5,300여 명으로 해지율은 21.7%에 이르고 있으며, 해지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해직 이유로는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한 퇴적(25.7%)’,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24.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은 13.6%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기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10,420개
사로 350만 개 중소기업의 0.3%에 불과하다(뉴스핌.『제구실 못하는 중진공 '내일채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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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원대상과 미지원대상 간의 공정성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공제에서의 지원대상 확장 및 실제 지원인
원 증대, 지원수준 증대가 고려될 수 있지만, 이 조치들은 청년공제에 투입되는
예산의 대폭적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부
족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도구로서 청년공제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부여할 것인
지,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한다면 이에 따라 대폭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동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청년공제의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다.
만약 청년공제 지원규모의 확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동 사업
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조 원 이상의 재원의 충당방식의 설계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청년공제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 증액은
동 사업의 예산을 지출하는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의 예산 제약으로 인
해 해당 회계영역에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 증대가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세수 증대에 따르는 조세저항을 고려하면 결코 실행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중견/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방
안 중 하나로서 중견/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조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 증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청년공제를 비롯한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개인지
원 임금보조금은 일반회계보다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특별회계 또는 기금상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
합하다고 여겨지며,48)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재원은 상기 목적으로 신설
제'…청년공제 연계도 불투명』. 2018. 1. 11 기사).
신규가입자 수(명)
해지자 수(명)
신규가입자 수 대비
해지자 수 비율(%)

2014

2015

2016

2017. 9

계

2,100

8,023

7,071

7,307

24,501

27

814

2,272

2,211

5,324

10.1

32.1

30.3

21.7

1.3

48) 일반회계상의 사업으로 편성될 경우 가입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기초한 지원인원
및 예산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정치 지형의 변동에 따라 배정되는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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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목적세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라. 기타 청년공제에서의 이슈
이상 살펴본 청년공제에서의 성과제고와 관련된 세 가지 쟁점보다는 부차적
일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원대상 배제의 타당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타사업과의 연계방향 등의 기타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청년공제 가입이 제한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중 하
나가 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다. 2018년 4월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 취업하는 지원대상자들은 청년공제에 가
입할 수 있었으나, 동년 4월부터 새로운 시행지침이 적용되면서 최종학교 졸업
이후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된 자는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
다.49)50) 이는 청년공제 가입을 목적으로 기존에 취업한 기업으로부터의 이직
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해당하는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동년 3
월까지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었다가 4월부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 중
일부가 지침 개정에 대한 불만과 시정요구를 제기해오고 있다.
청년공제 가입 목적으로 이직을 제한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신
청제한 기준을 두는 것은 일견 타당한 조치로 고려되지만, 현재 단기실직 상태
에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수행 중인 다수의 청년 중에 최종학교 졸업 이후의 인
턴경력, 여러 아르바이트 경력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들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들지 않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전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겠으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일자리안
정자금’51) 등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고용주의 고용보험가입을
49) 2017년 사업까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신청제한 기준이 ‘최종학교 졸업 후 가입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였으나(예외조항 있음) 2018년 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용
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신청제한 기준은 폐지되었다. 이는 청년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치로 고려된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지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신청제한 기준이 다시 적용되었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최종피보험 상실
일 이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
한 자에 대한 청년공제 가입이 허용되었다.
50) 정부가 최종학교 졸업 이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설정한 것은 청년들의 재학 중 아르
바이트가 점차 빈번해지면서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취업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
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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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있는 정책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상기의 조치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배
제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적잖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
성 측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가입신청 제한에 대한 이슈를 보다 신
중하고 세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추가고용장려금과의 중복지원 문제가 존재한다. 추가고용장려금이
처음 도입될 때에는 기업에 대해서 동 사업과 청년공제의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부터 중복지원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기업에 청년공제
지원신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고려된
다.52) 청년공제는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유입을 위해서 기업지원이 아닌 개인지
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도입된 개인지원에 더 방점을 둔 임금
보조금이지만, 추가고용장려금과의 중복지원 허용은 기업지원 방식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활용
되었던 여러 기업지원 보조금에서 사중손실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듯이(전병
유 외, 2015; 감사원, 2016; 금재호 외, 2017) 추가고용장려금과의 중복지원 허
용은 불필요하게 사중손실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중복지
원 허용 시 청년 1인의 채용에 대해 1개 기업에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청년 1명의 채용과 근속을 위해 1개 기업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해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53)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임금보조금사업과의 연계 문제이다. 현재 일부 광역자
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형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
청년공제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 사업은 개별 지자체
51)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주가 일자리안정자금에 가입하려면 사업장에 고용되
어 있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아르바이트를 하려
는 청년들의 청년공제 가입을 막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문화일
보.「대행사 시켜 가입실적 올리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구멍」. 2018. 5. 1 기사).
52) 청년공제에서는 기업에 지원되는 실제 지원금의 수준(2년간 700만 원을 지원받아 이 중
400만 원을 만기공제금에 대한 기여금으로 납입하면, 실제 지원금은 300만 원임)이 높지
않기에, 기업이 지원신청을 할 유인이 크지 않은데, 기업지원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로 활
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채용한 청년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
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청년공제 지원신청에 대한 기업의 동기부여를 제고할 수 있다.
53) 강세욱(2015)은 기업이 청년 1인을 채용함으로써 여러 기업지원 보조금 사업/제도를 통
해 상당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복지원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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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지원방식과 지원수준을 달리하는데, 지원방식의 경우 기업지원 방식으
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 개인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개
인과 기업 모두에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다.54) 그러나 추가고용
장려금의 중복허용 문제와 같이 지자체의 기업지원 보조금과의 연계는 사중손
실 야기와 심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청년공제와 지자체 사업과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일반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보조금은 주로 기업지원 방식으로 운
영되는데, 간혹 개인지원 방식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지원대상은 근로
장려세제(EITC)와 같이 저소득빈곤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개인지원 방식
의 청년공제는 지원대상이 저소득빈곤층이 아닌 구직자 및 재직자 청년 일반으
로 지원대상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유독 높게 나타나는 대학진학률과
이에 따른 고학력자의 실업문제,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와 이에 따른 중견/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공
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임금보조금은 한시적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개인지원 보조금의 도입의 타
당성을 진단한 연구들은 한시적 지원에 합당한 지원대상이 설정되어야 함을 주
장하였지만, 현실의 청년공제에서는 지원대상 청년/기업의 범위가 보다 광범위
하게 설정되고 있다. 이는 청년 다수의 서비스 관련 업․직종으로의 취업선호
현상과 해당 업․직종에 특화된 교육을 받아온 청년들의 상황, 그리고 전 산업
에 걸쳐 인력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반영한 결과로 고려된다. 동
54) 기업지원 방식의 사례에는 수원시(청년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210만 원 지원), 대구광
역시(청년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150만 원 지원) 등, 개인지원 방식의 사례에는 밀양시
(청년이 3년 근속 시 추가적으로 개인에 800만 원 지원), 혼용하는 방식의 사례에는 부
산시(지원대상 청년이 3년 근속 시 추가적으로 기업에 300만 원, 개인에 500만 원 지
원), 대전시(지원대상 청년이 3년 근속 시 추가적으로 기업에 180만 원, 개인에 300만
원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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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설정된 이와 같은 지원대상의 범위와 더불어, 만기공제금에 대한 기
여금을 세 주체가 납부함으로써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지원대상 청년이 동 사
업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구조는 청년공제의 정책설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청년공제에서의 이 같은 정책설계는 낮은 가입건수, 지원대상과 미지원
대상 간(5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 일정 연수 이상 근속 중인 취업자), 그리고
지원대상 중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사중손실의 발생과
고용지속성 저하에 따른 낮은 실효성과 자원배분의 왜곡에 관한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수준의 증대 및 청년공제Ⅱ의 도입 등을 통해 청년공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지만 전문가 및 정책대상 대
다수가 청년공제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할지는 불투
명하며,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저조한 가입률 및 예산집행률 문제는
정부 및 사업운영기관의 대응조치를 통해 해결되어 더 이상 큰 쟁점이 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공제가 내포하고 있는 이직 및 해고에 의한 가입
해지와 사중손실 발생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사중손실의 발
생여부를 가리는 것이 어렵지만, 청년취업자들과 기업들이 가입신청에 대한 의
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물량이 조기 소진되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중손실은 자원배분의 적절성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기준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청년공제에서의 가입 지속성은 기업 측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 가입
자가 이직해야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지원대상이 채용된 기
업에의 근속유지가 아닌 중소/중견기업에서의 취업지속에 대한 개념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물론 청년공제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채용한 청년의
장기근속도 중요하고, 이 목적 또한 동 사업에서 완전히 무시될 수 없다. 따라
서 청년공제 가입자가 이직을 할 경우에도 해당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
되, 동일 기업에서 근속을 하여 지급받는 공제금의 수준과 이직을 통해 지급받
는 공제금의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위해 기업의 지원신청이 필요한 사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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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는 이직을 해도 기업이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직자는 청년공제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의 이직 허용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청년의 신청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으로의 전환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같은 이직의 문제와 더불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면서
기업의 지원신청 거부/회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과의 공정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도 개인형 전환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한편 개인형으로의 전환은 예산 제약의 측면에서 현실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형으로의 전환이 예산가용의 측면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인력부족을 심하게 겪고 있고, 절대적 혹은 상대
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이직이 심한 업․직종에 취업하
는 청년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55)
그러나 이와 같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며 개인형으로 전환될 경우 지
원대상과 미지원대상 간의 공정성 문제가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
한 공정성 문제에 정부가 크게 개의치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포괄적인 지원대상의 설정을 통해 공정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인
지는 정부와 주요 정당, 국민 다수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개인형 전환과 더불어 보다 포괄적인 지원대상 설정을 위해서는 청년공제에
투입되는 예산의 대폭적 증대와 이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56) 그러나 지원대
상 범위의 확대를 위한 증세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된다 하더라도 지원대
55) 이와 같은 지원대상 청년/기업의 설정은 사중손실률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절대적 및 상대적 임금수준이 낮아서 이직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통해 실질임금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이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될 경우 가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가입률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
56) 증세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증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청년실업 문제
를 완화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의 다른 정책에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견/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공제와 같은 개인지원 보조금에 대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청년공제를 제외한 두 정책 또한 도입이 결정되고 오랜 시
간이 지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정책들의 지원수준이 낮고 지원인원이 적을 수 있기에,
지원 확대 및 강화를 위해 해당 정책들에 투입되는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정책의 속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력부족 해소의 목적을 가진 산
업정책으로서의 속성을 가진 청년공제의 역할도 간과할 수는 없기에 청년공제와 같은 정
규직 대상 보조금에도 적잖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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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중소기업 취업자 및 재직자의 대다수로 설정되기는 어렵다. 특정한 기준
에 의해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지원대상이 설정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원대상
에서 배제된 미지원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중소기업에 일정 연수 이상
재직 중인 기존 취업자 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취업자들은 여전히 공정성 문제
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대상 모두가 만족할 수준으로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과 청년층의 안정적 노동시장 정착과 산업구조조정
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청년연령대 취업자와 특정 업․직종 종사자를 중심으
로 지원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57)
이 외에 청년공제의 효과성 및 공정성과 관련된 기타 이슈들이 있는데, 정부
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의한 가입신청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해당
기준들에 대해 억울함과 부당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최소화되도록58) 기준을 보
다 정교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지원 보조금에서 그동안 만연히 나
타난 사중손실을 고려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기업지원 보조금의 속
성을 가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과 청년공제와의 연계 여부 및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청년공제를 비롯하여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제
고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논의와 같이 구체적 성과목표, 지원대상, 지원체계, 지

57) 인력부족을 심하게 겪고 있으며, 중․장년층이 기존에 종사하던 업․직종에서 전직하며
신입직원으로 취업하는 업․직종(중소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전직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들 중․장년층도 개인지원 보조금에서의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중․장
년 신입직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들의 생산성이 청년 신입직원들의 생
산성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중소제조업 고용주들이 더러 있는데, 중․장년 신입직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청년공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들과 청년직원 간의 위화감
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인력부족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58) 현재 적용 중인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자의 신청 제
한’에 대한 기준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도 취업난의 심화로 인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
을 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불완전 노동(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정규직으로 취업 중
인 기업에서의 의도적인 이직을 제한하려는 현 기준의 의도를 고려하되 청년공제 가입
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조건을 총 가입기간이 아닌 연속 가입기간(예: 3~6개월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 이전의 근로내용이 이직을 염두에 둔 취업인지
아니면 이직을 염두에 둔 아르바이트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이전 고용의 정규직/비정규
직 여부’, ‘급여수준’ 등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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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준 등을 설정하는 정책설계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에 기초하여 정교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논리를 도출하고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
의 정책의 쟁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지원 보조금이 청년실업을 완화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한시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전반적
인 구조개혁이 필요함이 최근의 여러 문헌들에서 강조하고 있듯이(Eichhors
and Rinne, 2016; 이규용, 2015; 김유빈․최충, 2017; 한요셉, 2017), 취업자 임
금지원 정책은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중견/중소기업 간 이중적 노
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및 중
소기업 인력부족의 문제가 유의미하게 완화되지 못한다면, 동 정책은 고비용
저효율 정책으로 입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대상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이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제한적으로나마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회
각 영역에서 대-중견/중소기업 간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사
회적 구조개혁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 구조개혁을 위한 방향설정과 세
부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진전된 바는 없으나,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더 이상 지체함 없이 상기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 및 합
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공제의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정책설계에서의 쟁점을 크게 4
가지로 도출하고 각 쟁점별로 구체적 사항을 분석하였지만, 미처 고려하지 못
한 쟁점과 구체적 사항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청년공제의 성과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지원내용의 지속적인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수행되는 청년공제의 성과평가 및 쟁점진단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한 쟁점들과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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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in Policy Design for Employee Oriented Wage
Subsidies for Youth : Focusing on Asset Building Program
for Youth Employee
Kim Taeuk
While wage subsidies for youth employment had been mostly operated by
employer-oriented system by mid-2010, Asset Building Program for Youth
Employee(ABPUE) operated by employee-oriented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2016, and many people has been expecting positive effects of ABPUE on
youth employment.
After introduction of ABPUE, the change of support level in ABPUE was made
twice and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ABPUE. Accordingly, this study deeply diagnose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design of ABPUE,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task.
The issues in policy design of ABPUE can be derived as follows : ① Performance
management for ABPUE in terms of effectiveness, ② Feasibility and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new ABPUE as individual type, ③ Feasibility and direction
of Expansion of Support Size in ABPUE, ④ Other issues in ABPUE.
Keywords : employee oriented wage subsidies, Asset building program for youth
employee, policy design, manpower support policy for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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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입 및 활용의 선행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홍 종 윤**
이 준 구***

최근 많은 기업들이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인턴십
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입 및 활용의
선행요인과, 제도의 활용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
연구원 2009～2013년「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직
무분석을 여러 인사관리 분야에서 활용하고, 교육훈련비에 대한 외부 의존도
가 높은 기업일수록 본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외부 네트워킹 활동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본 제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통해 인력 선별의 요구, 자원 획득의
기대, 규범적 압력이 복합적으로 제도의 도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활용
에 있어서는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획득과 교류, 그리고 기업이 가진
인적, 재무적 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규 정규직 채용률이 높았지만,
당기순이익과 같은 여유자원의 증가가 반드시 채용률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핵심용어 :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준내부 노동시장, 직무분석, 자원의존, 제도적
동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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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그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큰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정부의 노력은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이정희, 2017).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 일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크게 가교론과 함정론으로 구분된다. 가교론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는 일종의 ‘디딤돌’이라고 본다면, 함정론은 비정규직에 한 번 진입하면 벗어
나기 힘든 ‘덫’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과
견습계약이론이 있다면(Becker, 1964; Booth, Fancesconi & Frank, 2002), 핵심
-주변부 이론과 내부자 - 외부자 이론은 후자의 관점을 대표한다(Atkinson, 1987;
Piore & Sabel, 1984).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가교 혹은 함정의 기능을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Watson, 2013), 서구와 한국의 연구결과 간에도 다소 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이 가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서구의
연구들1)과 달리, 한국에서는 함정론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시균․윤
진호(2007)과 정동일․권순원(2016)이 대표적인데,「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이용한 전자의 연구에서는 4년이 경과한 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9%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
사」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성을 검토한 후자의 연구에서
1)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의 정규직 전환율을 분석한 Gash(2008)에 따르면,
비정규직 중 1년 이내 정규직 전환 비율은 5~9%로 비교적 낮았지만, 3년으로 기간을 늘
리면 43~59%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주의 경우에도 전체 기간
제 근로자의 40% 이상이 1년 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Watson, 2013)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이 가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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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비정규직으로 복귀하거나 실업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함정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여전
히 정규직으로 가는 가교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
는 일정한 선별과정을 통과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준내부 노동시장(quasiinternal labor market)’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준내부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노동
시장 내에서 기업특수적(firm-specific) 기술과 지식이 핵심이 되는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잠재적으로 정규직 내부노동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가리킨다(Yashiro, 2002; 정동일․권순원, 2016). 기업들은 이처럼 선별된 비정
규직들에게 통합적 인사관리 묶음(bundle)을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시장
내 준내부 노동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을 차별화하려고 한다(Gardner, 2005).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이다. 채
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울 의사가 있던 직무에 수습근
로자(인턴)를 임시직으로 채용했다가 추후 이들 전부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
환하는 채용형태이다(이종훈, 2006).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 많은 민간
기업들이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신규채용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해 오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어떤 동기에 의해 도입되고 활용되는지, 이것이 기업
의 고용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간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준내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선별 기제 중 하나인 ‘채용연
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분석하고, 제도
의 활용이 정규직 고용률과 같은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견습계약이론, 자원의존이론, 신제도주의 관점
등의 관점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2009년, 2011년, 2013년「사업
체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끝으로, 제도의 도입과 활용
사이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 제도의 고용성과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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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개념 및 변화과정

1. 채용연계형 인턴십 : 정의와 법적 지위
인턴십은 본래 학생이 일정기간 실제 업무를 직업세계에서 체험(field experience)
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학생을 일정기간 받아들여 직장에서 일을 체험․실습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김환식, 2005). 인턴십의 한 형태인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는 직무경험이 없으나 잠재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에게 직무수행 기회를 부
여하여 현장실습자(student intern)로서 경험을 축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기
존의 인턴십과 유사하나, 실습 종료 후 일정자격을 갖추면 정식사원으로 채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정범구․이재근, 2002).
따라서 채용연계형 인턴은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
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적
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박은정, 2017). 이런 차이로 최근에는 반복
갱신 혹은 무기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체험형’ 인턴과
‘채용연계형’ 인턴을 채용공고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인턴을 ‘계약
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규정하여 계약갱신이나
무기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을 사전에 차단하는 반면, 후자는 ‘일정기간 인턴
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로 보고, 보통 ‘평가 후
전환’이라는 식으로 채용공고에 명시하고 있다(박은정, 2017; 노호창, 2012).

2. 인턴십 제도의 변화와 채용연계형의 등장
한국에서 인턴십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이후 인
턴십 제도는 사회․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 왔다. 2010년
들어 등장한 채용연계형 인턴십은 가장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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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턴제의 도입-조정-전환기
1980년대 고도성장기 한국의 기업들은 부족한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선검증 - 후채용’이라는 측면에서 선
발인력에 대한 고과평가는 물론, 기업홍보, 이․전직 방지 등 다양한 효과를 염
두에 두고 활용되었다(이종구․김병기, 2008). 하지만 1990년대 후반 IMF 금융
위기가 도래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일상화되면서 인턴제는 오히려
정부와 대학을 주축으로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선검증 - 후채용’ 방식으로 검증을 마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
이었던 1980년대 인턴십과 달리, 1990년 후반부터는 인턴십과 정규직 채용 사
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인턴십 제도는 다시 한번 변모하는데, 기업들이 인턴십
을 공채라는 채널로부터 채용인원을 분산시켜 신규인력 확보의 리스크를 줄이
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무중심형 인재를 ‘선검증 - 후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인턴십 운영에서 기업주도성이 회복되었지만,
우수인력의 선제적 채용이라는 고도성장기의 목적이 아니라, 인력의 채용과 운
용에서의 유연성 확보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나. 청년인턴제와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 인턴십 제도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다.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 행정기관, 중소기업 인턴 등 다양한 형태의 인턴제가 정부 주도
로 시행되었다(이규용, 2009). 특히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청년인턴
제)’는 대기업 인력 편중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실업 해소라는 사회적 책임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기업 자체적
으로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 인턴제가 있었지만, 이러한 형태의
인턴십은 대부분 기업들에서 인력운용 방안의 변화에 따라 중단되기도 하고,
매년 선발규모나 정규직 연계 채용률이 들쑥날쑥하여 인턴십 제도 자체의 효용
성에 대해 의문을 야기했다(류장수, 2015; 김향아, 2013). 반면 청년인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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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게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을 쌓
아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경감
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류장수, 2015).
이와 함께 2010년에 들어 인턴십을 단순 직무수행을 위한 단기고용이 아닌
정규직 채용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인턴십 제도 자체도 일종의 인적자원투자의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채용연계형 인턴십이 공채제도 가운데 가용한 채용채널
의 하나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기 시작했고(김향아, 2013), 이를 통해 인턴에게는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들은 정규직 후보자를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
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게끔 되었다. 실제
경영자총협회의「2012 인턴제도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375개 기업
중 95%에 달하는 기업들이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해
이 제도가 일반적인 채용채널 혹은 인력수급방식의 하나로서 빠르게 확산, 도
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한편 공공기관에서도
2014년부터 채용연계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제를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기준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인원 총
13,454명 가운데 약 40%인 5,318명이 채용연계형 인턴제를 통해 채용되었다
(기획재정부, 2016). 이는 ‘괜찮은(decent) 일자리’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채용연계형 인턴제가 인력수급제도의 하나로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Ⅲ. 이론적 논의와 가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기존 연구는 그간 주로 경제학 관점에서 개인
수준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개별 근로자의 고용지위나 정규직 가
능성 등을「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가구조사 성격을 지닌 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이 정규직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하여 왔다(남재량, 2008; 이시
균․윤진호, 2007; 정동일․권순원, 2016). 따라서 이들 연구는 비정규직의 정
규직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행위주체로서의 기업의 선택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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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정규직화에 관한 조직 수준의 기존 연구도 제도, 특히 채
용선발 관련된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
로, 노세리 외(2016)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지만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고, 김동배(2013)는 기
간제보호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영향을 검
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채용선발제도가 정규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는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이 간과해 온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과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검토하고, 각각 가설을 제시하였다.

1. 견습계약이론
견습계약이론은 비정규직을 견습 혹은 선별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
과한 근로자는 현재의 고용주하에서 정규직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은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유용한 인력을 선택하기 위해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채용된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Booth, Francesconi, & Frank, 2002). 따라서 기업은 노동자가 과연 기업에 필
요한 능력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습기간(probation)을 통해 그 직무를 직
접 실제로 수행하도록 한다(Lazear & Gibbs, 2014).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채
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도 애초에 정규직으로 채울 의사가 있던 직무에 인턴을
임시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종훈, 2006)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선별기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일자리가 인력의 자질을 검증하고 견습을 통해 직무에 적합
한지를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이
루어져야 한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연공중심 인사관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력, 연령, 근속연수 등 속인적 특성보다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와 근로자가 가
진 역량의 적합성에 따라 행해지는 인사관리를 지칭한다(유규창, 2014). 그리고
이러한 직무중심 채용과 선발을 위해서는 직무분석이 필수적이다. 직무분석
(job analysis)이란, 직무수행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의 요소, 요구되는 숙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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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세하게 조사한 것이다(Harvey, 1991). 직무분석으로 직무가 잘 정의되어
있으면,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여 어느 누가 그 직무를 수행하더라
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Milkovich, Newman & Gerhart, 2013).
한국의 최근 채용동향을 보면,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NCS 직무중심 채용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조직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자신의 전문적 직무분야의 전문
가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송민수, 2017). 또한
청년층의 경우 기업의 인턴제도를 직무경험을 쌓기 위한 ‘훈련과정’으로 활용
하기 때문에, 비록 인턴직이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정규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다(이혜민,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시스템(subsystem)
들의 제도화 수준은 기업성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이영면 외, 2013), 기업
들은 적절한 제도를 도입, 활용함으로써 조직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실제로 김
재원․유규창(2016)은 직무분석을 다방면으로 활용한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조
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범구․이재근(2002)은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함과 동시에 인턴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인력을 선
발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 만족도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
다. 강현철 외(2016)는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도입하면 직무기술서를 통해
지원자가 명확하게 직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허수 지원을 방지하고 적합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과 지원자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송민수, 2017). 따라서 직무분석을 폭넓게 활용하는 기업은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 직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역량을 확인하
고 정규직으로 선별 전환하는 채용연계형 인턴십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 활용
할 것이다.
가설 1: 직무분석 활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 및 활
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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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의존이론
자원의존이론은 제약적 상황에서 환경으로부터 조직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재원, 인력, 기술적 지식 등과 같은 자원들이 어떻게 획득되는가에 분석의 초점
을 두고 있다(Pfeffer & Salancik, 1978). 이 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새로운 환경
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자원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 움직이며, 생존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조직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안정적
으로 획득하려 한다.
기업이 인적자원과 관련한 자원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보
면, 이병헌․김선영(2009)은 중소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참여는
해당 기업들에서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세연(2010)
은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훈련 비용 및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터
학습제도와 같은 지원제도를 더 활발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기현
외(2015)도 일학습병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저임금, 장시간 노
동과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고학력자 및 숙련된 경력자들이 입사
를 기피하면서 인력난과 인사관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정연․이영민, 2010). 실제로,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
자가 조직성과 창출에 실제 기여할 지에 대한 확신이 약한데(Bartel, 2000), 이
는 교육훈련을 실시해도 우수인력들이 더 나은 여건의 일자리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백필규․하정임, 2004; 임정연․이영민, 2010).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 활
용함으로써,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심 있는 우수인력을 유인하는 동시에 이
를 통해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비 및 인건비 절감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자원의존 관점에서 보면, 교육훈련과 관련된 자원을 정부와 같은 안정
적인 외부환경에 많이 의존할수록 자원 확보에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운
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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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 교육훈련에 대한 자원의 의존외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제도적 환경에서의 조응 : 신제도주의 관점
많은 기업들이 차별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실제로 기업
활동의 여러 측면을 보면 서로 닮아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인적자원
관리제도는 그 목표뿐만 아니라 제도 및 기법에 이르기까지 거의 유사한 형태
로 각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유호현, 2010).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의
변화가 기술적 합리성보다는 사회적으로 의례화된 규범에 따른 정당성의 획득
을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용수, 2009; Meyer & Rowan, 1977).
여기서 정당성은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 등이 얼마나 제도에 잘 부합하고 순응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체계 등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인
사관행의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제도적 정당성의 확보가 민감한 사안
이기도 하다(노용진, 2012).
제도주의 조직론의 관점에서 강조되는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
은 강압적, 규범적, 또는 상징적인 환경으로 구분되는데(Scott & Davis, 2015),
본 연구에서는 강압적, 규범적 환경의 영향을 통해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과 활용요인을 살펴보겠다.

가. 강압적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는 정부 규제와 같이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환경적 압력에 의한 조직구조나 제도의 동형화를
지칭한다(DiMaggio & Powell, 1983). 공공근접성이 높은 기업은 정부 또는 대
중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법이나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Edelman, 1990, 1992). 이는 하위 조직이 법
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권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조직과 원만한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따르거나 이들이 실시하는 제도를 그대로 적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입 및 활용의 선행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홍종윤ㆍ이준구) 

47

용함으로써 환경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Ashworth et al.,
2007).
이런 점에서 공기업과 같은 공공조직은 관련 주무부처가 제공하는 재정 및
인적자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상위조직의 요구에 따르거나 각종 제도를 답습하
는 강압적 동형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DiMaggio & Powell, 1983). 예를 들
어,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권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각 부처의 영향을 불
가피하게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부의 정책방안을 외면하기 힘들다
(김정인, 2016).
관련 연구를 보면, 권소영․김성국(2012)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있어서 공기
업과 같이 정부자금을 수혜 받는 기관일수록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 그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정장훈(2013)은
공공조직 중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법적 규제를 받는 거대 공공조직일수록 성과
향상과 조직혁신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제도적 압력에 조응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수영․김동원(2014)의 연구에서도 공공근접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은 정부의 정책적 압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나. 규범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는 전문화에서 기인하는 규범적 요인
에 의한 압력으로 발생하는 동형화로서(DiMaggio & Powell, 1983), 제도적 규
범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이나 전문가 집단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전문가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조직에 전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eyer & Rowan, 1977; 최세경․현선해, 2011).
한편 조직은 환경에서 요구하는 규칙이나 조건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안테나
를 세우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외부 네트워킹 활동’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력채용 및 관리와 관련한 외부 네트워킹 활동은 주로 인사담당자들이 맡는
데, 이들은 교육기관에서 육성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인사노무 분야의 사고방식과 규범이 학습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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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전문적인 지
식이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보조를 통해 기업의 인사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Bacon & Hoque, 2005). 이러한 활동은 결국 유사한 환경 속에
있는 기업들의 구조나 관리 제도를 유사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DiMaggio
& Powell, 1983).
Zimmerman & Zeitz(2002)는 새로운 형태의 벤처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서는 정부 혹은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규범 및 규칙 등과 일치하게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Bacon & Hoque(2005)는 중소기업들이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
워킹이나 다른 기업과의 협조관계 등을 통해 공식적인 인사관행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았다. 노용진(2012)의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업종협회나 경영자 교육과정, 인사전문가 단체
와의 네트워킹 등이 기업의 비공식적 인사관행을 줄이고, 규범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공식적 인사제도에 대한 노출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
서, 외부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2009년 이후 많은 기업들이 도입
하면서 채용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했을 가능
성이 높다.
가설 4 : 외부 네트워킹 활동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활용의 디커플링
‘디커플링(decoupling)’ 개념은 조직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별개로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강조한다(조선미․강정한, 2011).
외부의 가치와 규범적 압력에 조응하기 위해 제도화된 공식구조를 채택
(adoption)하되, 내부에서는 기술적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활용
(implementation)을 하지 않는 괴리가 생겨날 수 있다(Meyer & Rowan, 1977).
그런 점에서, 디커플링은 조직들이 스스로 직면하고 있는 이질적 환경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요구의 상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Fiss
& Zajac, 2006; Boxenbaum & Jonss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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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압적 동형화의 디커플링
앞서 언급했듯이 강압적 동형화는 민간기업보다 공기업과 같은 공공조직에
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경우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제도가 도입되
기는 하나 실제 취지와 다르게 작동하는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직은 때로 커
다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Meyer & Rowan, 1977). 실제로, Edelman
(1992)는 차별금지법을 강압적 동형화의 디커플링 예로 들고 있다.
김복태 외(2012)는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디커플링이 민간부문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공공
기관 경영평가와 같은 외부적 통제를 받는 공기업의 경우, 디커플링을 통해 외
부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조직 내부의 기술적 요구와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박석희, 2009). 청년인턴제에 대한 상징적 동조를 분석한 안선
민․김병섭(2018)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압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조
직의 내부적 권위의 보호를 위해 청년인턴제를 형식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 :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나 활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나. 규범적 동형화의 디커플링
규범적 동형화에서도 디커플링을 유발할 수 있다. 조직이 외부 네트워킹 활
동을 통해 외부환경에서 정당화된 제도를 인지하고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조직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으로 하여금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 될 수 있다(정장훈,
2013). 또한 조선미․강정한(2011)이 지적하듯이 외부환경에서 오는 압력과의
상호작용은 제도의 활용에 있어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채용제도에
있어서는 조직 간에 규범에 대한 조직 간 상호동조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는
데,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모집하는 것은 동일한 자원을 두고 다른 모든 기업들
과 경쟁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정동일, 2007). 따라서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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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과정에서 기존의 공채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채용연계형 인턴십과
같은 규범적으로 지지되는 새로운 채용방식을 상징적으로만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Han & Koo, 2010).
규범적 동형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우선 김동배(2010)에 의하면, 경영자
단체 가입에 따른 연봉제의 규범적 동형화가 해당 제도의 적용범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상징적 기능만
하고 적용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장훈(2013)은 정당성 확보로
도입된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디커플링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분
석하였다. 한편 Han & Koo(2010)은 성과보상제도의 규범적 동형화가 디커플
링으로 이어지지만, 강압적 동형화에 따른 디커플링에 비해 그 정도는 약하다
고 주장하였다. 김미애․이찬(2016)은 인적자원개발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
한 연구에서 기업 내적요인인 경영자의 지원, 기업 외적요인인 경영환경, 제도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디커플링을 유발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채용연계형 인
턴제를 규범적 압력에 의해 도입한 기업의 경우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가설 6 : 외부 네트워킹 활동을 하는 기업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나 활
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5. 채용연계형 인턴십과 기업의 고용성과
고용수준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용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는 법․제도, 경제상황, 시장수요,
산업구조 등을 꼽을 수 있고, 내부요인으로는 근로시간, 경영체제, 인사관리제
도 등을 들 수 있다(윤윤규, 2013). 채용에 있어서는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현상이 심화되어 청년입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제와 같은 제도는 정규직 고용에 따르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어 신
규채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R&D 인력 고용보조금 지
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채용을 1.4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민선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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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채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
유자원의 규모에 따라 고용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조직의 재무적 성과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자원은 제도 활용을 위한 실질적 비용 여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당기순이
익은 사업체가 가진 재무적 여유자원을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2) 종합
해 보면, 채용연계형 인턴십의 활용은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위
험을 경감해 주는 동시에, 직무에 적합한 인력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을 통해 정규직 채용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그 효과는 당기순이
익과 같은 기업의 재무적 여유자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7 :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높을수록 신규
정규직 채용률이 높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2009년, 2011년, 2013년 자
료를 활용하여 앞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도입과 활용요인 분석에는
2009년 자료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
입여부 또는 활용여부는 2011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고용성과에 대한 분
석에 있어서는 2011년 자료에서의 활용여부를 독립변수로, 2013년 자료의 고
용성과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제도 도입 및 활용에 관련하여 2009년과
2011년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김향아(2013)의 연구에 기초하여, 2009년 청년인
턴제에서 2011년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
2) 당기순이익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체에서 얻은 순이익을 가리키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뺀 영업 수익과 비용, 특별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수
치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체의 본질적 목표인 경제적 성장과 자본축적을 나타내는 핵심적
지표라 할 수 있다(이왕원․김문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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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입 및 활용한 사업체들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료를 시간
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2011년「사업체패널자료」에 따르면,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한 사업
체가 420개(32.8%), 미도입한 사업체가 총 862개(67.2%)로 나타났다.3) 도입했
다고 응답한 420곳 가운데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다고 응답
한 사업체는 308개(73.3%)였고, 도입하였으나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곳은
112개(26.7%)이다(표 1). 이는 일부 사업체에서는 제도의 도입과 활용 간에 디
커플링이 존재함으로 보여준다.
<표 1>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과 활용(2011년)
도입여부

빈도

비율(%)

도입

420

32.8

미도입

862

67.2

총계

1,282

100.0

활용여부

빈도

비율(%)

활용

308

73.3

미활용

112

26.7

총계

420

100.0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 가운데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입여부는 2011년 자
료에서 인턴십 또는 채용연계형 인턴십 미도입 사업체를 0으로, 채용연계형 인
턴십 도입과 활용한 사업체를 1로 코딩하였고, 활용변수는 같은 2011년 자료에
서 도입했으나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0,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3) (체험형) 인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도 활용하
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미도입 사업체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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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더미화하였다. 신규 정규직 채용률 변수는 신규 정규직 채용 근로자의 수
를 2013년 말 기준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도입 및 활용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2009년 기준 직무분석 활용도,
교육훈련비 의존도, 공공부문 여부, 그리고 외부 네트워킹 활동의 정도 등 네
가지이다. 직무분석 활용도는 김재원․유규창(2016)과 유사하게 직무분석을 활
용한다고 응답한 분야의 수를 합하여 측정하였다(최소 0～최대 5). 즉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분석을 인적자원관리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4)
교육훈련비 외부 의존도는 사업체의 전체 교육훈련비 중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환급)받은 금액의 비중을 백분율로 구하였다. 공공부문 변수는 사업
체가 공공부문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더미화하였다. 외부 네트워킹
활동 변수는 조선미․강정한(2011)을 따라 인사전문잡지 구독여부, 인사관리자
들과의 정기적 회합 참석여부 등 5개 문항 응답을 합산하여 구하였고, 규범적
동형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산업, 기업연령, 기업규모, 노조유무, 외국인 지분율, 시장경쟁 정
도, 시장수요 정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사용하였다.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
기 위해 기타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으로 각각 가변수화하
였다.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조직이 안정되고 생존보다는 복지에 대한 여유가
생겨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원숙연․성민정, 2016)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연령을 통제하고, 2009 또는
2011에서 설립연도를 차감하여 로그화하였다. 조직규모는 규모가 큰 조직일수
록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보유할 수 있어서 다양한 제도의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에(Rogers, 1995),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사제도의 채택을 설명하는 중
요한 변수이다(장용석․정장훈․조승희, 2014). 조직규모는 전체 근로자 수를
로그화하여 측정하였다. 노동조합이 고용효과에 부정적 영향(노용진, 2016)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채용관련 제도의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조
가 있는 경우 1, 없거나, 있으나 휴면상태인 경우 0으로 더미화하여 통제하였
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모성보호제도나 각종 새로운 인사노무
4) 사업체패널은 ‘가장 최근 실시한 직무분석이 실제로 활용된 분야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
오’라는 질문을 통해 아래 5개 분야에서의 활용 여부를 묻고 있다: ① 정원 산정, ② 채
용/선발 기준, ③ 직무급, ④ 평가지표 개발, ⑤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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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활발히 도입될 가능성(윤명수․부가청, 2014)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지
분율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시장경쟁과 수요변수는 국내 시장에서 사업체
의 주력 제품의 상대적인 경쟁 혹은 수요수준을 반영하며(이병훈․홍석범,
2010), 제도 도입에 있어 외부 시장환경 압력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서 1～5점으로 역코딩하였다.
도입 및 활용모형에 사용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변수는 2009년도 말 기준
이고, 고용성과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한 당기순이익 조절변수는 2011년도 말
기준이다. 이 두 변수는 정적분포를 보이는 특성이 존재하여 로그를 취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변수

종속변수

채용연계형 인턴십
도입

실시 및 활용(도입)=1
미실시(미도입)=0

채용연계형 인턴십
활용

활용=1
미활용=0

신규 정규직 채용률

2013년 신규 남녀 정규직 채용인원/
2013년 말 전체 근로자 수

조절변수 당기순이익
직무분석 활용
교육훈련비
독립변수 외부 의존도

통제변수

측정방법

비고

log(2011년 당기순이익)

로그화

직무분석 활용분야의 수 합산

0~5점

교육훈련비 중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통
해 지원(환급)받은 금액 비중

%

공공부문

공공부문=1, 그렇지 않은 경우=0

외부 네트워킹 활동

벤치마킹, 협회자문 등 5가지 문항 합산

0~5점

산업

제조업 / 금융보험업
(준거변수: 기타서비스업)

각각
더미화

기업연령

log(2009 또는 2011-설립연도)

로그화

기업규모

log(전체 근로자 수)

로그화

노조유무

노조 있는 경우=1
노조 없거나 휴면상태인 경우=0

외국인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

시장경쟁 정도

1~5점 역코딩

시장수요 정도

1~5점 역코딩

매출액

log(2009년 매출액)

로그화

당기순이익

log(2009년 당기순이익)

로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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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여부와 고용성과 추정에서 당기순이익을 사용한 이유는 사업체가 해당기
간에 얻은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순이익의 효과를 통제함으로
써 매출액보다 제도 활용을 위한 비용 여력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함이다(이선호․박우성, 2017).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연구가설과 모형설계 후 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
사」2009년, 2011년, 2013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과 변수
를 설정하였다.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STATA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 도입 및 활용여부의 추정은 종속변수가 이항(binary)변수
이라는 점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고, 고용성과의
경우 신규 정규직 채용률을 추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도입 모형의 표본은 모두 1,282개, 활용 모형의 표본은
인턴십을 도입하지 않은 표본 제외한 420개로 구성되었지만(표 1 참조), 실제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나 통제변수에서 자료가 누락된 표본을 제외하고 각각
1,034개, 380개의 표본이 활용되었고, 고용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431개 표본이
이용되었다.

Ⅴ.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과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기술통
계 및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채용
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과 직무분석 활용 그리고 외부 네트워킹 활동은
p<0.01 수준에서, 공공부문은 p<0.10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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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와 제조업, 기업규모, 노조유무, 외국인 지분율,
시장수요, 로그매출액 변수 등이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채용연계
형 인턴십 제도 활용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보면(표 4), 제도의 활용여
부는 직무분석, 외부 네트워킹 변수와 각각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고, 그 외 기업규모, 외국인 지분율, 당기순이익, 시장수요, 노
조유무와 유의수준은 다르지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활용과 고용성과인 신규 정규직 채용률
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표 5)을 보면, 정규직 채용률과 당기순이익
은 p<0.01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정규직 채용률과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활용도는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규직 채용률과 통제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제조업과 시장경쟁 정도는 p<0.10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반면 금융보험업, 기업연령, 기업규모, 노조유무, 외국인 지분율
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3>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1,034)
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1 제도 도입 0.33 0.47

1

2

3

5

6

7

8

9

3 교육훈련비 33.62 28.99 0.02

0.01

13

14

0.41 0.49 0.07 ** 0.00

0.16 ** -1

0.05 * -0.23 ** -0.05 *

-

7 금융보험업 0.04 0.20 0.02

0.12 ** -0.04

0.03

0.07 ** -0.17 **

8 기업연령 2.95 0.71 0.02

0.09 ** 0.00

-0.04

0.10 ** 0.01

0.07 **

-

9 기업규모 5.15 1.24 0.27 ** 0.31 ** -0.02

0.09 ** 0.35 ** -0.09 ** 0.12 ** 0.29 **

10 노조유무 5.15 1.24 0.09 ** 0.19 ** -0.03

0.19 ** 0.24 ** -0.09 ** 0.02

0.32 ** 0.43 **

-0.07 ** 0.04

0.12 ** 0.04

0.00

-0.35 ** -0.03

0.05 * 0.04 † 0.00

5.51 19.30 0.16 ** 0.07 ** -0.03

12 시장경쟁 3.78 0.93 0.04

-0.01

0.02

13 시장수요 3.20 0.89 0.13 ** 0.10 ** 0.01
14 매출액

12

-

5 네트워킹 1.86 1.63 0.20 ** 0.37 ** -0.01

외국인
지분율

11

-

4 공공부문 0.07 0.26 0.05 † 0.12 ** -0.02

11

10

-

2 직무분석 1.08 1.13 0.22 **

6 제조업

4

-

0.12 ** 0.04

-

0.07 ** -0.11 ** 0.05 **

-

0.10 ** 0.08 ** 0.07 ** 0.09 ** -0.11 ** 0.05 † -0.07 * 0.09 *** -0.05 *

11.21 2.21 0.33 ** 0.30 ** -0.05 † 0.01

주: † p<.10, * p<.05, ** p<.01.

-

-

0.26 ** 0.05 † 0.13 ** 0.25 ** 0.62 ** 0.35 ** 0.17 *** 0.06 ** 0.07 **

-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입 및 활용의 선행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홍종윤ㆍ이준구) 

57

<표 4>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활용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38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변수명

평균

제도 활용
직무분석
교육훈련비
공공부문
네트워킹
제조업
금융보험업
기업연령
기업규모
노조유무
외국인
지분율
시장경쟁
시장수요
매출액

0.24
1.08
33.62
0.07
1.86
0.41
0.04
2.95
5.15
0.40

표준
편차
0.43
1.31
28.99
0.26
1.63
0.49
0.20
0.71
1.24
0.49

1
0.12**
0.02
-0.05
0.14**
0.06
0.00
-0.02
0.19**
0.08†

2

3

0.01
0.12 **
0.37 **
0.00
0.12 **
0.09 **
0.31 **
0.19 **

-0.02
-0.01
0.05 *
-0.04
0.00
-0.02
-0.03

4

0.16 **
-0.23 **
0.03
-0.04
0.09 **
0.19 **

5

-0.05 *
0.07 **
0.10 **
0.35 **
0.24 **

6

7

8

9

10

-0.17 ** 0.01 0.07 ** -0.09 ** 0.12 ** 0.29 ** -0.09 ** 0.02 0.32 ** 0.43 **
0.12 ** 0.04

0.00

11

12

13

14

-

5.51 19.30 0.17** 0.07 ** -0.03

-0.07 ** 0.04

0.12 ** 0.04

-

3.78 0.93 0.05 -0.01 0.02
3.20 0.89 0.09* 0.10 ** 0.01
8.02 2.59 0.25** 0.28 ** -0.05

-0.35 ** -0.03 0.05 * 0.04 † 0.00 0.07 ** -0.11 ** 0.05 * 0.10 ** 0.08 ** 0.07 ** 0.09 ** -0.11 ** 0.05 † -0.07 * 0.09 ** -0.05 † 0.01 0.23 ** 0.09 ** 0.15 ** 0.21 ** 0.52 ** 0.32 ** 0.21 ** 0.02 0.10 **

-

주: † p<.10, * p<.05, ** p<.01.

<표 5> 신규 정규직 채용률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431)
변수명
1 정규직 채용률
2 제도 활용
3 당기순이익
4 제조업
5 금융보험업
6 기업연령
7 기업규모
8 노조유무
9 외국인 지분율
10 시장경쟁
11 시장수요

평균
0.16
0.63
7.80
0.47
0.04
2.97
5.09
0.36
5.77
3.86
3.14

표준
편차
0.19
0.48
2.67
0.50
0.19
0.66
1.24
0.48
19.02
0.92
0.93

1
0.03
-0.2
0.08
-0.09
-0.17
-0.17
-0.26
-0.13
0.06
-0.04

**
*
**
**
**
**
**
†

2
0.25
0.08
0.00
0.07
0.19
0.13
0.08
0.04
0.04

** † 0.11
0.12
† 0.23
** 0.52
** 0.32
† 0.26
0.01
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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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6

-0.19 ** 0.09 ** 0.06 *
-0.03
0.10 ** 0.31 **
-0.04
0.02
0.36 **
0.13 ** -0.01
0.01
0.00
0.01
0.01
** 0.01
0.06 ** -0.11 **

7

8

0.45 ** 0.19 ** 0.11 **
0.01
-0.11 **
0.09 ** -0.02

9

10

0.02
0.06 * -0.07 *

11

-

주: † p<.10, * p<.05, ** p<.01.

2.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과 활용 : 로지스틱 회귀분석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인사노무관련 제도의 도입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확인된 통제변수로 구성된 [기본모형]을 추정한 후,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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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무분석, 교육훈련비 의존도, 공공부문 그리고 외부 네트워킹 활동 순으로
변수를 투입하였다. 끝으로 전체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통합모형]으로 변수들
의 상대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표 6>는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기본모형]에서는 기업규모, 외국인 지분율, 시장경쟁, 시장수요와 매출액이
p<0.01 수준에서 제도 도입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표 6>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요인 : 로지스틱 회귀모형
기본모형
직무분석

모형 1
0.190 **
(-0.056)

모형 2

0.359
(-0.281)

공공부문
외부 네트워킹

금융보험업
기업연령
기업규모
노조유무
외국인 지분율
시장경쟁
시장수요
매출액
상수

N
2
Pseudo R

모형 4

0.007 **
(-0.003)

교육훈련비

제조업

모형 3

0.067
(-0.148)
-0.827 *
(-0.418)
-0.126
(-0.116)
0.329 **
(-0.076)
-0.293 **
(-0.166)
0.001 **
(-0.004)
-0.038 **
(-0.077)
0.238 **
(-0.083)
0.242 **
(-0.041)
-5.307 **
(-0.635)
1,034
0.113

0.051
(-0.148)
-0.978 *
(-0.423)
-0.118
(-0.116)
0.298 **
(-0.077)
-0.337 *
(0.168)
0.010 **
(-0.004)
-0.031
(-0.077)
0.223 **
(-0.083)
0.227 **
(-0.041)
-5.176 **
(-0.638)
1,034
0.122

0.051
(-0.148)
-0.801 †
(-0.421)
-0.129
(-0.116)
0.325 **
(-0.076)
-0.301 †
(0.167)
0.010 **
(-0.004)
-0.047
(-0.077)
0.236 **
(-0.083)
0.254 **
(-0.042)
-5.597 **
(-0.651)
1,034
0.119

주 : 괄호 안은 표준오차, †p<.10, * p<.05, ** p<.01.

0.167 **
(-0.045)
0.120
0.075
(-0.154)
(-0.149)
-0.815 †
-0.903 *
(-0.418)
(-0.425)
-0.118
-0.128
(-0.116)
(-0.116)
0.315 **
0.289 **
(-0.077)
(-0.078)
-0.331 † -0.362 *
(-0.169)
(-0.169)
0.010 **
0.010 **
(-0.004)
(-0.004)
-0.003
-0.030
(-0.082)
(-0.077)
0.226 **
0.224 **
(-0.084)
(-0.084)
0.248 **
0.235 **
(-0.041)
(-0.041)
-5.464 **
-5.324 **
(-0.650)
(-0.638)
1,034
1,034
0.115
0.124

통합모형
0.133 *
(-0.059)
0.006 *
(-0.003)
0.182
(-0.286)
0.132 **
(-0.047)
0.074
(-0.156)
-0.964 *
(-0.433)
-0.119
(-0.117)
0.266 **
(-0.079)
-0.410 *
(-0.173)
0.010 **
(-0.004)
-0.018
(-0.082)
0.211 *
(-0.085)
0.241 **
(-0.043)
-5.592 **
(-0.671)
1,03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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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수준에서, 노조유무는 p<0.10 수준에서 제도 도입에 부(-)의 효과를 보
이고 있다. [모형 1]은 통제변수들에 더해 직무분석 활용 변수를 추가하였는데,
직무분석 변수는 p<0.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다양한 차원에서 직무분석을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교육훈련비 의존도
가 높은 기업에 대한 모형인데, 교육훈련비 의존(환급)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제
도를 도입할 가능성(p<0.01)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변수를 활용하여 채용
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모형 3]에 따르면
공공부문 여부는 제도 도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부 네트워킹 활동 정도는 [모형 4]에서 p<0.01 수준에서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네 모형
에서 유의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방향과 크기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
모든 독립변수들을 함께 투입한 [통합모형]을 보면, 직무분석 활용도와 교육
훈련 의존도는 각각 p<0.05 수준에서, 외부 네트워킹의 정도는 [모형 4]와 동일
하게 p<0.01 수준에서 제도의 도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직무분석을 다방면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력에 대한 검증과 선별을 철저히 할
수록(가설 1), 교육훈련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부족을 해소
하려고 할수록(가설 2), 또는 외부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제도 도입과 실행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기업일수록(가설4), 각각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활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모형의 설정
방식은 앞의 도입 모형과 동일하나, 도입 모형과는 달리 앞서 설명한 대로 매출
액 대신 당기순이익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모형 1]을 보면, 직무분석을 다
방면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제도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p<0.05)으
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 2]와 [모형 3]에서 보듯이 교육훈련자원의 의존과 공
공부분의 활용에 대한 영향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모형 4]를 보면, 외부 네트워킹 활동을 많이 하는 사업체일수록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모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함께 투입한 [통합모형]에서는 직무분석의 효과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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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활용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본모형
직무분석

모형 1
0.185 *
(-0.090)

모형 2

모형 3

0.003
(-0.004)

교육훈련비

-0.447
(-0.423)

공공부문
외부 네트워킹
제조업
금융보험업
기업연령
기업규모
노조유무
외국인 지분율
시장경쟁
시장수요
당기순이익
상수
N
2
Pseudo R

모형 4

-0.035
(-0.238)
-0.833
(-0.616)
-0.226
(-0.187)
0.354 **
(-0.123)
-0.041
(-0.277)
0.020 *
(-0.008)
0.074
(-0.121)
0.225 †
(-0.137)
0.139 **
(-0.053)
-3.026 **
(-0.972)
380
0.100

-0.024
(-0.240)
-0.954
(-0.630)
-0.235
(-0.188)
0.316 *
(-0.125)
-0.091
(-0.280)
0.021 **
(-0.008)
0.083
(-0.122)
0.203
(-0.137)
0.131 **
(-0.054)
-2.926 **
(0.971)
380
0.108

-0.042
(-0.239)
-0.808
(-0.602)
-0.229
(-0.188)
0.358 **
(-0.123)
-0.048
(-0.278)
0.020 *
(-0.008)
0.074
(-0.121)
0.225 †
(-0.137)
0.145 **
(-0.054)
-3.217 **
(-1.005)
380
0.101

-0.123
(-0.253)
-0.903
(-0.622)
-0.242
(-0.188)
0.368 **
(-0.124)
0.022
(-0.284)
0.020 *
(-0.008)
0.025
(-0.130)
0.240 †
(-0.137)
0.132 *
(-0.054)
-2.788 **
(-0.996)
380
0.102

0.209 **
(-0.072)
0.011
(-0241)
-0.824
(-0.636)
-0.249
(-0.190)
0.294 *
(-0.125)
-0.082
(-0.281)
0.020 *
(-0.008)
0.100
(-0.123)
0.183
(-0.139)
0.141 **
(-0.054)
-3.075 **
(-0.978)
380
0.117

통합모형
0.128
(-0.100)
0.002
(-0.004)
-0.597
(-0.436)
0.187 *
(-0.077)
-0.111
(-0.258)
-0.987
(-0.660)
-0.271
(-0.192)
0.298 *
(-0.128)
-0.037
(-0.289)
0.020 *
(-0.008)
0.039
(-0.132)
0.194
(-0.141)
0.130 *
(-0.056)
-2.827 **
(-1.046)
380
0.125

주 : 괄호 안은 표준오차, †p<.10, * p<.05, ** p<.01.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설 6의 예측과 달리 외부 네트워킹 활동은 여전
히 제도의 활용에 유의한 영향(p<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모형에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당기순이
익의 규모가 클수록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인력 채용과 정규직 확보에 실
질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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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활용이 신규 정규직 채용률에 미치는
영향
<표 8>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활용여부가 사업체의 고용성과, 구체적
으로 신규 정규직 채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은 제도 활용이 채용률에 미치는 주효과를 추정한 것
인데, 제도 활용은 채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표 8> 신규 정규직 채용률 : 다중회귀모형

제도 활용

모형1
0.004
(0.014)

모형2
0.006
(-0.015)
-0.002
(-0.004)

0.036 *
(-0.014)
-0.065 **
(-0.018)
-0.030 *
(-0.013)
-0.013 †
(-0.007)
-0.059 **
(-0.015)
-0.001 **
(0.000)
0.015 *
(-0.007)
0.000
(-0.009)
0.254 **
(-0.061)
431
0.161

0.037 *
(-0.014)
-0.062 **
(-0.019)
-0.030 **
(-0.013)
-0.011
(-0.008)
-0.058 **
(-0.015)
-0.001 *
(0.000)
0.016 *
(-0.007)
0.000
(-0.009)
0.257 **
(-0.060)
431
0.162

당기순이익
제도 활용 X
당기순이익
제조업
금융보험업
기업연령
기업규모
노조유무
외국인 지분율
시장경쟁
시장수요
상수

N
R2

주 : 괄호 안은 표준오차, †p<.10, * p<.05, ** p<.01.

모형3
0.114 †
(-0.058)
0.007
(-0.007)
-0.013 †
(-0.007)
0.037 *
(-0.014)
-0.064 **
(-0.018)
-0.031 *
(-0.013)
-0.011
(-0.008)
-0.055 **
(-0.015)
-0.001 *
(0.000)
0.016 **
(-0.007)
0.000
(-0.009)
0.192 **
(-0.069)
431
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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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로그 당기순이익을 투입한 것으로 직접효과를
보여주는데, 결과는 당기순이익도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채용률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가설 7을 검증하기
위해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체가 신규 정규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 당기순이익의 조절효과를 추정한 모형으로, 제도 활용과 당기순이익의 곱
으로 표현된 상호작용(interaction)항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 제도 활용은 p<0.10
수준으로 신규 정규직 고용률에 정(+)의 효과를 나타낸 반면, 상호작용항은
p<0.10 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설 7의 예측과 달리 채
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한 단위 늘어남에 따라
신규 정규직 채용률은 오히려 1.3% 떨어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세 모형에 걸쳐서 계수의 방향과 크기가 비교적 안정적으
로 나타났다. 기타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 사업체인 경우, 그리고 시장경쟁 수
준이 높은 경우는 신규 정규직 채용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금융보험업이거나, 노조가 있는 사업체, 높은 외국인 지분율은 p<0.01 수준에
서, 기업연령은 p<0.05 수준에서, 기업규모는 p<0.10 수준에서 각각 채용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그리고 이와 관련한 채용연
계형 인턴십 제도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어떤 조직들이 어떠한 동기로 이 제도
를 도입하고 실제로 활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
안 크고 작은 기업들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도입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도입과 활용, 그리고 효용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재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의 인력 선별과 검증, 자원에 대한 필요, 제도적 압력에 대한 조응
이라는 여러 이론적 관점에서 가설을 설정하고,「사업체패널조사」2009～2013
년 자료를 이용하여 채용연계형 인턴십 도입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들을 분석하고, 제도 활용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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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직무분석의 활용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교육훈련비에 대한 외부
의존이 높은 조직일수록, 그리고 외부 네트워킹 활동이 활발한 조직일수록 채
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업
의 규모가 크고, 매출액, 외국인 지분율 등이 높고, 시장수요가 많은 조직의 경
우 일반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고, 반대로 유노조 사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 제도 활용 측면에서는 기업규모, 매출
액, 외국인 지분율, 당기순이익의 측면을 제외하면 오직 외부 네트워킹 활동 정
도만이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활용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비록 제한적
인 유의수준에서 신규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기순이익
의 조절효과는 예상과 달리 고용률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조직의 내부적 요구는 그것이 인적자원의 선별과 검증이
든, 교육훈련을 위한 외부 자원의 확보든,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을 촉
진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 요구가 반드시 조직들로 하
여금 제도를 실제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기업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조직의 가용한 자원과 관련된
변수들이 일관되게 제도의 도입은 물론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충분한 내부적 자원의 존재가 제도를 도입,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외부 네트워크의 효과는 제도의 도입과 활
용 모두에서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입 측면에
서는 가설에서 제시한 대로 외부로부터의 규범적 압력의 소산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제도의 활용을 촉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디커플링 가설과 달리 활발한
외부네트워킹이 해당 제도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채널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활용하는 기업에서 당기순
이익의 증가는 신규 정규직 채용률이라는 고용성과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았
는데, 이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성과의 향상이 반드시 고
용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윤윤규(2013)의 분석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학술적 의의를 보면, 그동안 주로 개인 수준에서 다루어진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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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연구를 제도의 영향과 효과, 조직 수준에서의 제도의
선택과 활용 측면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조건에
서 조직이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고 실제로 이를 채용과정에
활용하는지를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인력 선별의 요구, 자원
획득의 기대, 규범적 압력이 복합적으로 제도의 도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기업이 가진 인적, 재무적 자원과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획득과 교류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많은 채용 관련 연구들이 제도
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효과의 구
체적 지표로서 정규직 고용률이라는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였다. 아래
언급하듯이 측정의 일정한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성과
라는 직접 효과를 측정한 점은 재무성과 위주의 다수의 기존 연구와 궤를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기업규모가
크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업일수록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
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본 연구가 제도 도입 초기라고
할 수 있는 2009∼2011년 사이의 분석이어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자원여
력이 큰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도입한 점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서류전형에서부터 수습기간
까지 이르는 채용과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규모가 작고 재무적 여유가 별로 없는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이 제도 도입이나 활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도입모형에서 유의했던 자원의존의 효과가 활용모형에서 나타
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 수요의 파악과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적으로 인사관리협회나 정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연계
형 인턴십 제도에 대한 콘퍼런스나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의 효용을 설명하
고 활용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보여주듯이
인사 관련한 외부 네트워킹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본 제도를 도입할 뿐
만 아니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은 이러한 제도, 환경적 지원이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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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의 제고와 실효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셋째, 최소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시기에 있어서는 <표 1>에서 제시했듯이
전체 1,282개 사업체 가운데 24%인 308개 사업체에서만 본 제도가 실제로 활
용되고 있었다. 이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관련, 과연 이 제도가 어느 정도까
지 정규직화로 가는 일종의 ‘제도적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
한다. 또한 김용성(2014)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보
조금이 줄어들게 되어,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인턴을 정규직화하기보다 오히려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을 연장하려 한다. 이는 제도 확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
라, 정규직 전환 시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도모하는 등 제도의 실효적 활용
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시켜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를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오늘날 청년실업, 비
정규직 문제 등 고용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이 쏟아지고 있
다. 그런데 직무분석 활용이 높은 기업이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할 가
능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각종 정부정책, 법 제도와 기업 내외 관행 사이의 연
관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주목하는 기
업 내 인사관리제도들 간의 상보성(complementarity)뿐만 아니라, 채용연계형
인턴십과 같은 제도와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 등이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와
같은 기업의 전략, 관행과 적절히 조응하고 결합했을 때 제도가 애초에 목적한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14년부터 도입된
NCS 직무중심 채용방식이 실제로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의 도입 및 활용요인
에 대한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제약이 있다. 횡단면 연구는 특
정 시점에서 기업 간의 도입과 활용 여부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종단면 연구와 같이 변화율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2015년 이
후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에 관한 문항이 더 이상 ｢사업체패널조사｣ 설문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향후 이와 같은 연구의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아쉬
움으로 남는다. 또한 신규 정규직 채용률이라는 가용한 변수로 고용효과를 측
정하기는 했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인턴십의 직접적 효과, 즉 실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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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기업들에서 인턴의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더 많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체험형 인턴십과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간의 관계, 효
과성 차이 등 연관된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류성
민, 2017). 실제로 최근 기업들 중 이 두 유형을 동시에 활용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대졸자이동경로자료」등을
통해 채용연계형 인턴십이 어떠한 일자리이고, 그 자리에 채용되는 개인은 어
떤 특성을 가졌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근로자가 채용연계형
인턴십 일자리에서 어떠한 결정요인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를 개인 수준
과 조직 수준에서 보다 면밀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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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Employment-linked
Internship: Antecedents and the Impact on Employment
Performance
Hong Jongyoon․Lee Joonkoo
Many Korean firms have been adopting and implementing employment-linked
internship since the late 2000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which
firms embraced the practice and what motivated them to do. The paper aims to
review the history of internship in Korea and analyze the effect of various factors
on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actice. Utilized 2009, 2011 and 2013

「Workplace Panel Survey」datasets from the Korean Labor Institute, this paper
finds that a firm that extensively uses job analysis, and depends on external financial
resources for employee training and education is more likely to adopt this particular
form of internship. In addition, firms with active external networking with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fessionals are more likely to be introduce and utilize it.
This paper also finds, albeit marginally significant, the positive effect the
implementation of employment-linked internship has on the ratio of new full-time
employment to the total employment and the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net
profit between the two variables. This paper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Keywords : employment-linked internship, quasi-internal labor market, job analysis,
resource dependence, institutional isomor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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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는 ‘조직 내에서 공정하고 균형적인 임금분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다. 학술적으로 Shaw(2014)는 임금격차와 관련하
여 조직에서 CEO와 TMT(top management team), TMT와 종업원, 종업원들 사
이의 임금격차를 연구하는 것은 복잡한 사회교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제기하였다. 임금격차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직 및 이직
의도,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직무성과 등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어 온 반면, 상대
적으로 조직성과(eg. 재무성과, 노동생산성 등)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
기 때문에(Downes and Choi, 2014; Shaw, 2014), 전략적 관점에서 임금격차와
조직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조명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Connelly
et al., 2016; Shaw, 2015; Park and Kim, 2017; Trevor and Wazeter, 2006;
Yang and Klaas, 2011).
사회비교이론 관점에서 종업원들은 임금의 가시성이 높고 비교가 쉬운 CEO
및 TMT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상대적 공정성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Cascio, 2006; Connelly et al., 2016; Gupta et al., 2012; Wade et al., 2006),
2011년 미국의 ‘Occupy Wall Street’ 사건에서 보듯이(Calhoun, 2013), TMT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격차는 사회 및 조직의 윤리적 및 공정성 이슈가 된다
(Connelly et al., 2016; Gupta et al., 2012; Wade et al., 2006, Walsh, 2008).
특히 TMT와의 임금격차는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
행변수로 고려되고 있으므로(Connelly et al., 2016; Gupta et al., 2012;
Heyman, 2005), 본 논문에서는 TMT와 종업원의 임금격차에 초점을 두어 연구
를 진행하였다.
TMT-종업원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관계(eg.
Beaumont & Harris, 2003; Connelly et al., 2016; Ding et al., 2009; Hamann
and Ren, 2013; Heyman, 2005), 부정적 관계(eg. Connelly et al., 2016; Cowherd
and Levine, 1992), 드물지만 곡선형 관계(eg. Grund and Westergaard-Niel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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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격차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선형적
으로 본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역 U자형의 곡선형 관계로 상정하고자 한다. 기
존 연구에서는 수직적 임금격차와 조직성과와의 선형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
러한 단편적인 접근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발생
하게 되고, 이의 결과로 연구자들마다 위계적 임금구조와 평등적 임금구조 간
에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여진다(Downes and Choi,
2014; Yang and Klaas, 2011). 즉 일정 정도까지의 임금격차는 구성원들의 모
티베이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지나친 정도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구성원
들의 사기저하를 조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TMT는 종업원들에게 “우리는 하나이고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냄으
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기대하지만, 이 두 집단 사이에 임금
격차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Trust-gap이 발생할 수 있다(Cascio, 2006). Trustgap은 신뢰가 깨진다는 의미로 종업원들이 TMT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및 정보제공, 헌신 등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는 논지를 가지고 있다. 즉 그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일정 수준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Ding, Akhtar, and Ge, 2009; Heyman, 2005),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변곡점이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Park and Kim,
2017). 유사한 맥락에서 임금격차와 조직성과에는 역 U자 관계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지만(Mahy, Rycx, and Volral, 2011; Park and Kim, 2017; Winter
Ebmer and Zweimüller, 1999; Yang and Klaas, 2011), 이와 관련하여 TMT와
종업원의 임금격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종업원이
참조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김재엽․이성
민․최장호, 2018; 김재엽․최장호, 2018; Wade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
는 국내 표본을 바탕으로 수행된 Yang and Klaas(2011)의 동일직급의 수평적
임금격차, Park and Kim(2017)의 종업원 간 수직적 임금격차와 달리 TMT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조직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는 것에 학술
적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임금격차의 효과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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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Bloom, 1999; Yang and Klaas, 2011), HR 내적적합성 관점에서 내부육성
제도, 전사성과급, 임금경쟁력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
은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TMT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균형을 파
악하고, 나아가 실무적으로 임금격차가 임금설계의 주요한 요소임을 제안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임금격차와 조직성과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위치(status)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내외부의 참조그룹(referent group)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Dornstein,
1991; Kulik and Ambrose, 1992). 특히 조직구성원들은 임금비교를 통하여 사
회적 교환관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조직에 대한 모티베이션 또는 모티베이션
감소 및 이탈 등과 같은 행동을 표출한다(Gupta et al., 2012; Trevor et al.,
2012). 나아가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은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Yang
and Klaas, 2011), 임금비교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Downes and Choi, 2014; Park and Kim, 2017).
임금비교 연구는 임금격차의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임금격차는 수
직적(vertical), 수평적(horizontal) 임금격차로 구분되며(Shaw, 2014), 전자는 조
직 내 계층 및 직무 간의 상대적 임금차이를 의미하고 후자는 동일 직급 및 직
무내 상대적 임금차이를 의미한다. 즉 CEO와 TMT 직급(Wade et al., 2006),
CEO와 종업원(Heyman, 2005), 종업원들 간(Park and Kim, 2017)의 임금비교
는 수직적 임금격차로 분류되며, 동일직급 내 성과급(Yang and Klaas, 2011),
동일직무 내 연봉(Bloom, 1999; Trevor et al., 2012) 등은 수평적 임금격차로
분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MT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격차 효과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수직적 임금격차의 관점에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Downes and Choi(2014)에 따르면 수직적 임금격차와 조직성과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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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토너먼트 이론과 공정성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다. 그
들은 토너먼트 이론 관점에서 임금격차의 모티베이션 및 분류효과(sorting
effect)가 긍정적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았고, 공정성 이론 관점에서 모티베이
션 및 분류효과가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 Shaw(2014)는 수직
적 임금격차의 긍정적인 효과는 토너먼트 및 기대이론으로 설명하고, 부정적
인 효과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상대적 박탈감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하였다.
먼저 임금격차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토너먼트 이론은 조직
구성원이 승진을 통한 큰 폭의 임금상승은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설명한다
(Lazear, 1989). 왜냐하면 조직구성원은 신분상승 욕구가 있으며(Ostroff and
Clark, 2001), 승진을 통하여 얻게 될 임금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Johnson, Griffeth, and Griffin, 2000). 즉 조직구성원이 TMT의 임금수준을 매
력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승진을 위한 일련의 모티베이션 효과가 나타날 것이
다. 그들은 TMT로 승진하기 위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몰입하고 TMT
와의 정보공유 등 긍정적 행위를 보이게 된다(Ding et al., 2009; Heyman, 2005).
더불어 매력적인 TMT의 임금수준은 유능한 직원을 유인 및 유지하는 분류효
과가 나타나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Milkovich et al., 2013; Shaw,
2015).
같은 맥락에서 Gupta et al.(2012)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은 승진을 통한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므로 기대이론이 접목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기대이론 관점에서 조직구성원들은 상위 집단의 임금수준을 지각하고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승진이 되리라는 믿음을 통해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Ding et al.(2009)과 Heyman(2005)도 TMT와 종업원 간 임금격차가 위계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종업원들의 동기를 자극시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일정수준까지 TMT와 종업원 임금격차는 종업원
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성과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 Downes and Choi(2014)는 공정성 이론이 임금격차의 긍정적인 효과를 정교하게 설명하
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체로 부정적인 효과에 사용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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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a : 임금격차는 조직성과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임금격차가 조직성과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공정
성 이론은 한 개인이 참조대상에 대해 투입대비 산출 비율을 기준으로 불공정
성을 지각하게 되면 모티베이션 및 협력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한다(Cowherd
and Levine, 1992). Brown et al.(2003)에 따르면 임금격차가 극단적으로 위계
적이거나 압축적으로 나타나면 조직구성원들은 불공정하게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Gerhart and Rynes(2003)는 성과와 결부된 임금이라도
극단적인 임금격차를 가지고 있으면 조직구성원들은 불공정성을 인식하게 되
어 긍정적인 효과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임금격차가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임금격차는 일정수준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정하다고 지각
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조직은 어떠한 투입이
일정한 지점을 넘어서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Trevor et al., 2012), 임금
격차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양 극단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
로 판단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압축적 임금구조에서 임금격차가 점차 벌어지
게 되면 조직에서 토너먼트 및 기대이론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임
금격차가 극단적인 위계적 임금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상대적 박탈감의 부
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임금격차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상대적 박탈감으로 접근할 수 있다(Cowherd
and Levine, 1992; Park and Kim, 2017; Trevor et al., 2012). 상대적 박탈감은
한 개인이 참조집단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이 박탈되고
있다는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비교에 있어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조건
이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revor and
Wazeter, 2006). 나아가 조직의 제한된 인건비에서 특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
은 임금을 할당받은 경우에 다른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임금이 상승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할 수 있다(Park
and Kim, 2017). 더불어 Park and Kim(2017)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은 임금 착
취 및 감소에 대한 회피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특정 집단이 임금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한 협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상대적 박탈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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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들에게 임금 불공정성을 야기하여 개인 및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Park and Kim, 2017; Trevor and Wazeter, 2006; Trevor et
al., 2012).
한편 차별적인 임금수준은 사람들의 계급, 신분 및 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된
다(Gardner, Dyne, and Pierce, 2004; Frank, 1985; Weeden, 2002).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한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자기 집단의 독특성을 추
구하는 경향이 있으며(Tajfel and Turner, 1979), 이 경향은 내집단이 외집단에
대해 대립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구축할 수 있다(Haslam, Adarves-Yorno, Postmes,
and Jans, 2013). TMT와 종업원의 임금구조가 위계적일수록 집단의 구분은 명
확해지면서 종업원들은 TMT를 외집단으로 설정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집
단과 강한 정체성을 지각하게 되면 집단의 가치, 규범 등의 질서 안에서 현실을
해석하는데, 종업원들로 구성된 내집단은 TMT의 전략계획 및 실행에 공감하
지 못하고 나아가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다시
피, 한정된 인건비 배분에 있어서 내집단과 외집단이 차별적으로 할당된다면
집단 간에 원활한 협력이 감소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Park and Kim, 2017).
이처럼 임금구조가 위계적일수록 집단의 구분은 명확해지므로 내집단은 외집
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정보교환 및 협력이 약화되어 조직성과가 저하되게
된다(Richter, West, Van Dick, and Dawson, 2006).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종업원 수직적 임금격차와 조직성과가 역 U자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Park and Kim, 2017). Park and Kim(2017)에 따르면
종업원 직급 간의 임금격차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모티베이션 및 상대적 박탈감
을 지각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수평적 임금격차와 조직성과의 관계도 일정
수준까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공정성 및 사
보타지 이슈가 발생한다는 역 U자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다
(eg. Mahy et al., 2011; Winter Ebmer and Zweimüller, 1999; Yang and Klaas,
2011). 그들의 주된 논지는 인센티브와 같은 수평적 임금격차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낼수록 개인 및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만, 잠재적으로 조직
구성원들 간의 협력 및 상호의존성을 훼손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Wang, Zhao, and Thornhill(2015)는 임금격차와 종업원의 참여 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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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U자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임금격차가 작을 경
우에는 상위 역량을 투입하는 종업원들은 상대적으로 하위 역량을 투입하는 종
업원들에게 불공정을 느껴 참여정도가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임금격차가 클
경우에는 상위 역량의 종업원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위 역량의 종업원은
지나친 차별이라고 생각하여 참여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적
정 수준의 임금격차를 설정함으로써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것으
로 예측하였다.
[그림 1] 임금격차와 조직성과의 이론적 예측모형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임금격차의 긍정적인 효과는 토
너먼트 및 기대이론으로 설명하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공정성 이론, 상
대적 박탈감, 사회정체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TMT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격차는 적정수준까지 모티베이션 효과가 불공정 지각 등 부정적 효과를 초
과 및 상쇄할 수 있지만, 적정수준이 깨지면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억누
르게 될 것이다(Park and Kim, 2017).
가설 1b : 임금격차는 조직성과와 역 U자 관계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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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격차의 내적적합성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는 보편론적 관점(universalistic perspective), 상황
론적 관점(contingency persperctive), 구성론적 관점(configurational perspective)
으로 현상에 접근한다(배종석 외, 2015). 보편론적 관점은 특정 인사제도 및 시
스템이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접근인데, 기업이
처한 전략적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론적 관점이 보완
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영진의 철학 및 의도가 반영된 제도 및 다양한 여타
제도들과의 방향성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구성론적 관점으로 경쟁우위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의 전략적 자산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독립
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서로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구성론
적 관점을 통하여 Best practice를 검증할 수 있다(Banks and Kepes, 2015). 즉
구성론적 관점에서 내적적합성(internal fit)이 확보될 때 제도들 간 시너지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인사제도들 간의 내적적합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내적적합성은 HR 정책 및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일관성 및 상
호보완성 정도를 의미하고(배종석 외, 2015; Banks and Kepes, 2015), 가산적
(additive), 대체적(substitutable) 효과, 긍정적(positive), 부정적(negative) 시너
지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가산적 효과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인지능
력검사에 더하여 인성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즉, ‘1+1=2’의 효과
를 나타내는 것이다. 대체적 효과는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Big five personality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다. 대체적 효과는 제도의 가외성 및 다양한 HR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 시
너지 효과는 각 제도가 서로 긍정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 ‘1+1>2’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Pfeffer(1994)는 사람을 통한 경쟁우위 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용보장, 고임금전략, 임파워먼트, 상징적 평등, 임금격차 감소,
내부육성제도, 정보공유 등 정책 및 제도들이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성과를 향
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부정적 시너지 효과는 ‘1+1<2’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협업을 위하여 팀제를 도입하였지만 개인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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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운영하여 협력의지를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즉 한 기업의 HR 정책 및 제도들 사이의 내적적합성이 높을 경우에는 긍정
적인 시너지가 발생하여 조직성과가 향상된다(Banks and Kepes, 2015; Barney
and Wright, 1998). 반면 내적적합성이 낮은 경우라면 시너지 효과는 감소되거
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Banks and Kepes, 2015).
그리고 임금격차는 HR 내적적합성 관점에서 조직특성 및 다양한 인사제도
들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Banks and Kepes, 2015; Gupta et al., 2012; Park, Kim, and Sung,
2017; Yang and Klaas, 2011). Yang and Klaas(2011)는 수평적 임금격차와 조
직성과의 역 U자 관계에 성과평가제도, 임금경쟁력, 직급 내 인원규모 등과 상
호작용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이처럼 수직적 임금격차 효과도 다양한 제도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차별적인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수직적 임금격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육성제도,
전사성과급제도, 임금경쟁력과의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Gupta et al., 2012).2)
Gupta et al.(2012)의 리뷰에서는 HR 정책(eg. 승진제도, 성과급의 유형, 임금
수준 등), 조직구조, 임금결정방식, 인적자본, 모티베이션, 공정성 지각 등 임금
격차의 주요 변수들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HR 내적적합성
의 관점에서 TMT와 종업원의 심리적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
가 있는 제도로 핵심인재 내부육성제도, 전사성과급제도, 임금경쟁력으로 판단
하였다. 내부육성제도는 구성원들의 역량향상 및 모티베이션을 이끌어내어
TMT로 승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그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Gupta et al., 2012). 전사성과급제도는 개인을 기반으로 한 보상제도와 달리
조직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므로 그들의 연대감을 향상시킬 것이고(양동훈,
2005), 그 목표달성에 대한 직무 및 책임수준에 따른 임금이 분배되므로 공정
성을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경쟁력은 소속된 조직의 임금수준이 동종업
계보다 높기 때문에 외부공정성을 지각하여 TMT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Park et al., 2017; Yang and Klaas, 2011). 또한
2) Gupta, N., Conroy, S. A., and J. E. Delery(2012), “The many faces of pay vari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22 (2), p.109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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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ability-motivation-opportunity) 모델의 관점에서도 내부육성제도는 구성
원의 역량(ability)을 향상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성원의 기대효과를
강화시키고, 전사성과급과 임금경쟁력은 구성원의 모티베이션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임금격차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먼저 핵심인재 내부육성제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
한다. TMT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및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탁
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TMT는 일반적으로 외부채용과
내부육성제도를 통하여 구성한다. 외부채용은 관련 산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들을 확보하여 조직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부육성제
도는 기업의 미션 및 비전을 바탕으로 형성된 고유가치 및 문화 등을 유지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DeVaro and Morita, 2013; Lewis and Heckman,
2006). 더불어 내부육성제도의 경우에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 및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키며 고성과자를 유지하여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Ashton and Morton, 2005; Calo, 2008; Lewis and Heckman,
2006).
Gupta et al.(2012)는 수직적 임금격차가 승진제도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조
직구성원들의 모티베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조직의 승진정
책이 내부육성보다 외부채용에 역점을 둔다면 Performance → Promotion의 기
대가 약화되어 임금매력도의 효과가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조직성과가 약화될
것으로 추론하였다. 즉 조직이 외부채용에 역점을 둔다면 종업원은 자신의 노
력이 승진과 무관하다고 지각하게 되어 TMT의 임금매력도가 자신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력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반면 조직이 내부채
용에 역점을 둔다면 종업원은 TMT의 임금매력도에 모티베이션 되는 것과 동
시에 승진을 위한 우수한 수준의 직무수행 및 정보공유, 헌신 등의 행동을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내부육성제도는 종업원이 노력과 성과를 통하여
TMT로 승진할 수 있는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모티베이션 수준을 높여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Lewis and Heckman, 2006).

86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3호

이와 더불어 TMT의 임금매력도가 그들이 승진했을 경우의 기대를 자극하기
때문에 수직적 임금격차와 내부육성제도의 상호작용은 조직성과에 시너지효과
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 : 임금격차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내부육성제도가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전사성과급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한다. 전사성과급
은 회사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조직구성원들 사
이의 협력을 증진하는 속성이 있다(Guthrie and Hollensbe, 2004; Hansen,
1997). 그리고 Hansen(1997)에 따르면, 개인성과급보다 전사성과급이 저성과자
및 중간성과자의 협력의지를 향상시켜 조직단위의 성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
였다. 특히 집단주의 배경이 있는 동양권 조직은 내부구성원들의 하모니가 깨
지는 것에 대해 거리낌을 느끼고(Levine, 1993; Yang and Klaas, 2011), 상호협
력을 강조하는 HR 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Rowley and Bae,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구성원들은 개인주의적 보상제도보다 집단주의적 보상제
도의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Wagner and Moch, 1986).
전사성과급은 회사의 공통된 목표를 설정시키므로 조직성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배준영․이강표, 2014; 양동훈, 2005; 신혜정․안지영, 2014; Hansen,
1997). 배준영․이강표(2014)는 전사성과급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양동훈(2005)은 집단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은 집단 성과급이 높은 수준의 협력행위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집단주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전사성과급이 구
성원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협력할 수 있도록 기능하며, 나아
가 조직몰입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사성과급은 회사의 공통목표로부터 보상이 분배되는 평등주의적 원
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의 응집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Guthrie and Hollensbe,
2004; Hansen, 1997).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는 전사성과급이 개인과
조직을 동일시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므로 위계적 임금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집단 구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임금격차는 압축적일수록 평등주의적
속성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위계적일수록 평등주의적 속성이 감소되어 과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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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응집성이 약화될 수 있다(Cowherd and Levine, 1992; Pfeffer and Langton,
1993). 가령, 한 조직이 압축적 임금구조를 가지고 전사성과급을 운영한다면 상
호 평등주의적 원칙으로부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반면 조직이 위계
적 임금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사성과급을 운영한다면 제도적 모순
이 발생할 것이다. 더불어 수직적 임금격차가 위계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집단
의 구분은 명확해지기 때문에 회사의 공통목표 달성에 대해 종업원들은 몰입하
지 못할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한 회사가 전사성과급을 운영하면 평등주의적 보상
분배 원칙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행위가 향상되지만, 위계적 임금구조는 응집
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어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임금
격차와 전사성과급 제도는 내적적합성에서 시너지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정적
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3 : 임금격차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전사성과급 제도가 부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임금경쟁력과의 상호작용을 탐색한다. Milkovich et
al.(2013)에 따르면 임금설계는 임금의 내부공정성과 외부공정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임금의 내부공정성은 조직 내 임금의 분배공정성을 의
미하고 외부공정성은 조직 간 임금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Brown
et al.(2003)은 임금경쟁력과 임금격차는 서로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임금격차의 정도와 임금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조직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Shaw, 2014).
효율임금이론에 따르면 동일 시장 내에서 상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
업은 그렇지 못한 회사보다 종업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Akerlof and Yellen, 1986; Brown et al., 2003). 기업은 효율임금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인 및 유지를 통하여 조직역량을 향상시키고 직장만족도를 높여 결과
적으로 조직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은 자
신의 포지션에 경쟁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므로 성과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발
생한다(Yang and Kal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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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와 임금경쟁력과 관련하여 Brown et al.(2003)와 Yang and Klaas
(2011)는 임금경쟁력은 위계적 임금구조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켜 조직성
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임금경쟁력은 외부공정성
을 향상시킴으로써 내부공정성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보완적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직적 임금격차에서 내부공정성이 문제가 있더라도 임금경쟁력
이 높다면 외부공정성이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계적 임금
구조로부터 조직구성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더라도 회사의 임금수준이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Levine(1993)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계적 임금구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동양권(일본)
기업에서도 타 기업보다 임금경쟁력이 높다는 데서 만족감을 얻는다고 한다.
따라서 임금경쟁력은 수직적 임금격차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4 : TMT-종업원 임금격차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임금경쟁력이 긍정적으로 조
절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표본의 구성
본 논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Human Capital Corporation Panel(HCCP)
2015년 제6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HCCP는 정부승인을 받은 공식 통계자료이
며,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과 관련된 양적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당 자료의 조사 모집단 수는 1,899개이고 10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응답률은 34.1%였다. 이 자료는 경영
일반, 인력현황,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 등의 기업별 자료와 이와 관련한
해당 기업 종업원의 인식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R 담당자가

TMT-종업원 임금격차와 조직성과(김재엽ㆍ최장호) 

89

작성한 본사용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Korea Information Service(KIS)와
연계하여 기업의 재무자료를 구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영진연봉 및 종업원 연봉을 구성하였다.3)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측치
의 결측이 없는 167개의 기업(제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한국 표본은 유
교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주의와 추종자 전략을 위한 연공형 인적자원관
리가 발전해왔으며, 최근에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가 도
입되고 있는 추세이다(Park and Kim, 2017; Yang and Klass, 2011).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가. 종속변수
조직성과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영업이익, ROA 중에서 측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노동생산성을 인당매출액으로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하였다(Park and
Kim, 2017; Yang and Klass, 2011). 이 인덱스는 HCCP 기업코드와 동일한
KIS 자료로부터 추출하고 로그화하여 극단적인 값으로부터의 오류를 감소시켰
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인과관계의 선후차성을 고려하여 2016년 노동생산성(차
년도)을 사용하였다.

나. 독립변수
임금격차는 일반적으로 차이, 비율, 지니계수, 변동계수, 잔차로 측정한다
(Downes and Choi, 2014). 본 연구에서는 임금격차를 TMT와 종업원의 임금수
준의 비율로 정의하였는데, 비율법은 임금상한(pay cap)이 있는 맥락에서 조직
구성원이 복잡한 임금비교에 관한 정보를 간편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
인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epes, Delery and Gupta, 2009; Gupta et al.,
2012; Yang and Klaas, 2011). TMT 및 종업원의 임금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HCCP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간접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명을 추적
하였고, 추적한 기업명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공시시스템 및 FnGuide에서 제
3) HCCP 본사용 자료의 기업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설립연도 등 간접정보를 바탕으로 금
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기업명을 추적하였다(김재엽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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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선행연구인 김재엽 외(2018)에서
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TMT는 등기이사에 한정하였고, 종업원은
정규직으로만 설정하였다. 임금격차는 수집한 TMT의 평균연봉을 분자로 설정
하고 종업원의 평균연봉을 분모로 산정한 비율로 측정하였다(Connelly et al.,
2016; Ding et al., 2009; Hamann and Ren, 2013; Siegel and Hambrick, 2005).

다. 조절변수
내부육성제도는 HCCP의 “우리 회사에는 핵심인재 내부육성제도가 있다”라
는 항목에서 “Yes”는 1로 처리하고 “No”는 0으로 처리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하
였다. 전사성과급제도는 HCCP의 “우리 회사는 전사성과급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항목에서 “Yes”는 1로 처리하고 “No”는 0으로 처리하여 더미변수로 구성
하였다. 임금경쟁력은 동종 업계에서 소속된 회사의 임금수준 정도로 정의한다
(Yang and Klaas, 2011). 임금경쟁력 측정은 Yang and Klaas(2011)가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HCCP 본사용 자료에서 부장급, 과장급, 사원급의 임금수준4)
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응답치(1점=동종업계보다 매우 낮음, 5점=동종업계보다
매우 높음)를 평균하였고 Cronbah’s alpha는 0.72로 산출되었다.

라. 통제변수
본 논문에서 통제변수는 Connelly et al.(2016), Park and Kim(2017), Yang
and Klaas(2011)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전년도 노동생산성은 2015년 인당매
출액으로 측정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Park and Kim, 2017;
Yang and Klaas, 2011). 승진연한은 종업원이 경영진으로 승진하기 위한 최소
근무기간을 나타내는데, 승진에 필요한 기간과 모티베이션 효과는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제하였다(Downes and Choi, 2014; Gupta et al., 2012).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령, 기업규모, 산업 중분류(더미)는 기업의 노동생
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통제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연령이 증가할수
록 관리기능의 효율성, 기술 및 인적자본의 증가 등으로 조직성과가 향상되는
4) HCCP 본사용 자료에는 부장급, 과장급, 사원급의 임금수준 응답치만 조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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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다(Huergo and Jaumandreu, 2004). 기업연령은 HCCP 본사용 자료의
설립연도를 2016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시장
지배력이 증가할 수 있고(Shepherd, 1986), 다각화전략,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Penrose, 1959).
기업규모는 HCCP 자료의 총 직원수로 설정하였다(김재엽 외, 2018; 김현옥 외,
2017). 그리고 산업마다 CEO 및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매출의 크기, 투자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순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Datta and Guthrie, 1994). 산업은 한국표준산업중분류(24개 산업)로 더미변수
로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2016년 노동생
산성과 2015년 노동생산성은 매우 강한 관계(r=0.94)를 나타내고 있다. 임금격
차의 평균값은 3.77으로 나타나 TMT와 종업원의 임금수준은 대략 4배 정도 차
<표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a)b)
Mean

SD

1

1. Ln(2016노동생
산성)

5.79

0.33

2. Ln(2015노동생
산성)

5.77

0.34 0.94*

3.
4.
5.
6.
7.
8.
9.

기업연령
Ln(기업규모)
승진연한
임금격차
내부육성제도
전사성과급제도
임금경쟁력

43.99 18.19 0.08
2.58 0.43 0.14
21.72 4.38 0.10
3.77 2.30 0.08
0.87 0.33 -0.01
0.49 0.50 0.18*
2.99 0.84 0.18*

주 : a) * p<0.05.
b) 산업(중분류)는 생략함.

2

3

4

5

0.07
0.18*
0.11
0.05
-0.01
-0.21*
0.21*

0.18*
0.03
-0.02
0.07
-0.04
0.08

0.15*
0.27*
-0.11
-0.16*
0.28*

0.07
-0.04
0.07
-0.09

6

7

-0.15*
-0.02 0.05
0.01 -0.10

8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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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격차는 기업규모와 정적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
만, 다른 변수들과는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내부육성제도는 임
금격차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고급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유지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전사성과
급 제도와 노동생산성은 정적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사성과급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관계를 예상해볼 수 있지만,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전사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Model 1을 보면 임금격차가
a)

<표 2>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Ln(2015년 노동 0.930*** 0.928***
(0.0314) (0.0311)
생산성)
-0.000596 -0.00051
기업연령
(0.00058) (0.0005)
-0.0135
-0.0263
Ln(기업규모)
(0.0233) (0.0239)
-0.0000674 -0.00004
승진연한
(0.0021) (0.0021)
0.00783*
H1a : 임금격차
(PD)
(0.004)
H1b : 임금격차
2
제곱(PD )
내부육성제도

Model 3
0.924***
(0.0313)
-0.0005
(0.00057)
-0.0295
(0.0242)
-0.00007
(0.0021)
0.0193†
(0.0134)
-0.00099
(0.0011)

Model 4
0.927***
(0.0312)
-0.0005
(0.00058)
-0.0255
(0.0241)
-0.00005
(0.0021)
0.00803*
(0.004)

Model 5
0.941***
(0.0314)
-0.0005
(0.00057)
-0.0272
(0.0237)
-0.0002
(0.00211)
-0.0261†
(0.0158)

Model 6
0.929***
(0.0314)
-0.0004
(0.00058)
-0.0254
(0.0241)
-0.0001
(0.00215)
0.00790*
(0.0040)

Model 7
0.928***
(0.0308)
-0.0003
(0.00057)
-0.0137
(0.0240)
-0.0004
(0.00211)
0.0162**
(0.0050)

Model 9
0.927***
(0.0322)
-0.0005
(0.00058)
-0.0295
(0.0256)
0.000001
(0.00218)
0.00792*
(0.004)

0.0145
0.122*
(0.0300) (0.0566)
0.00803 0.0735*
(0.0193) (0.0364)

전사성과급제도

0.00255 0.00339
(0.0117) (0.0120)

임금경쟁력

H2 : PD×내부육
성제도
H3 : PD×전사성
과급제도
H4 : PD×임금경
쟁력

Model 8
0.926***
(0.0320)
-0.0005
(0.00058)
-0.0278
(0.0250)
0.00004
(0.00217)
0.00789*
(0.004)

0.0361*
(0.0162)
-0.0213**
(0.008)

0.00175
(0.00507)
0.491*
0.547** 0.552* 0.546* 0.325
0.528* 0.582** 0.557* 0.556*
Constant
(0.209)
(0.209) (0.213) (0.214) (0.233) (0.215) (0.211) (0.215) (0.216)
0.8919
0.8940 0.8939 0.8934 0.8965 0.8934 0.8978 0.8933 0.8926
Adj. R2
Adj. R2 ∆b)
0.8919
0.0021 0.002
0.0015 0.0046 0.0015 0.0059 0.0014 0.0007
F for the model 49.92
49.29
47.61
47.39
47.36
47.37
48.04
47.32
45.50
주 : a) †p<0.10, * p<0.05, ** p<0.01, *** p<0.001. 산업(중분류)더미 변수는 생략
하였고, 가설검정 변수는 단측검정함.
2
b) R ∆는 Model 1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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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과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므로(β=0.00783, p<0.05), 가설 1a를
지지한다. 제조업 회사에서 TMT와 종업원의 임금격차는 토너먼트 및 기대이
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Ding et al., 2009). 더불어 Connelly
et al.(2016)의 연구결과처럼 단기성과에는 임금격차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odel 2에는 임금격차의 곡선형 관계를 탐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Model 1에 추가적으로 임금격차의 제곱항을 투입하였으나, 유의
한 통계치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가설 1b를 기각한다. 몇몇 서양의 연구(eg.
Grund and Westergaard-Nielsen, 2008; Mahy et al., 2011)에서는 TMT-종업원 사
이의 곡선형 관계가 나타났지만, 한국에서는 역 U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Model 5, 7, 9에는 내적적합성 관점의 가설을 검정하였다. Model 4에는 내부
육성제도만을 투입하였고, Model 5에는 상호작용항(PD×내부육성제도)을 투입
하였다. Model 5를 보면 임금격차와 내부육성제도의 상호작용항은 노동생산성
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β=0.0361, p<0.05), 가설 2를 지지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내부육성제도는 압축적 및 위계적 임금구조에서 모두 긍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위계적 임금구조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2] 내부육성제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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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odel 6에는 전사성과급제도만을 투입하였고, Model 7에는 임금격
차와 전사성과급제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상호작용항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어(β=-0.0213, p<0.05), 가설 3을 지지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압축적 임금구조에서는 전사성과급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지
만, 위계적 임금구조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흥미로
운 점은 집단주의 성과급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배준영․이
강표, 2014; 양동훈, 2005; 신혜정․안지영, 2014). 마지막으로 Model 8에는 임
금경쟁력만을 투입하였고, 모델 9에는 임금격차와 임금경쟁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임금경쟁력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가설 4를 기각하였다.
[그림 3] 전사성과급의 조절효과

V. 토의 및 결론

임금격차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aw, 2014).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임금격차의 참조대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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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CEO-종업원, TMT-종업원, 종업원간)을 기준으로 조직행동(eg. 이직 및
이직의도, 협력) 및 조직성과(eg. 매출액, 품질, 승률)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최
근 임금격차와 조직성과와의 직접적인 관계 조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Conroy et al., 2014; Shaw, 2014; 2015), 본 논문에서는 TMT와 종업
원 사이의 임금격차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는 종업원들이 TMT와의 임금분배의 균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자, 임금분배의 균형이 깨지면 신뢰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trust-gap의 컨셉
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TMT와 종업원의 임금격차에는 균형점이 있다고 상정하였
으나, 가설 검정을 통하여 두 변수 사이는 긍정적인 선형관계만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환경이 미국의 “occupy wall street”과 같은 사
건이 발생할 정도로 TMT의 임금이 종업원에 비해 과한 격차를 나타낸 현상이
드물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집단주의 맥락에서는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Levine, 1993), 국내 환경에서는 과도한 임금격차
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집단주의 맥락에서 임금격차는 과도
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임금격차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마찬가지로 Ding et al.(2009)은 중국
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TMT와 종업원의 임금격차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TMT-종업원의 임금격차의 균형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Park and Kim(201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업원 내 수직적 임금격차는 0.65
배까지가 적절한 임금격차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TMT와 종업원 간, 종업원 집
단 내의 적정수준의 임금격차는 참조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김재엽․최장호, 2018).
아울러 본 논문은 HR 내적적합성 관점에서 임금격차의 시너지 효과에 관심
을 가졌다. 먼저 내부육성제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한 결과, 내부육성제도
가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기울기가 상향되었다. 즉 임금격차의 임
금매력도와 내부육성제도의 Performance → Promotion의 믿음으로부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6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3호

다음으로 본 논문은 전사성과급과 임금격차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한 결과,
전사성과급이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기울기가 하향되었다. 즉 평
등주의적 속성을 가진 제도와 배타적 속성을 가진 위계적 임금격차가 제도적
모순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압축적 임금구조와 전사성과급과 긍정적인 효과
가 나타내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사성과급은 압축적 임금구조
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전사성과급이 위계적 임금구조에서 긍정적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은 있다. 가령, 전사성과급이 성과차등 형식으로 분배될 경우 개
인주의적 보상 특성을 지니므로 모티베이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사성과급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의도를 지닌 제도이므로 개인의 성과차
등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임금격차와 임금경쟁력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나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률과 이직률과 부적인 관계
가 있으므로 현재 한국의 실업률로부터 추측해볼 수 있다(Cotton and Tuttle,
1986). 즉 이직이 어려운 환경에서 조직구성원들은 대외적 공정성보다 대내적
공정성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owherd and Levine(1992)
의 연구에서는 exempt employees의 평균 임금수준이 품질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임금경쟁력이 보상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만 성과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조업
에서 임금격차와 조직성과 사이의 긍정적인 현상을 검증하였다. 둘째, 한국 표
본을 바탕으로 임금격차 연구를 수행하였던 Yang and Klass(2011), Park and
Kim(2017)과 다른 참조집단을 설정하여 현상을 분석한 데 있다. 셋째, 본 논문
은 임금격차와 HR 내적적합성 관점에서 이론적 모델개발을 위한 탐색을 하였
다. 임금은 조직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와 관련한 다양
한 HR 정책 및 제도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뒷받침이 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Pfeffer and Langton(1993)가 제안하였던 바와 같이 임금격차를 최소한으로 유
지하는 정책은 종업원들의 응집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종업원들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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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여 측면에서 맹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주의적 문화가 있는 국내의
상황에서는 Ding et al.(2009)이 제안했던 위계적 임금격차로 종업원들의 승진
욕구를 자극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영미권 국가에서는 과도한 임금격
차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나 동양권의 국가에서는 압축적 임금격차의 맥락에
서 임금격차가 적정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
업은 임금설계 시 HR 제도와의 내적적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탐색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HR 제도가 가진 특성과 긍정적 결합이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Yang and Klaas(2011)는 수평적 임금격차와
성과평가시스템의 내적적합성이 노동생산성에 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한 바가 있다. 셋째, 종업원들은 임금의 외부공정성보다 내부공정성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조직에서 보상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해야 한다(Levine, 1992). 물론
효율임금이론에 따르면 높은 임금수준이 노동생산성 향상에는 의미가 있지만,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속해 있는 조직에서의 분배공정
성에 더 큰 관심과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정
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윤리적 리더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Shin, Sung, Choi,
and Kim, 2015).
본 연구는 상기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첫째, 임금격차의 조작적 정의는 지니계수, 변동계수, 잔차법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비율법만으로 접근한 점이다. 그러나 Shaw(2014)는 측정방
법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TMT-종업원 임금격차의 측정으로 비율법이 상당부분
사용되었고(eg. Beaumont and Harris, 2003; Connelly et al., 2016; Cowherd
and Levine, 1992; Ding et al., 2009; Hamann and Ren, 2013; Heyman, 2005;
Kato and Long, 2011; Siegel and Hambrick, 2005), 조직수준 임금격차 측정방
법으로 유용하다(Gupta et al., 2012). 둘째, 임금경쟁력의 측정을 HR 매니저의
응답치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므로 단일응답자 오류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임금경쟁력의 측정방법에서 다중응답으로 측정할 필요는 있다. 셋째,
임금경쟁력 측정을 HCCP 자료 한계상 부장급, 과장급, 사원급의 임금수준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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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정한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임금경쟁력을 측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조직수준의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개
인수준의 지각 및 행동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즉 임금격차와 조직성과의 관계
에서 매개적 관계를 이론적 논의로만 상정한 것이다. 향후 연구에는 임금격차
와 조직성과 간에 매개변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표본이 한국 기
업데이터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까지 일
반화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에는 동아시아 국가 및 서양 국가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임금격차에 대한 효과 및 인식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표본이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으로 구성하여 각 업종마
다 임금격차의 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는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
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노동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본장
비율(노동장비율)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HCCP의 자료에서 자본장비율
의 결측치가 많아 통계분석의 정교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노용진․채창균, 2009).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단기성과로만 측정하였
다는 점에 있다. Connelly et al.(2016)의 연구처럼 단기성과 및 장기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임금격차의 제곱항이 통계적 유의
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검정 결과는 표본수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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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MT-employees Pay Dispers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Kim Jaeyeoup․Choi Jangho
The pay dispersion can chang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assum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y
dispersion and the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is a linear U-shaped curved
relationship, which is out of the conventional literature. In other words, although
the pay dispersion up to a certain leve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motivation
of the members, the excessive pay dispersion encourages the morale of the members,
which ultimately deteriorates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Also
the effect of the pay dispersion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context. Therefore,
we want to explore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alent management system,
corporate performance pay, and pay competitiveness in terms of HR internal fit
perspective. Through this exploratory study, we propose that the wage equilibrium
between TMT and employees is grasped, and furthermore, practical pay dispersion
is a major factor in wage design.
Keywords : pay dispersion, internal fit perspective, talent management system,
corporate incentive system, pay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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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용절감과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의 외부화 전략이 유행처럼
확산되어 왔다. 고용의 외부화는 민간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위탁이 대표적이다. 민간위탁은 정부
의 예산으로 생산, 사무 및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지관,
요양원, 어린이집, 시설관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
되었다. 2015년 기준 공공부문의 9,556개의 사업(5조 3,086억 원)이 민간에 위
탁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17년 6월 28일).1)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1998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도입, 증가되어 왔지만 그 경제
적 효과성은 여전히 모호한 가운데, 갈수록 민간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
어들고 저임금 노동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었다(정흥준 외, 2017). 이런 맥
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현실에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민간에
위탁된 서비스를 다시 내부화한 이후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부문 민간위탁에 관한 기존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흐름을 통해서
발전해왔다. 첫째는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이 어떤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지 살펴
보는 연구의 흐름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민간위탁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애, 2012). 둘째는 민간위탁의 효과성에 관한 논
의이다. 민간위탁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약속하는 길임을 강조하
는 신공공관리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증연구들은 다양한, 때로는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위탁기관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그러한 업무를 위한 전담인력 및 조직의 운영이 초래하는 비용으로 오히려 비
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Warner & Hefetz, 2012). 국내의 연구들 역시

1) http://news.mk.co.kr/newsRead.php?no=433855&yea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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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은 비용절감이라는 경제적 동기로 도입되지만 그 효과성은 긍정과 부
정이 혼재한다고 지적한다(예 : 유미년․탁현우․박순애, 2008).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민간위탁 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규 노동
자들이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경제적 담론들이 잘 드러났던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이하 120다
산콜센터)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2007년 민간위탁으로 출범한 120다산콜센터
는 2017년 서울시 산하 재단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전환과정의 사례분석을 통
해 공공부문 콜센터의 민간위탁이 어떤 문제점을 보였는지, 민간에 위탁되어
있던 콜센터 서비스의 내부화를 가능케 한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서비스의 내
부화 이후 고용관계 측면에서 어떤 성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전에도
120다산콜센터의 현황을 살펴본 연구는 있었으나(예: 정흥준, 2016) 직접고용
으로의 전환과정과 전환 이후 성과 및 과제가 무엇인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민간위탁 되었던 공공서비스가 어떤 동기에 의해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내부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을 둘러
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부상과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타협을 보여
준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민간위탁 서비스의 내부화 과정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주체인 노동자들의 계약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방식과 처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환 이후 성과를 전․후 비교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
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Ⅱ. 선행연구

1.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에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조직은 정부를
대신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DeHoog & Sal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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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신가희․최근호․문명재, 2016 재인용). 즉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정부
재정으로 민간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것인데,
이는 자본소유의 측면에서 민영화와는 구별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위탁은
1948년 쓰레기수거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김용철, 2005) 민간위탁이 본격
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로,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공공서비스의 외부화 또는 내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
로 구분할 수 있다(Hebdon & Jalette, 2008; Bel, Hebdon, & Warner, 2007).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론은 거래비용이론이다(Wiliamson, 1975). 거래비용이론
의 핵심명제는 교환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외부의 아웃소싱 업체들과의 계약에서 발생
하는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관리․조정 비용
보다 작을 경우 거래의 외부화, 즉 아웃소싱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의 경우 거래
의 내부화, 즉 인소싱이 일어나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거래비용 관점에서 조명하는 경제학적 시각은 1980년
대 이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통해서 확산되었다. 신공공
관리론의 주창자들은 정부의 계층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관료제적 지시와 명령,
그리고 조직정치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관리되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을 법적
강제성을 동반하여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최소화하는 사전
적 약정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설파해왔다.
공공서비스의 제공방식을 설명하는 두 번째 이론적 흐름으로 공공선택이론
(Public Choice Theory)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은 오로지 서비스 수혜자에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장을
통해서 선택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자연스럽게 이 관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옹호하며 반대로 정부의 관료제를 효율성을
저해하는 독점적 사업자로 간주한다(Savas, 2000).
세 번째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의사결정을 실용적 과정으로 접근하는 흐름이
다(Sclar, 2001). 이 흐름은 지방정부를 독점적 행위자가 아닌 비용편익계산에
따라 유연하게 공공 또는 민간 사업자들을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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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리적 행위자로 규정한다. 끝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네 번째 흐름으로
사회적 선택 이론(Social Choice Theory)이 있다. 이 흐름은 공공서비스의 수혜
자이자 소비자인 지역 커뮤니티 주민들의 집단적 목소리에 초점을 맞춘다
(Hefetz & Warner, 2012). 그 결과 이 이론적 관점은 서비스 제공방식 결정 과
정의 정치적 측면, 특히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
사이의 사회적 대화가 수행하는 역할을 조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국내의 기존연구들 역시 기본적으로 위의 네 가지 이론적 접근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조합해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시도해왔다. 특히 국내외의 최근 연구들은 공공서비스의 자산특정성을
바탕으로 아웃소싱의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래비용이론에 기초한
예측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사회학적 요소들 역시 공무원들의 인소싱-아웃소
싱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카운티 수준의
지역 공무원들의 인소싱-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Levin & Tadelis
(2010)은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질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가 높은 카운티 일
수록 서비스의 아웃소싱 비율이 낮음을 발견했다.
국내연구 중에서도 김주애(2012)는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정치적 요인과 경
제적 요인이 민간위탁 도입여부 및 도입건수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
데, 정치요인 가운데 단체장 및 의회의 이념지향이 보수적일수록 민간위탁의
도입 및 도입건수가 높았고 경제적 요인가운데 재정자립도 및 인구증가율이 낮
을수록 민간위탁의 도입확률 및 도입건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가희 외(2016)는 공무원의 총액인건비가 기본 5%에서 최대 10%까지 감축되
면서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조직규모나 정규직의 임금을 줄
이는 대신 민간위탁을 통해 총액인건비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비용이론을 활용하여 성과평가가 어려운 업무일수록 민간위
탁의 가능성이 낮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동일할 경우 오
히려 민간위탁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신가희
외, 2016).
최근 많은 서구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는 지난 40년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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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 민영화․외주화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역외주화(Reverse Contracting),
즉 공공기관들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현상이다. Warner
& Hefetz(2012)는 지역 및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02년과 2007년 두 차
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2002년에 외주화했던 공공서비스들 중 역외주화
된 서비스들의 결정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복수항목 응답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요인은 서비스 질의 저하(61%)였고 아웃소싱으로 인한 비
용 증가(52%), 지역정부의 자체 효율성 및 역량 개선(34%) 그리고 인소싱을 요
구하는 외부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압력(22%)과 같은 요인들이 뒤를 이었다. 한
편 거래비용이론에서 주장하는 요인 중 하나인 민간위탁업체의 서비스를 모니
터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17%에 그쳤다.
증가하고 있는 역외주화 추세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
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공공인프라의 기획-건
설-관리 및 운영까지 아웃소싱할 경우 거래비용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이 강조하
는 비용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많은 실증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Martin(2002)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생산비용의 감소, 서비스
질 향상,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관리비용의 증대로 인해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위탁사업
자의 공공의 안녕 및 삶의 질 증진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연관된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
용철, 2005 재인용). 류춘호(2014)는 지방정부 예산의 5% 내외를 자치하고 있
는 민간위탁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는데, 계약체결,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 민간
위탁 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
에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은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
고 있다(이성철, 2010). 황혜신(2005)의 사례연구를 보더라도 공공의료서비스
의 민간위탁은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이 효율성과 공공성 모두를 달성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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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센터의 고용관계
본 연구는 공공부문 콜센터의 역외주화 사례를 통해 그것이 고용관계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콜센터는 컴퓨터나 통신장비 등을 활
용하여 상담원의 노동과정을 표준화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관리방식을 채택해
왔다. 구체적으로 콜센터 노동자인 상담원들은 자동전화분배시스템을 통해 전
화를 받고 상담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콜 수, 콜별 처리시
간, 상담내용 녹음 등과 같은 지표들이 성과측정의 도구 및 전자감시용으로 사
용되어 왔다(Fernie & Metcalf, 1998).
이러한 노동과정의 특징 때문에 콜센터에서는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고
숙련의 노동자를 육성하기보다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
으로 외부화된 고용형태를 활용해 왔다(Fernie & Metcalf, 1998). 우리나라 콜
센터도 다르지 않아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콜센터를 아웃소싱하여 비용절감을
추구하였고, 콜센터 업체들은 콜 수 등을 바탕으로 한 성과급 제도를 통해 상담
사들을 관리하였다(정흥준, 2016). 시장지향형 고용시스템하에서 상담을 수행
하는 노동자들의 안녕감은 저하되고(Holman, 2002), 스트레스와 이직률이 높
아지게 된다(Carayon, 1993; Shaw et al., 2009).
최근 고용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외부화된 고용형태는 고정적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내부화될 수 있는 진화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MacKenzie, 2000;
Moss, Salzman & Tilly, 2000, 2008). 진화적 접근은 기술이나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 고용형태는 외부화된 형태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론적 접근을 비판
한다. 대신 행위자들 간의 갈등을 강조하면서 고용형태는 상품 시장, 외부노동
시장, 경영전략, 근로자의 선호들과 같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방
향으로 반복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Moss et al., 2008). 따라서 외부화
된 고용형태도 환경변화 속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시 내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콜센터 산업에서도 내부노동시장이 재구축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정흥준, 2016). Moss et al.(2008)의 사례연구는 미국 콜센터들 사이에
파트타임 또는 비정규직 활용 경향이 약해지고 있으며 대신 고용안정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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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승진을 보장함으로써 높은 숙련을 지닌 상담원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등장하
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는 콜센터 산업이 성장하고 전문화되면서 고품질
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숙
련 인력을 내부적으로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실제 실증연구에서도 고용안정성이 높고, 상담원 참여가 보장되고,
상담원 숙련수준이 높고,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될수록 이직률은 낮아지고 매출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tt, 2002). 또한 근로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자
율관리팀과 같은 고성과 작업조직 제도는 서비스 품질과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Batt, 1999).
Benner & Mane(2011)에 따르면 콜 서비스 기능이 점차 전체 기업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콜센터 상담원의 숙련과 지식은 기업의 성과와 직접적으
로 연결된다. Batt(2000)는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콜센터들이 고객 세분
화 전략을 통해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동시에 달성했음을 확인하였다. 단순,
반복적인 상담 콜은 대량생산형 콜센터를 통해 담당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인
간적인 교류가 필요한 숙련이 필요한 상담은 인적자원의 내부화를 통해 실현하
는 것이 수익극대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고객 세분화 전략은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의 압력을 각각 상이한 작업조직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반면, 절충형
작업조직(Hybrid model)은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하나의 작업조직에서 동시
에 달성하려 한다(Frenkel, Tam, Korczynski & Shire, 1998). 절충형 작업조직
은 관리자의 강한 통제를 전제하지만 부분적으로 상담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
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담원의 숙련향상을 이끌
어내고 헌신성의 증대를 꾀한다.

Ⅲ.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사례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방법론을 소개하는 데 이어 120다산콜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에 불거졌던 쟁점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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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방법론
저자들은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에서 공공재단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직접고용으로의 전환 이전 및 이후의 근로환경, 업
무비효율, 노동조합, 노사관계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서울시 관계자, 민간위탁업체 매니저,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활
동가, 상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조
사는 서울시가 직접고용 등 내부화를 검토하는 시기였던 2015년 10월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 간부, 상담사, 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업
체 2곳의 매니저를 인터뷰 하였다. 주로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직접고용의 동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1년 뒤인 2016년 12월 4일과 5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는 120다산콜센터의 재단으로의 전환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공식화된 이후였다. 노동조합 간부, 상담사 등을 대상
으로 재단으로의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질
문하였다. 마지막 3차 조사는 2018년 4월 10일에서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노
동조합 및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120다산콜센터가 재단으로 전환되고 상담사들
이 직접고용되면서 나타난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2. 120다산콜센터의 민간위탁 현황과 쟁점
가. 일반현황
120다산콜센터는 시민들에게 행정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2007년 9월 12일부터 민간위탁업체 3곳에 의해 상담업
무를 시작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민간의 콜센터업체 3곳에 나뉘어 소속되어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는 기본적으로 교통 및
수도 정보제공, 시정․구정 행정업무 안내, 민원접수 등으로 구성되었고 부가
적으로 문화행사 안내와 직장맘 고충상담과 같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
울시는 시가 소유한 건물과 장비를 민간위탁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업체는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콜센터 상담사들을 뽑아 운영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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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콜센터 인원규모는 2016년 기준 전체 424명으로 관리자(매니저, 스태프, 상
담팀장)를 제외한 상담사는 387명이었다. 위탁업체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세 곳에서 운영하다 그 후 효성ITX(176명)와 매타넷MCC(248명) 2곳으로 통합
되었다. 전체 상담사 가운데 30대는 과반수인 51.9%였으며 40대는 33%였다.
또한 상담업무의 특성상 여성 근로자 비율이 87.5%에 달했다. 2015년 기준으
로 총사업비는 190.7억 원이며 그중 164.35억 원이 위탁운영비로 대부분은 상
담사의 인건비(임금, 수당, 성과급)와 기타 운영경비로 쓰이고 있었다. 위탁운
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26.35억 원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비와 시설유지 관리
비로 사용되었다. 120다산콜센터의 상담이 서울시와 관련된 내용만이 아니라
구청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서울시와 자치구들
이 6 : 4로 분담하고 있었다.
120다산콜센터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위탁업체는 민원안내, 데이터베이
스 축적, 매뉴얼 제작, 상담인력 유지관리, 서울시 홍보, 기타 업무를 수행해왔
다. 24시간 업무 수행을 위해 상담사들은 주간, 야간, 주말반으로 편재되었다.
또한 업무내용별로 교통팀, 수도팀, 일반시정팀, 구정팀, 특수팀(외국어팀, 수화
팀)으로 배정되며 각 팀의 성격에 맞는 상담 콜을 응대한다. 규정된 상담업무
이외에도 상담사는 콜 응대 이후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는 후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설립 초기인 2009년에는 일일 상담건수가
28,995건이었으나 단순문의가 점차 줄어들어 2015년에는 23,533건으로 상담사
1인당 평균 61건을 처리해 왔다.

나. 상담사의 노동환경 이슈
120다산콜센터는 전자감시 및 감정노동과 같은 콜센터의 일반적인 특징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콜 투입, 상담시간, 상담 후 처리(후처리)와 같은
전반적인 업무과정이 전산으로 기록되고 이는 매월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평가에 활용되는 항목들로는 전산으로 계
량화가 가능한 통화건수, 후처리 시간, 1차 처리율, 상담품질(QA), 상담 이후
데이터베이스(DB) 수정 등과 같은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상담사들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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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표 1>이 보여주듯 최고 S등급부터 최저 D등급을 받았으며 평가등급
에 따라 차등적인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표 1> 평가등급별 월별 성과급 현황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월성과급

27만 원

22만 원

17만 원

11만 원

7만 원

자료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내부자료.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평균임금은 높지 않았으며 근속에 따른 숙련도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년차 상담사의 평균 임금은 182만 원이었으며 3
년차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평균임금이 185만 원으로 1년차 상담사와 별반 차
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매월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에 20만 원의 차이가 있어 상담사들은 성과급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상담사 간에 통화건수를 늘리기 위해 콜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
는 통화품질 저하 및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졌다.
2015년 1차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정노동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설립 초기에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라는 자극적인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120다산콜센터 상
담사는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수행해야만 했다. 위탁업체들도 상담사들에게
과도한 감정노동을 강요했는데 이는 서울시와의 위탁계약을 무리 없이 갱신하
기 위해서였다. 위탁업체들은 2년마다 서울시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1등한
업체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낮은 평가를 받은 업체는 패널티를 받는 구조였
다. 이는 업체 간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상담사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졌다.
서울시와 위탁업체가 상담사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
성 상담사가 많은 콜센터 업무의 특성상 민원인으로부터의 성희롱 및 폭언도
점점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들은 특별한 자기보호 수단 없이 친
절한 응대를 계속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
다. 심지어 120다산콜센터 초기 상담사들은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해야 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관행에 시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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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업무의 비효율 이슈
업무 측면에서 서울시-업체 간의 위탁관계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비효율을 발생시켰다. 첫째, 우선 시민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했
지만 위탁업체의 특성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사의 숙련 및 전문성은 쉽게 축
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민간기업의 상품판매나 안내와 달리 120다산콜센
터 상담사가 처리해야 하는 시․구정 업무는 내용도 광범위하고 상시적으로 바
뀌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상담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근속을 통해 쌓을 수 있는 노하우가 중요했다. 하지만 120다산콜센터의 상담사
들은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이직이 잦았다. 심지어
퇴사를 하려면 1달 전에 예약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 관행일 정도였다.
둘째,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이 필요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20다산콜센터의 교육훈련
의 경우 6주 동안의 입문교육, 근무를 하면서 받는 직무교육, 품질 모니터링 교
육(QA)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입문교육만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교육은
진행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품질 모니터링 교육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월 성과급
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모니터링에 가까웠고 직무교육 또한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수의 상담사만 외부교육을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셋째, 120다산콜센터는 민간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시정 및 구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었고, 이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없는 한계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사의
서울시 및 25개 구청의 정보접근에 대한 제한은 콜 처리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
이었다. 예를 들어 ‘제조, 건설, 개발’, ‘세금, 재정’과 같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상담의 1차 처리율이 43%, 38%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업무 비효율은 종종
장시간 대기를 발생시키거나 상담포기를 낳았으며 시민들의 이용편의 저하와
불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라.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노사관계 이슈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누적된 불만은 2011년 말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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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조직화에 힘입어 2012년 9월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졌다. 우선, 희망연
대노조는 KT 자회사 콜상담업체인 KTIS, KTCS 상담사를 조직했다. KT에서
강제퇴출된 500명이 이 위탁업체들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다가 강제 사직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중 100명이 노조를 결성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면
서 희망연대노조는 본격적으로 콜센터 상담사 조직화 사업을 꾸리게 된다. 이
후 희망연대노조의 콜센터 조직사업이 공공기관으로 옮겨져 다산콜센터로 확
대되었다. 특히,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
가 노동인권보장이었기 때문에 희망연대노조는 120다산콜센터에서의 노조조
직화에 적지 않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김진억, 2013).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했던 초기, 상담사들은 120다산콜센터가 3개의 위탁업
체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위탁업체만 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될 경우 노
동조합의 협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조합원 확대 과정 속에서
사측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면서 노조결성 및 확대가 좌절되는 사례들
을 참고해, 최대한 비밀스럽게 노조결성을 준비했다. 아울러 노조결성에 성공
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소수일 경우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결국 고립되
기 쉽기 때문에 결성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조합원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웠던 원칙은 다음과 같은 3가지였다(참세상, 2014.12.8.). (1) 3개 위탁업체 주
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2) 노조 설립 때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3) 노조 설립
후 3개월 내에 조합원 과반수를 조직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약 10개월간의 준
비를 거쳐 120다산콜센터노동조합은 2012년 9월 1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
연대노조의 다산콜센터지부로 노조설립신고를 한다. 노조 결성 당시 12명의 조
합원으로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상담사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조직되었다.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상담사들의 불만이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였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노조 설립 이후 상담사 직접고용을 노동조
합의 장기적인 핵심의제 및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초기에는 노동조건 개선활동
을 통해 노조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갔다. 노조활동이 성과를 내면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증가하고 조합원들 간 결속력도 높아졌다. 노동조합 활동 초기 가장
큰 성과는 업체에 의한 체불임금을 돌려받고 불합리한 업무테스트를 개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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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임금체불 관련 당시 위탁업체들은 부진자 교육, 아침 선투입, 점심 선
투입이라는 관행으로 수당지급 없는 시간외근로를 상담사들에게 강요하고 있
었다. 노동조합은 이를 포착하고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체불된 시간외수당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결국에는 1년
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업무테스트는 매달 1회 방대한 백과사전식의 자료를 주고 그중 무작위
로 문항을 골라 시험을 보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상담사들의 스트레스가 매
우 컸으며 퇴직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민간위탁업
체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업무테스트는 분기별 1회 문제은행식 출제방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일상에서 조합원들이 불합리하게 느꼈던 업무관
행들이 노동조합의 항의 및 투쟁으로 개선되자 상담사들은 노동조합의 힘을 확
인하고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8월 26일 콜센터 사상 첫 경고파
업을 실시하게 된다. 첫 경고파업 이후 다산콜센터지부는 일주일 동안 지속해
서 시간별 경고파업을 전개했고 상담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또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정노동 등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서울시의
부담도 커졌다. 그 결과 9월 2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5.6% 임금인상, 명절
상여금 5만 원 인상, 분기별 2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등을 합의하였다. 업
체와의 교섭 및 서울시를 상대로 한 고충처리를 통해 노동조합으로서의 역량을
축적한 다산콜센터지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고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상담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시청 앞 집회를 월 1회 정기적으
로 수행하는 등 직접고용 투쟁을 시작했다.

Ⅳ. 직접고용 전환과정과 고용관계 성과

제Ⅳ장에서는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이루어지게 된 동력,
직접고용으로의 전환과정 그리고 직접고용 전환 이후 조직적 성과를 살펴
본다.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직접고용과 고용관계 성과: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사례와 함의(정흥준ㆍ노성철ㆍ김정훈) 

121

1. 서울시의 직접고용 경과
서울시와 직접고용 논의가 직접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2014년 9월 18
일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9월 18일은 120다산콜센터 3개 민
간위탁 업체가 업무테스트를 시행하는 날이었다. 상시적으로 콜을 받아야 하는
콜센터 업무 특성상 업무테스트는 세 업체 중 한 업체가 테스트를 보면 나머지
두 업체가 대신 콜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산콜센터지부는 이러한
테스트 특성을 활용하여 업무테스트 마지막 순서인 업체(KTCS)가 테스트를 보
는 시간에 나머지 두 업체가 업무를 중지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집회를 개
최하는 전술을 택해 결과적으로 모든 업체가 실질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19일 조합원들은 12시에 시청로비에 모여 서울시
를 상대로 직접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때 조합원의 97%가 참여할 정도로 열의
가 높았다. 그 결과 임종석 당시 부시장과 면담이 성사되었고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TFT 구성에 대해 확답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2014년 12월 28일 120다산콜센터 직접고용 로드맵을 제시하
였다. 로드맵에서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업무의 상시적 지속적 성격을 인정했으
며, 직접고용이 상담사의 인권 및 직무만족도 개선을 통해 대시민 행정서비스
의 품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직접고용 방안은 두
가지로 1안은 재단 설립 후 상담사를 직접고용 하는 안이며, 2안은 상담사들을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안이었다.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제1안은
서울시의 조례로 재단을 설립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삼
았다. 제2안은 2년 동안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거쳐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서울시는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재단을 설립하는 1안으로 다산콜센터
의 내부화 방향을 잡고 노동조합,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쳤다. 희망연대노동
조합 다산콜센터지부는 초기엔 공무직화하는 2안에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내부에서 이견
이 있었지만 재단을 설립하는 1안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 9
월 9일 서울시는「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서울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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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하였고 조례안은 재석의원 60명 중 48명의 동의로 통과되었다.

2. 직접고용의 동인
120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의 동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내부적
으로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외부행위자들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과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노력이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노동감시, 언어폭력, 성폭력 등 열악한 노동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9월 노조를 결성했고,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은 사용자
인 서울시에 꾸준히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집단행동을 지속했다. 이러
한 활동은 비단 노조 지도부만의 의지는 아니며 상담사들로부터의 지원 및 동
참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성과였다. 즉 1인 시위, 서울시 항의방문, 부분파업
등을 통해 상담사들은 노조의 직접고용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노조
역시 교섭성과 등을 보여주면서 상담사들의 신뢰를 이끌어냄으로써 가능하게
된 결과였다. 노조의 교섭성과의 한 예로, 다산콜센터지부는 설립 직후부터 상
담사들의 체불임금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위탁업체들이 시간외교육,
규정업무시간 외 노동 등을 즉각 폐지하도록 압박했다. 또한 상담사들의 동의
를 이끌어낸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1년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
은 것은 노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임단협교섭을 통해 감정노동 보상수당(또는 보상휴가), 1일 휴게시간 확보 등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노조의 활동들은 단순히 조합에
대한 신뢰 형성에서 그치지 않고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감과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둘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직접고용 권고는
직접고용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후, 서울시에 상담사들에 대한 제도
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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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상담사가 겪는 감정노동, 폭언․성희롱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
다. 또한 서울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가 시민들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
공하는 업무이므로 콜센터 상담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상담업무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2014년 2월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120다
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개선 권고안을 공표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시 인
권위원회는 120다산콜센터의 업무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로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 시민의 일상적 권리와 편의가
증진되기 위해 상담품질이 개선되려면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직접고
용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간접고용 형태 속에서
상담사의 인권이 과도한 노동통제와 높은 노동강도로 상당 수준 침해받고 있음
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서울시 인권위
원회의 권고로부터 큰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120다산콜센터 노동조
합의 직접고용 투쟁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셋째,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지지 역시 다
산콜센터를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내부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관
련하여 언론의 역할을 먼저 조명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 무렵에 이미
콜센터 노동자들이 성희롱, 언어적 폭력, 낮은 임금, 그리고 이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및 감정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루는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사들은 상담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로 고객
전화를 먼저 끊으면 안 되는 암묵적 규율과,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 성희롱에
대응하는 매뉴얼의 부재를 꼽았다.2) 콜센터 노동자의 감정노동에 관련한 보도
건수가 2012∼2013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곧 다산콜센터 상담
사들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중요한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당시 서울 시민의 다
산콜센터 상담사의 직접고용에 대한 지지 여론은 서울시에 직접고용의 압력으
로 작용했다.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70.3%가 상담
2) 경향신문, 20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82149555&code=
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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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직접고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조사기관; 닐슨컴퍼니코
리아, 2014).
여론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역시 다산콜센터의 내부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
행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여성민우회는 2009년「콜센터 여성 근로자 실태조
사」
를 앞서 살펴본 인권위보다 먼저 실시하였으며, 약 37%의 여성 상담사가 성
희롱을 경험한 것을 밝혀냈고 공론화했다. 또한 다산콜센터에서 2012년 8월 발
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희망연대노조와 연대하여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한국여성민
우회는 개인적 처벌 수준에 그치지 않고, 다산콜센터의 원청인 서울시와 위탁
업체의 관계를 비판하며 서울시의 책임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다산콜센터의
반노동, 반인권적 작업환경의 구조적 원인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도 120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에 중요
한 배경이 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동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
던 서울시장은 민간위탁되어 있던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을 진지하
게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는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내부화하기 위한 다
양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3. 직접고용 과정에서의 쟁점들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의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재단 설립을 통해 콜센터
서비스를 내부화하고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직접고용의 결정과 직접고용의 방식 등 의사결정에 어
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 제도의 부재로 전환방식을 둘러싼 혼
란이 가중되었다. 애초 다산콜센터 상담사들과 노동조합은 서울시에 직접고용
을 요구하면서 무기계약직 형태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
울시는 서울시나 산하기관에 직접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민간
위탁 간접고용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 사례가 전무하여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더라도 조직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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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므로 중앙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하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에도 어려웠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무직의 대안적 방식으로 서울시 산하에 120
다산콜재단을 신설하여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형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둘째, 재단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이 결정된 이후 기존 상담사들의 고용승계
가 쟁점이 되었다. 노동조합에서는 120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은 비정규직인
상담사들의 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원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
했으며 서울시의 담당자는 공공기관을 설립할 경우 신규직원은 공개채용 절차
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 규정이므로 공개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논의 끝에 전문가들의 법적 자문을 통해 신규로 설립되는 재단이
민간위탁되어 있던 120다산콜센터를 인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건물 및 시설
등 물적 인수와 동시에 상담사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셋째, 직접고용 이후 정원과 처우를 둘러싼 이슈도 쟁점이었다. 정원문제는
서울시의원 등이 직접고용 이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담사 인력을 줄이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쟁점이 되었고, 경력인정을 둘러싸고 노동
조합과 서울시 간에 입장차이도 있었다. 결국 정원은 기존상담사를 모두 고용
승계할 수 있는 현원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해졌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의
상담경력을 최대한 인정하여 호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4. 직접고용의 성과
가. 조직적 성과
120다산콜센터는 상담노동자 410명을 전원 고용승계하여 2017년 5월 1일
서울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으로 전환되었다. 민간위탁이었던 120다산콜
센터의 내부화는 우선 조직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첫째, 과거 민간위탁 체제에서는 2∼3개의 위탁업체들이 상담팀들을 독
립적, 경쟁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다산콜센터재단 설립 이후 상담팀이 하나로 일
원화되면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민간위탁 체제에서 위탁업체들
은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실적경쟁을 벌여야 했으며 노동자들도 성과급을 지급
받기 위해 서로 콜 경쟁을 했다. 이러한 업체 간 경쟁은 소속이 다른 상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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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상담원들 간의 정보공유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이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DB) 정보 수정 건수가 실적에 반영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경우 동료와 공유하기보다 먼저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내부화로 운영본부 아래 상담팀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되면서 상담원들 간 과열경쟁은 완화되고 상호협력은 증가하
게 되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
서 높은 수준의 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조직의 학습역량은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업체별로 분산되어 독립적으로 수행되던 상담지원업무가 일괄적으로
통합되면서 지원업무가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체계로 변화하였다. 민간위탁 당
시에는 콜 시간, 콜 수와 같은 정량적 성과를 두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업체들은 기획, 교육, 인력관리 등과 같은 지원업무에 최소한의 비용만
투자하였다. 또한 업체별로 지원업무 스텝이 따로 중복되어 존재했기 때문에
전체 조직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업무를 전문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한계가 존
재했다. 하지만 재단으로 내부화 이후 기획, 회계, 인력관리, 교육과 같은 지원
업무가 기획관리본부 내 총무팀, 인사팀, 시스템관리팀 그리고 운영본부 내 기
획팀, 운영지원팀, 교육지원팀으로 일원화되면서 업무의 체계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기획홍보팀에서는 상담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
며, 교육지원팀도 신규 시청 정책에 맞춰 신속하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인사팀에서도 채용, 발령, 상벌 고충처리, 대노조업무 등 증가된 조직
규모에 맞는 정규직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팀장의 역할도 성
과달성을 위해 상담원의 감시, 통제하는 것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상담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업체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면서 노사관계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
졌다. 이전에 2～3개의 업체가 존재하던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업체가 교섭권을
위임한 경총과 위탁업무를 발주한 서울시를 상대로 이중적인 교섭을 수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교섭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비효율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일
상적으로 발생하는 노사 간 갈등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내부화
이후 기획관리본부의 인사팀에서 대노조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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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 재단과의 의사소통구조가 단순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상적인 조직운영 과
정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인사팀과 조율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
의 갈등조정 능력이 신장되었다.

나. 개별적 성과
120다산콜센터의 내부화는 상담원의 개인적인 태도,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고용이 안정화되고 호봉제와 직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상담원의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이 증가하고 있다. 재단 설립과 함께 상담원들
의 사회적 지위가 정규직으로 안정화되고 비정규직으로서 겪었던 사회적 편견
과 낙인이 일정 수준 해소되면서 다산콜센터재단의 일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자
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내부화로 인해 새롭게 6직급 제도가 신설되면서
상담원들은 성과평과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4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승진가능성이라는 인센티브로 인해 상담원들의 조직몰입은 증가하고
이직은 줄어들었다. 또한 21단계의 호봉제가 도입되면서 상담원들이 조직에 오
래 머무를 경제적 유인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상담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과
안정감은 높아졌다. 이처럼 고용안정성, 호봉제, 직급제와 같은 내부노동시장을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담원의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은 높아지는 반면,
이직 의도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훈련이 정례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상담원의 숙련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내부화 이전에는 콜 품질보다는 콜 수 또는 콜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업체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교육훈련에 투자할 여력 및 유인이
낮았다. 하지만 내부화 이후 운영본부 내 교육지원팀이 신설되고 콜 품질 향상
이 조직의 주요 목표가 되면서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팀 교육시간이 늘어나 팀원들 간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공유
될 수 있는 제도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시정 정책에 대한 교육 횟수
와 시간을 이전보다 늘려 상담원들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게다가 교육훈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사정에 따라 교육훈련 일정
을 조정해주고 중요 교육은 여러 번 반복하는 등 조직 차원에서 교육훈련에 대
한 지원이 늘어났다. 이러한 교육훈련 투자는 상담원의 업무이해도를 높여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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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콜 품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도입
되면서 직무만족과 콜 품질이 일정 정도 향상되고 있다. 내부화 이전에는 월평
균 통화시간, 인바운드 통화시간, 후처리, 1차 처리율, 상담품질, DB 수정이 주
요 평가 기준이었지만, 내부화 이후에는 총 업무시간(인바운드+아웃바운드+담
당자 통화+상담원 평균후처리시간-후처리시간), 총 상담콜 수(인바운드+아웃바
운드 콜 수)로 바뀌었다. 특히 보다 완벽한 콜처리를 위해 상담원이 고객과 통
화하는 아웃바운드 콜 수 및 시간이 평가기준에 포함되게 되면서 콜 품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정량적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상담원을 5등급(S∼D등급)으로 나누어 매달 성과급을 지급했었는데,
정량적 성과평가와 근속연수를 조합해 상담원을 4등급(A∼D)으로 나누어 승진
과 연말 성과급 배분에 참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평가기준에 근속연
수가 포함되고 경쟁적 요소가 줄어들면서 상담원 간의 과열경쟁이 줄어들고 상
호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웃바운드 콜처리 시간이 성과평가에 들어가면
서 상담원들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상담품질이 향상되었다.
넷째, 상담원에 대한 조직차원의 지원이 늘어나고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면서
상담원의 웰빙과 직무만족 및 일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입은 상담원에 대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화 이후에는 악성고객으로 인해 유발되는 감정소진 또는 정신적 상
해를 상담원들이 업무 중에 잠재적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요소로 인정하고 병
가 및 휴식보장을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내부화 이후의
평가제도와 교육훈련제도하에서 상담원들은 증진된 역량을 바탕으로 콜처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이 문의한 문제를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
다. 실제로도 짧은 콜 시간과 부실한 상담에서 비롯되는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
었다. 그 결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 및 일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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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 론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민간위탁방식으로 10년간 운영되어 오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가
서울시 출연 120다산콜재단으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례조사 결과,
120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 동력은 공공콜센터로서의 업무특성, 이해당사자들
(노조와 상담노동자)의 꾸준한 요구,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게 작동하였
다.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직접고용권
고와 시민사회의 직접고용에 대한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부적인 요인
으로는 노동조합의 정규직화에 대한 유연한 전술과 상담사들의 노조에 대한 지
지와 참여, 그리고 서울시의 의지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은
초기 공무직으로의 전환에서 재단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명분에만 집착하지
않고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 역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회를 설득하
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
와 공공 콜센터의 역할과 민간위탁 간의 괴리가 중요하게 작동했다. 한편 서울
시 120다산콜센터는 재단으로 전환된 이후 다양한 업무효율성 및 노사관계 제
도화 등 조직적 성과와 직무만족, 경력개발 등 개인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2. 연구의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분석은 공공서비스의 제공방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흐름에 크게 두
가지 이론적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여는 공공
서비스의 내부화 ‘과정’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최근 인소싱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북미의 연구자들은 주로 지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인소싱-아웃소싱 판단에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Hefetz & Warner, 2012; Warner & Hefetz,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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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런 연구들이 주기적으로 설문을 반복하면서 지역(카운티) 수준에서 공
공서비스 제공방식의 추세를 진단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역공무원을 중심에 둔 행위자 관점의 접근은 실제 인소싱이 일어나는 세
부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다. 본 연구는 이러
한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며, 인소싱의 구체적인 형태가 결정되는 과정, 그리
고 그 과정에 개입하는 주요 행위자들과 그들의 역할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특
히 사회적 선택이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 내부화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뿐만 아니라 내부화 이
후 그것의 개인 및 조직 수준의 결과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
화된다.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만 많았지,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개인수준
에서 내부화를 통해 상담원들의 직접고용은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기
여했고 이는 민간위탁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때 나타났던 조직수준의 문제
점, 즉 높은 이직률과 숙련형성을 저하를 해결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유사
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들이 내부화 과정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공
공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관점보다는 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관리자
관점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본 연구는 노조결성, 시민단체와의 연대 그리고 파
업과 같은 서비스 제공 당사자들의 선택과 행동이 내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집
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폭을 확장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최근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북미 및 유럽국가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인소싱 추세에 대한 연구흐름을 제도적 맥락이 상이
한 동아시아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차이는 북미지역에 비해 지
자체장 의지 또는 정치적 맥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보다 체계
적인 비교분석틀을 통해 제도적 맥락이 공공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미치는 영향
을 이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정책적 함의
정부에 의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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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가장 중요한
함의는 내부화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당사자들의 참여와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120다산콜재단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행
동과 노조를 통해 의사결정과정 및 이후 1년간 실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
여한 결과 다양한 조직성과 지표들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내부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화 방식의 결정 이후 그것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도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둘째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담당자 또는 지자체장은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의 경제적 함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함의를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자체들은 오랫동안 거래비용이론에 따라 주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서비스의 방식을 결정하였다. 물론, 과거 비용편익분석조차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체로 아웃소싱의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키우는 방향으로
실시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재정
적 전망에 따라 지역사회에 장기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을 내린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Siemiatycki, 2010). 120다산콜재단의 사례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을 둘러싼 민주적 숙의과정이 지역의 시민사회 및 노조의
정책적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이는 향후 지역의 다른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20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은 내부화로 인한 조직적, 개인적 성과가 컸
지만 앞으로 극복해야 할 다양한 과제도 남겨두었다. 첫째, 민간위탁 업체의 통
합에 따라 상담노동자들 간의 폐쇄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재생산되고 있다.
과거의 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하에서 구축된 상담원들 간 비공식적 네트워크
는 조직이 통합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담노동자 간
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가로막고 갈등을 유발해 콜 품질 향상을 가로막을 수 있
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둘째, 과열경쟁을 유도하던 월별 성과평
가제도가 사라지면서 일부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발생했다. 매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량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축소되고 상담원 간 임금격차가 축소되자
일부는 업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따라서 물질적 인센티브
로 자극되는 외재적 동기 대신 일의 의미와 같은 내재적 동기를 자극할 조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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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120다산콜재단의 정보접근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독립된 조직으로서 지위를
획득했지만 여전히 상담원의 시청, 구청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 신설 정책 및 변경된 정책에 대한 정보가 다산콜재단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향이 아직도 존재한다. 신속한 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원
의 전문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단과 시청 간에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연구한계 및 이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거의 처음 일어난 인소싱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다산콜센터의 재단화 과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2017년 5월 정권
교체와 함께 전국으로 확산된 공공서비스 내부화 정책의 주요 모델 중 하나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는 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단일사례조
사가 갖는 한계 역시 뚜렷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일반화가 가능한 함의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주요 공공부문 인소싱 사례들을 비교분석해서 구체적인
인소싱 방식들과 그 방식을 낳은 지역의 정치적 지형 등을 이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다산콜센터 모델의 담론적 역할, 즉 타 지역의 공공서비스 내부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에 의해 다산콜센터 재단화 과정이 어떻게 호출되고 반
박 또는 활용되는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한계는 아웃소싱의 인소싱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논리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는 공공서
비스의 내부화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부화된 인력의 내부화를 반대하는 기존 정규직 인력
들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어떤 담론적 형태로 표출되고 어떤 정치적 협상과정
을 촉발시키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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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cess of Direct Employment of Agency Workers in
Public Sector and its Performance Implication : Case Study
of 120-Dasan Call Center in Seoul, South Korea
Jung Heungjun․Noh Sungchul․Kim Jeonghun
Given a growing trend for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to internalize
non-standard workers into regular, permanent ones, we attempt to theorize the driving
forces for and performance implication of the transformation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120-Dasan Call Center, the first public service to have internalized
previously contracted-out workforce. We first identify the antecedents to the
transformation in employment status which include labor-friendly local government
and the incongruence between governance structure and public service delivery.
Our findings also illustrate the distinct roles the major stakeholders of the public
service such as the union and civil organizations played in legitimizing the
transformation into direct employment. Finally, we found directly employment of
the contracted-out workforce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e call center by enhancing communication efficiency, streamlining
support tasks, and institutionalizing labor relations. Further, the agency workers
who became directly employed by the call center reported high level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as well as a sense
of career development. Our findings make theoretical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on ‘contract-back-in’ by showing its overall process and outcomes. From the policy
perspective, this paper highlights the societal value of internalization of public service
providers and offers insights into the challenges after the change in employment
status.
Keywords : public sector, call centers, employment relations, internalization, direct
employment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 요령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 요령
1. 원고투고 요령

1) 『노동정책연구』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께서는 350 자 이내의 국문초록, 영
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5 개 이하의 핵심용어를 포함하여 25 페이지(논문양식
참조) 이내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마감일까지 논문을 아래의 ‘원고작성
요령’ 에서 제시하는 체제로 통일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시 투고신청서와 원고(
글파일)를 함께 제출한다. 논문투고 및 투고신청서 다운로드는 [본원 홈페이지
(www.kil.re.kr)－참여광장－노동정책연구 원고모집]에서 가능하다.
2) 『노동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에 대한 논평(comment)과 답변(reply)도 아래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제출한다.
3)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일
학술지의 발간 횟수는 연 4 회로 하며, 매년 3 월 30 일, 6 월 30 일, 9 월 30 일, 12 월
30 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투고 시기
학술지의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접수는 항시 한다.
5) 제출된 논문은『노동정책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
를 결정한다.
6) 제출 :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본원 홈페이지(www.kil.re.kr)－참여광장－노동정책
연구 원고모집－논문투고]
2. 원고작성 요령

1) 편집순은 章은 I, II, III, 節은 1, 2, 3, 項은 가, 나, 다 순으로 표기하고, 그 이하
는 1), 2), 3)으로 표기한다.
2) 인용 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
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는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 참고문헌’
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4) 표와 그림의 경우는 장, 절, 항 구분 없이 < 표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하며 세
분화하지 않는다.
5) 논문 첫머리의 저자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공동
연구인 경우 주연구자(제1 저자) 를 먼저 표기해야 하며, 책임연구자⋅공동연구자
의 소속과 지위 및 e-mail 주소가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139

140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3호

6) 논문 양식 (아래글)
편집 용지
용지종류
위쪽여백
아래쪽여백
왼쪽여백
오른쪽여백
머리말
꼬리말

글자 모양

A4
49
49
44
44
9.5
0

글자 크기
글꼴
장평
자간

10.8
신명조
100
-10

문단 모양
정렬방식

혼합

들여쓰기

10
170

줄간격

* 표는 ｢선그리기｣가 아닌 필히 ｢표편집｣으로 작성
(글자 크기: 10, 줄간격; 135)
7) 영어 논문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준한다.
8) 이상의 원고작성 요령과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3.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중 국문 및 동양문헌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꺾쇠(｢ ｣)
로 표기하고,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이중꺾
쇠( )로 표기한다. 영문의 경우, 논문명은 큰따옴표(“ ”)로 표기하고, 책명이나
저널지는 이탤릭체 로 표기한다.
2) 저자명에 있어 국문은 가나다순, 영문은 알파벳순으로 배치하고, 동일 저자의 여
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되,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a, b, c 로 구분한다.
3) 국문 및 동양 문헌
정기간행물 : 필자( 발행연도). ｢논문명｣. 서명 권( 집) 호 : 페이지 순으로 표기
단행본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4) 영문 문헌
정기간행물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volume(number) : 페이지
순으로 표기
단행본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5) 신문기사는 신문명, 기사명, 발행연월일,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6) 아래 예의 각 경우를 참고하여, 순서, period, comma, colon 등의 기호, space, 대
소문자 등에 유의한다.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 요령 

141

7) 예

금재호․조준모(2001).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노동
경제논집 24 (1) : 35~66.
이철수(1994). ｢블루라운드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방안｣. 노동법학 4 : 199~222.
차철수(1998). 노동시장의 변천사. 박영사. pp.25~36.
유범상(2006). ｢사회적 합의｣. 이원덕 편. 한국의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pp.124~149.
Bernhardt, A., Morris, M. Handcock, M. S. and M. A. Scott(1999). “Trends in Job
Instability and Wages for Young Adult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4) : 65-90.

Kim, Shik Hyun(1996). Human Resource Management. Myok Publishers.
pp.283-307.
Beaumont, P. B(1996).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In Dale
Belman, et al.(eds.). Public Sector Employment in a Time of Transition.
Madison : IRRA. pp.283-307.
Ruiz, Javier Astudillo(2002). “The Spainish Experiment : A Social Democratic
Party-Union Relationship in a Competitive Union Context.” Center for
European Studies, Working Papers No.83.

노동정책연구 목차 색인
- 2001년 7월호(창간호)～2018년 6월호(제18권 제2호) -

◐ 창간호(2001년 7월)

▪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황
덕순)

▣ 특집
▪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정진호)
▪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 및 세부담 분
석(성명재)
▪ 한국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이정
우․이성림)

▣ 연구논문
▪ 퇴직보험 활성화와 임금채권보장기금 부

▪ 미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 파트
타임과 풀타임(안주엽)
▪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공공선택의 관점에서(조준모)
▪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 독일 경영조직법의 개정배경과 주
요 개정내용(박지순)

▣ 노동통계
▪ 상시인구조사(CPS)의 이해(강석훈)

담금체계 개선방안(김호경)
▪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조준모)
▪ 임금식과 생산성변수의 역할(허재준)

▣ 노동전망

▣ 정책자료
▪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과
제(장홍근)

◐ 제2권 제1호(2002년 3월)

▪ 2001년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이주희)

▣ 특집 : 노동시장과 교육
▣ 정책자료
▪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ILO의 입장과 정책
적 시사점(윤석명)
▪ 유럽연합의 2001년 고용가이드라인(문성
혁)

◐ 제1권 제2호(2001년 12월)

▪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
한 연구(이병희)
▪ 청년의 학교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안주
엽․홍서연)
▪ 대학교육의 경제학(장수명)

▣ 연구논문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도입이 사교육비

▣ 연구논문
▪ 직종특성과 성별 직종분리 : 미국 노동시
장의 사례를 중심으로(황수경)

지출에 미치는 효과(김우영)
▪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과 지역정책(박
영구)

▪ 공공직업안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유길상․임동진)

▪ 공기업의 여성고용 현황과 관련 정책의
분석(김영옥)

▪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
(조용만)

▣ 연구논문
▪ 직업훈련 참가결정에 관한 연구(김주섭)

◐ 제2권 제2호(2002년 6월)
▣ 특집
▪ 고령화사회와 노동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장지연․호정화)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이혜훈)
▪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청의 신인구추계 결과를 중심
으로(윤석명․박성민)
▪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직종에서의 연
령분리현상(박경숙)
▪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이정)

▣ 연구논문
▪ 자연․공학계열 졸업여성의 직업력 분석
(황수경)
▪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Upward
Mobility : The Case of Korea from 1962
to 2000(Park, Se-Il)

▣ 정책자료
▪ 인구의 고령화 : 경제 현안과 도전받는 정
책(안주엽․홍서연)

◐ 제2권 제3호(2002년 10월)
▣ 특집
▪ 여성 성별 분리와 가치 차별에 대한 다층
분석(조혜선)
▪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간의 성별 임금격
차 차이의 요인 분해(전병유)

◐ 제2권 제4호(2002년 12월)
▣ 연구논문
▪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
(이병희)
▪ 비정규직 활용의 영향요인(김동배․김주일)
▪ Economic Crisis, Income Support, and
Employment Generating Programs : Koreas
Experience(Jai-Joon Hur)
▪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욱)

◐ 제3권 제1호(2003년 3월)
▪ 노동법의 규범력 위기(채호일)
▪ 특수형태근로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보험설계인, 골프경기보조원 및 학습
지교사에 관한 실증분석(김동배․김주일)
▪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확률의
동태적 분석(김우영)
▪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박경숙)
▪ 장애인-비장애인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
효과(황수경)
▪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유길상)
▪고용안정사업의 효과 :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중심으로(금
재호)
▪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교육훈련(김동배․
김주섭․박의경)

◐ 제3권 제2호(2003년 6월)

▪ 고용조정의 결정요인 : 감원계획과 일자리
소멸을 중심으로(이규용․김용현)

▣ 연구논문
▪ The Effect of Bargaining Structure

◐ 제4권 제1호(2004년 3월)

Change on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Korea(Young-Myon Lee․In-Gang Na)
▪ 노사의 전략적 선택,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가, 경영성과간의 관계(이동명․김강식)
▪ 내부노동시장의 성격과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노용진․원인성)
▪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이규용․김용현)

◐ 제3권 제3호(2003년 9월)
▣ 연구논문
▪ 한국 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 관대성,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심창학)
▪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김유선)
▪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
(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황수경)
▪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
용실태와 개선방안(황덕순)
▪ 인사관리시스템의 선행요인에 대한 탐색
적 연구 :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김동배․
임상훈․김재구)

◐ 제3권 제4호(2003년 12월)
▣ 연구논문
▪ 노동력 활용지표에 관한 소고 : 여성 유휴
인력 지표를 중심으로(황수경)
▪ 자격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정보통신기술이 작업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양호한 노동(Decent Work)의 관점
에서(황준욱․허재준)

▪ 일본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JPSC)의
소개(김기헌)
▪ 2003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과 정책과제
(이동명․김강식)
▪ 지역간 노동이동 연구(정인수)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법적 권한이 기
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이상민)

◐ 제4권 제2호(2004년 6월)
▪ Determinants of Intra-Regional Migration
and Effects of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in East Asia(Yasushi Iguchi)
▪ Globalization, Logics of Acti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National Government
Roles(Sarosh Kuruvilla․Anil Verma)
▪ Globalisation and Changing Patterns of
Employment Relations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Frameworks(Greg J. Bamber․
Russell D. Lansbury․Nick Wailes)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판례와 행정해석 분석 및 입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장의성)
▪ 자동차운수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개념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방안 모색의 기초
(이상희․배규식․조준모)
▪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
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황
수경)

◐ 제4권 제3호(2004년 9월)
▪ Labor Relations and Protection of Labor

Rights under Globalization : Core Labor
Standards in China(Chang Kai)
▪ The Changing Labor Market,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r Policy(Tadashi
Hanami)

(이수진)
▪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문
무기)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
(小考) (박은정)

▪ 고용촉진훈련의 성과에 관한 연구(남재량)
▪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제5권 제2호(2005년 6월)

적용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장의성)

▣ 연구논문

◐ 제4권 제4호(2004년 12월)

▪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김주섭)

▣ 연구논문
▪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고용 유연화가 기업의 훈련투자에 미치는
영향(정재호․이병희)
▪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작업조직 설계(이
동명)
▪ Alternative Retirement Plans and the
Salary Peak System in Korea(Semoon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변금선)
▪ 일본 남녀고용평등정책의 현재(다케나카에
미코)
▪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
요인 분석 : 보건의료노조의 사례(이주희)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김소영)

Chang)

◐ 제5권 제3호(2005년 9월)
▣ 특별기고논문
▪ 노동조직 연구에서 젠더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키모토키미코(木本喜美子))

◐ 제5권 제1호(2005년 3월)
▪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최옥금)

▪ 경기변동과 일자리소멸 : 생산성에 따른
선별을 중심으로(김혜원)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실인
가 (김용현)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
안(유길상)
▪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이철수)

▪ 연결망 접근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적 노동

▪ Including Informal Sector Workers In

운동’의 가능성 :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s(허재준)

주의적 전통의 복원(은수미)
▪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재정 추정(최강식․
정진화)
▪ 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이승렬)
▪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 제5권 제4호(2005년 12월)
▪ 노사관계로드맵 쟁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을 중심으로(조준모ㆍ이원희ㆍ이동복)

◐ 제6권 제3호(2006년 9월)

▪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박성재)
▪ 한국 기업의 퇴직연금제 선호에 관한 연구: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와 제도유형을 중심
으로(반정호)
▪ 사업장내 전자우편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n E-mail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이창범)

▪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위험(이병희)
▪ 미국의 해고자유원칙과 그 제한의 법리
(박은정)
▪ 노동조합이 기업의 유연화에 미친 영향
분석(이시균․김정우)
▪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규창․
김향아)

◐ 제6권 제1호(2006년 3월)

▪ 한국과 중국 근로자들의 이중몰입 실증

▣ 연구논문

▪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해석

연구(이을터․이장원)
▪ 비고용인구의 노동력상태 이행 역동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김가율)
▪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성지미․안주엽)

및 입법의 한계(이상희)
▪ Poverty, Altruism, and Economic Growth
(Lee, Injae)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호원․이종구․김두중)
▪ 성과배분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배․이인재․장지예)
▪ 노동조합의 전투성에 관한 연구(이병훈․
윤정향)

◐ 제6권 제2호(2006년 6월)
▪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 비교
(조성재)
▪ 비정규노동의 나쁜 일자리에 관한 실증연구
(이시균)
▪ 근로자 참여와 비정규직 고용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 연구(권순식)

◐ 제6권 제4호(2006년 12월)
▪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성지미)
▪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김경휘ㆍ반정호)
▪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
(신동균)
▪ 근로자 의사대표기제(Voice Mechanism)
로서의 노동조합, 근로자참여에 대한 비교
연구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률을 중심으로
(권순식․박현미)
▪ 일본 노동조합 재정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최영진)
▪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훈련(김우영)

▪ 사회협약 안정화 과정 비교 연구(임상훈)

▪ 고성과 지향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관리에

기술혁신 : 노동자 태도의 매개효과(허찬영

관한 연구(김재환)

ㆍ이현도)

▪ 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박제성)
▪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
(김동헌․유길상)

◐ 제7권 제1호(2007년 3월)
▪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장

지연․양수경)

◐ 제7권 제3호(2007년 9월)

▪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진숙경․김
동원)
▪ 한국 산별교섭에 대한 국제비교론적 평가
(조준모․이원희)
▪ 유럽에서 단체교섭 법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문제(박제성)
▪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 울산
동구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한상
진․김용식)
▪ 기업에서의 승진 결정요인 변화 : MF 외
환위기 전후 한국 대기업 인사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엄동욱)
▪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손향미)

◐ 제7권 제2호(2007년 6월)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조상균)
▪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자총협회의 역할과
전략적 행동 : 법정근로시간 단축 협상을
중심으로, 1998～2003(전인)
▪ 한미 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
실태(문무기)
▪ 조직문화,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김진희)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
방안(김재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 한국의 지역노동시장 조정의 동학(김혜
원)
▪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
2003년과 2005년(박기성․김용민)
▪「사업체패널조사」의 고용관련 여성차별
과 그 결정요인(성지미)
▪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판례상 근
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강성태)
▪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김동배․이인재)
▪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 :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박제성)
▪ 비교사례(영국, 아일랜드) 접근을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social pact) 성립의 제도
및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심상용)

◐ 제7권 제4호(2007년 12월)
▪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남준우)
▪ 적립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윤정열)
▪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이
승렬․최강식)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강병구)
▪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합리성 가설과 비합리성 가설
의 검증(김윤호)
▪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Status among
Salaried Workers in Korea(김진숙)

방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 항만노동체제의 전환과 동학(백두주)

(윤조덕․한충현)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 : 주요 개념을 중심
으로(이상우․장영철)
▪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 영․
미․일의 사례와 시사점(장화익)

성격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박은정)
▪ 지역노동시장정보의 빈곤 극복을 위하여 :
구․시․군 소지역 고용통계를 중심으로
(심상완․정성기)

◐ 제8권 제1호(2008년 3월)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지표의 문제점 :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 출산, 고용, 성장 간 상호연관성 연구 : 구조적
VAR모형을 중심으로(박추환․한진미)
▪ 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 분석(황수경)
▪ Is Good Beginning Half Done? : Measuring
the impacts of non-regular initial employ
ment on future employment prospects
in Japan(Joon Young Kim)
▪ 전공불일치 결정요인과 전공불일치가 근속과
임금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임찬영)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남기곤)
▪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 :
영국의 사례(황덕순)
▪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 영국․독일․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김형기)
▪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 : 제조업 사내하청을
중심으로(은수미)
▪ 공직사회의 노동자참여(EI)와 발언, 노조
몰입에 관한 실증연구(박재춘)

▪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강동욱)

◐ 제8권 제2호(2008년 6월)

◐ 제8권 제4호(2008년 12월)
▪ 근로생애사와 노동시장 성과(신동균)
▪ 연봉 차등폭이 보상수준 만족에 미치는

▪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김상호)
▪ Another Look at Affirmative Action :
Voices of U.S. Beneficiaries(Haejin Kim)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에
관한 비교 연구(이병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이준희)
▪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과 한국에서의 가능
성 : 이론 검토 및 선진국 비교연구를 중
심으로(임상훈)
▪ 2000년대 독일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국가의
미시적 작동방식 변화(황규성)

◐ 제8권 제3호(2008년 9월)

영향(김동배․김기태)
▪ 특수형태근로부문의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조선주․최윤영)
▪ 회생․파산절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
협약에 미치는 영향(양형우)
▪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 도시 임금소득
자 가구를 중심으로(이성균)
▪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상호)
▪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이민우․이영진․한
재창)

▪ 패널 자료로 추정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
성(강승복․신동균)
▪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 국민노후보장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엄동욱)

◐ 제9권 제1호(2009년 3월)
▪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전현

배․이인재)

◐ 제9권 제3호(2009년 9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익률에 대
한 연구(서병선․임찬영)
▪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
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
널」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전
승훈․홍인기)
▪ 공공기관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동명)
▪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조성혜)
▪ 국내 단체교섭구조 및 그 결정요인과 산
업별 다양성: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고찰(정
주연)
▪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황선웅)

▪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조동훈)
▪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효과 연구(조선주)
▪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종단면 연구(서인석․김우영)
▪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의 인사제
도 내재화, 조직몰입 및 품질경영활동에 미
치는 효과: 제조업종을 대상으로(김진희)
▪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직 명료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
직자를 대상으로(김 균)
▪ 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
체사례 연구(노병직․이준우)

◐ 제9권 제2호(2009년 6월)

▪ 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가 노
사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 기업지배구조

▪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
에 대한 연구(신동균)
▪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영향(박진희)

에 관한 이해관계자 관점을 중심으로(김
동주)
▪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이영면․김환일)

▪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노용
진․채창균)

◐ 제9권 제4호(2009년 12월)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김재훈)
▪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
색적 시도(김동원․이규용․권순식․김영
두․진숙경․김윤호)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의
도전과 기회 : 대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
의 의식조사 사례 중심(전 인)
▪ 복수노조 갈등 : 이론과 현실(김태기)
▪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
(少論)(박은정)

▪ 이자율 옵션모델(CIR)의 적용을 통한 산
재보험의 적정 연금 ․ 일시금 수준의 평
가(신종욱․마승렬)
▪ 도시의 산업 특성과 고용 성과(전병유)
▪ 작업장 혁신 담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최
영섭)
▪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이영면․이동진)
▪ 특수고용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의향 : 노동조합, 직무 자발성의 조절작

용 탐색(권순식)
▪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분석을 중심
으로(조용만)
▪ 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
트너십: 서구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이 선)
▪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정진우)

and Labor Market Equilibrium (Byung
Woo Kim)
▪ 고용보험법의 현행 적정적립금 기준 평가와
대안 지표로서의 준비율 배수(허재준․김동헌)
▪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손종칠)
▪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정병석)
▪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and

◐ 제10권 제1호(2010년 3월)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 Do They
Make Workers Work Harder, Smarter,

▪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 :
패널연구(하태정․문선웅)

or Kinder?(Haejin Kim)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조상균)

▪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 연봉제의
사례(김동배)

◐ 제10권 제3호(2010년 9월)

▪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 : 국제비교와 정
책적 시사점(김동헌)
▪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
(유길상)
▪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통합
적 연구(심용보․이호창)
▪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이승욱)
▪ 영국의 사업장 내 징계해고절차에 관한
연구(김근주)

▪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전과정에서 영어
의 역할(김진영․최형재)
▪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안태현)
▪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조동훈)
▪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 임금차
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백학영․
구인회)
▪ 기업특성과 가족친화제도 활용 용이성 :
여성관리자의 육아휴직 및 본인병가제도
활용을 중심으로(민현주)

◐ 제10권 제2호(2010년 6월)
◐ 제10권 제4호(2010년 12월)
▪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Yanggyu Byun․Joo-Young Jeon)
▪ 경력개발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
교육훈련에 대한 보완 효과(강순희)
▪ R&D Investment,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Korea: Technological Progress

▪ 주성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변양규)
▪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 :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유길상)
▪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남재량․박기성)

▪ 경영진의 지원과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김진희)
▪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
어서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 연구(장의성)
▪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 노조 간 조직경쟁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KiWook

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노용진)

Kwon․Dae Yong Jeong․JohngSeok Bae)

▪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새

▪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참여와 참여적
작업조직활동 모색 : 노사관계의 역할을
중심으로(김현동․이동진)
▪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남녀차별적
지급기준(강선희)

로운 평가 방안(정인수․지승현)
▪ 노동조합 전투성과 온건성: 조합원들의 사
회 심리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권순식)
▪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정장훈․조
문석․장용석)

◐ 제11권 제1호(2011년 3월)
◐ 제11권 제3호(2011년 9월)
▪ 팀내 임금격차가 심화되면 팀 성적이 향
상되는가? : 한국프로야구 데이터 분석을

▪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김혜원)

중심으로(김정우․김기민)

▪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

▪ 성과주의 임금 도입의 영향요인 : 한일 비
교(김동배․김정한)
▪ 지역간 이주, 경제활동참가, 직업훈련의 동
시 의사선택에 관한 실증분석(김주섭․정
원일․전용일)

(남성일․전재식)
▪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 경력 초
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성지미)
▪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 추정(조선주)

▪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석상훈)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실질적 사용자의

▪ 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성과

판단: 부당해고의 구제를 중심으로(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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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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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취업자의 가구 및 일자리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자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박은선․김지범)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 직무만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성지영․남은영․홍두승)
▪이직으로 행복해지는가? KLIPS를 이용한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이직 전후 직무만족의 변화 분석(김진하․
정재윤․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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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노동시간 변화와 노동소득 불평등 연
구(안서연)
▪장시간 근로 개선의 고용효과 추정(김남
현․이해춘․김승택)
▪지역 간 임금격차에 대한 고찰: 수도권․비
수도권을 중심으로(이종수)
▪해외직접투자와 노사관계 전략: 브라질 현
대자동차의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김동원)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이기일․강을영)

연구(이영면․나인강․박재희)

◐ 제17권 제3호(2017년 9월)
◐ 제17권 제1호(2017년 3월)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고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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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박미희)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조
선주․민현주)
▪경제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
는 효과 분석(박문수․이경희․김종호)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
용성과 비교연구(남재욱)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전개와
시사점(박선영)

◐ 제17권 제4호(2017년 12월)

을 대상으로(김우영․이정만)
▪영유아기 양육형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업훈련과 이직: 직업훈련은 과소공급되고
있는가?(유경준․이인재)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
을 주는 요인(김나영)
▪직무요구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퇴근 후
모바일기기 업무사용과 일-가정 갈등의 다
중매개역할(박재춘)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 및 개편방
안에 관한 소고(김태욱)

◐ 제18권 제1호(2018년 3월)
▪개방적 소통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
향: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및 상호작용 공정
성의 매개효과(강수돌)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의 관계: 인적자본 특성 및 인적자본 수준
의 조절효과(옥지호․박오원)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
향: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유혜림)
▪정부의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양정승)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배열 유형과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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