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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 :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

권 혜 자**
이 혜 연***

이 연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알려진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에 취업하
는 대졸 청년층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
로조사자료를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정보와 연계하여 사용했다. OLS 분
석결과를 보면, 대기업집단의 임금 프리미엄은 22.8~26.4%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은 7.2~11.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조건 분위회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기업집단
의 임금 프리미엄은 고임금계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핵심용어 : 대기업집단, 중견기업, 임금 프리미엄, 무조건 분위회귀

I. 문제 제기

대졸 청년층의 대기업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중견기업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
논문접수일: 2018년 4월 26일, 심사의뢰일: 2018년 5월 11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7일
*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대기업 집단 계열사 및 중견기업의 고용변화와
청년고용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onestep1@keis.or.kr)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hylee0527@keis.or.kr)

2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1호

아졌다. 청년층이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것은 대기업 집단이 제공하는 고임
금과 양호한 근로조건 때문인데, 중견기업의 임금수준이나 고용관행에 대해서
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집단과 같은 상품시장 지배력을
갖지는 못했지만, 매출과 자산 등에서 일정한 규모를 가진 안정적인 기업이라
는 점에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글은 대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이 그로 인해서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문제는 그동안 기업규
모 간 임금격차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 글에서는 고용규모의 문제보다
는 기업이 갖는 시장지배력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 아닌 중간 고용규모의
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중견기업의 법적 요건에는 사실상 고용규모에 대
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의 개념은 2011년「산업발전법」
에 처음
정의되었으며, 2014년「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
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견기업은 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이 아니
고,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한 기업을 의미한다.1) 구체적으로 보면, 중견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
억 원 이상 5조 원 이하이면서 대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다(표 1 참
조).2)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1987년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에 의해 규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
래법에 따라 계열사 간에 맞교환식 출자를 할 수 없고, 빚보증을 하지 못하며,
중소기업이 받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법적 정의에 따라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우리가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에 나타난 임금근로자들이
어떤 기업에 취업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졸 임금근로자의 기업정보와 대
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의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고, 2014년 기준으로 대졸 청년
1) 중소기업청․중견기업연합회(2016).
2)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2016년부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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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집단의 정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견기업

대기업집단

- 업종별 평균매출액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등이 규모기준에 부
규모기준 초과(단, 예외업
합하고
종 있음)
- 자산총액 5천억 원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미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 좌동
집단이 아닐 것

독립성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
상인 법인의 피 출자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관련 법률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법
기업집단 소
인의 피 출자기업이 아닐 것
속회사
(단, 지배기업으로 비영리법
인 포함)
②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법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인의 피 출자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
기업
과하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
중소기업 기본법(일반
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특 공정거래법 등
법)
별법)

자료 : 중소기업청․중견기업연합회(2016).

임금근로자의 기업집단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재구축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청년층의
인적 속성과 출신대학의 속성, 일자리의 속성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대기업집
단 또는 중견기업 취업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둘
째,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통제한 이후에도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존재하
는가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는 사실상 상품시장의 지
배력을 갖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임금격차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집단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의 수혜를 받는 계층
이 저임금계층과 고임금계층 중 어떤 임금계층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대
기업집단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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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대기업집단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임금격차를 분석한 기존
의 연구는 거의 없다. 권혜자(2017)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정보와 고
용보험 자료를 연계하여 대기업집단의 고용변화를 분석했는데, 2013년 이후 대
기업집단에서 청년층의 순고용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집단의 자산증가율
이나 순이익 증가율이 고용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이윤창출이 고용창출로 연
계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글은 그 후속연구의 성격으로, 대기업집단
과 중견기업에 취업한 대졸 청년들의 임금 프리미엄을 다루는 첫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기업집단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연구는 주
로 기업규모나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에 주목해 왔다.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
자의 인적자본과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서 기업규모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인적
자본이론, 대기업에서 노동자를 선별하거나 감시하는 비용(screening and
monitoring costs), 또는 훈련비용을 낮추기 위해서(Oi,1990) 노동자의 태만을
방지하고 이직을 낮추기 위해 고임금을 지불한다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
이론,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해서 얻은 이윤을 노동자와 공유하기 때
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이론(Mellow, 1982; Katz & Summers, 1988), 그
외 노동조합의 위협효과(Feeman & Modoff, 1981)도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고숙련 노동자보다 저숙련 혹은 중숙련 노동자에게 많은
임금 프리미엄을 지불함으로써 임금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연구도
있다. Cobb & Lin(2017)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사업체 규모별 임
금 프리미엄을 무조건 분위회귀(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모형으로 분
석한 바 있다.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는 대기업의 존재가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대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이 고임금계층보다 저임
금 또는 중간임금계층 노동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9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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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사업체 규모별 임금 프리미엄의 추이를 보면, 고임금 노동자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주로 중․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현저하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임금불평등을 완화했던 대기업의 역할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내부 노동시장의 붕괴와 새로운 고용계약의 출현
등으로 설명된다.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와 관련한 비교적 최근의 국내연구는 횡단면 자료 분석
보다는 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조동훈(2009)은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
해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횡단면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고정
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는 횡단면 분석에 비교할 때 크게
감소했는데, 10인 미만 기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29인 5.1%, 30~99인
5.5%, 100~299인 8.0%, 300~999인 7.1%, 1,000인 이상 8.8%로 나타났다.
손홍엽․김기승(2013)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기업규모별 임금격
차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횡단면 분석에 비
해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에서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격차로 나타났으
며, Oaxaca-Blinder 모형으로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기업규모 간
근로자 특성의 차이가 차별적 요인보다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양준석․박태수(2016)는 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해
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실증 분석했다. 자료의 특성상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간 임금격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정규직의 임금 프리미엄이 대기업, 특히 노조가 조직
된 대기업에서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횡단면 자료분석에서는 임금격차의 과대․과소
추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거나 분위
회귀 분석(quanti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분위회귀 분석을 이용
한 임금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김유선(2009) 및 정이환(2015)의 연구가 있
다. 이들의 분석결과에서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기업의 특성 또는 기업규모
간 임금결정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유선(2009)은 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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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위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한국노동시장의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사업체조사 자료의 분석에서는 규모 간 격차는 하위 임금 분위일수록 크
고 상위 임금 분위일수록 작다는 결과를 얻은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석
에서는 대부분의 분위에서 규모 간 임금격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이환(2015)은 한국의 임금불평등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미
국, 영국, 독일의 노동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임금분위별 임금불평등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
은 OLS와 무조건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규모의 회귀계수가 한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고임금계층일수록 격차가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한국에서 대
기업의 고임금 노동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조건 분위회귀 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은 앞서 소개한 Cobb
& Lin(2017)의 연구와 같이 기업규모 간 임금 프리미엄이 어떤 임금계층에 주
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다룬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임금회귀분
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OLS는 임금분포의 평균(mean)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
금변수와 같이 종속변수가 정규분포가 아니거나 이상치가 많은 집단에서 설명
변수의 영향력을 과소 추정하거나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분위회
귀 분석은 임금분위에 대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집단 또는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이 저임금계층이나 중간임금계층,
고임금계층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피르포, 포틴, 르뮤(2009)에 의한 무조건 분위회귀 분석은 종속변수의 무조건
분위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를 추정한다. 조건부 분위회귀가 모든 개인
들의 관찰된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분포에서 개인의 위치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 무조건부 분위회귀는 어떤 특성도 통제되지 않은 전체 분포에서 개인
의 위치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실제 임금분포에서 존재하는 고임금계층과 저
임금계층에 대한 설명변수의 영향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
르포, 포틴, 르뮤(2009)는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의 무조건 분포에 미치는 영향
을 계산하기 위해 재중심화 영향함수(RIF :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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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종속변수의 개별 관측치에 대한 RIF
를 식(1)과 같이 계산하고, 다음으로 각 임금분위별로 RIF를 종속변수로 사용
하여 OLS 추정결과를 얻는다.3)
    ≤   
          
    

(1)

여기에서   는 종속변수  의  분위 값이고  는 식 내부의 값들이 참이면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는  의 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무조건부 분위회귀에서는 모든 설명변수가 외생적임을 가정
한다(전종섭․허식, 2018).
최근에는 RIF를 이용한 무조건 분위회귀를 이용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조건 분위회귀 모형을 사용한 관련 연구는 이외에도 성별 임금격차(김수현,
2015), 노동조합의 임금분배 효과(이병희, 2017), 유리천장(허식․엄주영, 2017)
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Ⅲ. 자료의 재구축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14GOMS) 원
자료를 기업정보와 연계하여 재구축한 자료이다. 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는 2013년 8월 및 2014년 2월에 졸업한 전문대학 이상 대학졸업자를 대상
으로 2014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이 조사는 졸업 시점에서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먼저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에 나타난 대졸 임금근로자
의 현재 일자리가 대기업집단인가 중견기업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
는 원자료에 나타난 대졸 임금근로자의 현 일자리 정보를 대기업집단과 중견기
3) 무조건 분위회귀 모형의 설명은 전종섭․허식(2018), 김계숙․민인식(2013), 피르포․포
틴․르뮤(2009) 등에서 재정리 또는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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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명단과 대조하여 연계했다. 이를 통해서 대졸 청년의 현재 일자리가 대기업
집단 소속인가, 중견기업 소속인가, 아니면 그 외 기업 소속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졸 청년 임금근로자 자료를 재구축하였다(이하 GOMS 2014를 이용
한 기업집단별 대졸 청년 임금근로자 자료로 표기).
<표 2> 기업집단별 대졸자의 구성
(단위 : 명, %)

(집단 1)
대기업집단
계열사

(집단 2)
중견기업

(집단 3)
(집단 4)
그 외 300인 그 외 300인
이상
미만

전체

여성

9.0

5.6

20.0

65.4

100.0
(5,707)

남성

17.4

9.2

21.7

51.6

100.0
(6,456)

13.5

7.5

20.9

58.1

100.0

1,638

913

2,547

7,065

12,163

전체
관측치 수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6), GOMS 2014을 이용한 기업집단별 대졸 청년 임금근로자
자료.

이 글에서 사용한 기업집단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
다. 집단 (1)은 대기업집단 소속 근로자 집단, (2)는 중견기업 소속 근로자 집단,
(3)은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30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집단, (4)는 그
외 300인 미만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집단이다. (3)과 (4)에서 300인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구분한 이유는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취업을 통제한 이후에도 기
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GOMS 2014를 이용한 기업집단별 대졸 청년 임금근로자
자료는 기업정보에 대한 무응답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12,163개의 관측치로
구성되었다(표 2 참조). 이 자료를 기업집단별로 구분해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13.5%, 중견기업 소속 7.5%, 그 외 300인 이상 기업 소속 20.9%, 그 외 300인
미만 기업 소속 5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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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소속 근로자의 특성

1. 기업집단별 근로자의 대학유형과 취업준비
전체 자료에서 청년층이 졸업한 대학유형과 전공계열을 살펴보면(표 3 참조),
4년제 대학졸업자 66.4%, 2~3년제 대학 졸업자 30.4%, 교육대학 졸업자 3.3%
로 나타났다.4)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그 외 300인 이상 기업 집단에서는
70% 이상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외 300인 미만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60.5%로 낮은 편이며, 2～3년제 대학 졸
업자의 비율이 34.4%로 높았다.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는 48.7%가 공학계열 전공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계열(20.9%)과 인문계열(11.2%) 졸업자가 많았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공학계열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
계열(22.3%)과 자연계열(13.8%)의 순서를 보였다. 그 외 기업집단에서는 상대
적으로 공학계열 졸업자가 적었으며, 예체능, 의약, 교육계열 졸업자가 많다는
특징을 보였다.
대졸 청년층이 대학재학 중에 어학연수 경험이나 취업시험 준비 경험을 가졌
는가,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했는가도 양질의 일
자리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림 1]에 의하면, 대학 졸업 후 다
른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8.1%로 나타났는데,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에서는 각각 4.4%와 3.1%로 낮았으며, 그 외 300인 이
상 기업에서는 15.2%로 높았다. 이와 달리 대학 재학 중 어학연수 경험자는 대
기업집단과 중견기업에서 모두 17% 이상으로 나타나, 그 외 300인 미만기업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 교육대학 졸업자는 대학 졸업 이후 노동시장 이행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후의 회귀분석
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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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업집단별 대졸자의 출신대학의 유형과 전공계열
(단위 : 명, %)

대기업집단

중견기업

그 외 300인 그 외 300인
이상
미만

전체

<대학유형>
4년제

73.0

72.9

76.1

60.5

66.4

2～3년제

27.0

27.1

22.5

34.4

30.4

0.0

0.0

1.4

5.1

3.3

100.0

100.0

100.0

100.0

100.0

11.2
20.9
1.4
48.7
10.6
1.2
5.9
100.0
1,638

13.1
22.3
1.4
40.3
13.8
1.8
7.2
100.0
913

11.8
21.0
5.2
25.8
13.6
12.6
9.9
100.0
2,547

9.1
18.1
13.5
24.4
10.4
7.6
16.9
100.0
7,065

10.2
19.4
9.2
29.2
11.3
7.3
13.2
100.0
12,163

교육대
전체

<대학전공>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전체
N

자료 : <표 2>와 동일.

[그림 1]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진학, 어학연수, 취업시험 준비 경험
(단위 : %)

자료 : <표 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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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학 재학 중에 취업시험 준비를 경험했는가 여부도 양질의 일자리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원 자료의 설문에서 재학 중의 취업시
험은 공무원 또는 공단(사), 교원 임용시험 또는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
시험이나 언론사 시험을 말한다. 재학 중 취업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전체의
13.6%로 나타나는데,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근로자는 각각 9.2%와 8.5%에
불과한 반면, 그 외 기업에서는 300인 이상 15.7%, 300인 미만 14.6%로 나타난
다. 이러한 차이는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취업자들이 출신대학 서열이나 재
학 중 취업준비 등에서 다른 기업 취업자들과 차이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2. 기업집단별 청년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직업 및 산업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반면 그 외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활용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 4>에 의하면, 대기업집단과 중견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16% 내외인 반면, 그 외 300인 이상 기업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22.7%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 살펴
보아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율도 그 외 300인 이상 기
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집단별로 산업 및 직업의
차이가 반영된 것일 수 있어 산업 및 직업별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 기업집단별 고용형태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

대기업집단

중견기업

그 외 300인 그 외 300인
이상
미만

전체

<고용형태>
정규직

83.3

83.5

66.3

77.3

76.3

비정규직

16.7

16.5

33.7

22.7

23.7

<종사상 지위>
90.3

92.3

81.9

86.0

86.2

임시일용
근로자

9.7

7.7

18.1

14.0

1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근로자

자료 : <표 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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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그림 2 참조), 제
조업을 제외하면 고부가가치 산업보다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다. 대기업집단 소속은 제조업 37%, 도매 및 소매업 13%, 금융 및
보험업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 6%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소속은 제조업 비중(45%)이 대기업집단
보다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1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
비스업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 6%, 숙박 및 음식점업 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그 외 기업집단 소속
근로자들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고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부표 1 참조).
[그림 2]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산업 분포

(단위 : %)

주 : 그 외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의 산업은 <부표 1> 참조.
자료 : <표 2>와 동일.

직업분포를 보면(그림 3 참조), 대기업집단 소속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29%, 전기․전자 관련직 12%,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기계 관련직 11%,
정보통신 관련직 8%, 건설 관련직 4%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견기업 소속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38%,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4%, 기계 관련직 12%,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5%, 정보통신 관련직 4%의 순서로 나타났
다. 그 외 기업집단 소속의 직업분포에서도 사무관련직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
지만, 영업 및 판매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부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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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직업 분포
(단위 : %)

주 : 그 외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의 직업은 <부표 2> 참조.
자료 : <표 2>와 동일.

3. 기업집단별 청년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기업집단별로 임금․근로조건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은 대기업집단과 중견기
업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월평균 임금수준의 격차는 뚜렷하게 존재한다.
<표 5>에 의하면, 정규직의 정규근로시간은 기업집단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
으나, 초과근로시간은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이 그 외 기업집단에 비해 길었다.
비정규직의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은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에서 상대
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표 5> 소속 기업집단별 주당 근로시간
(단위 : 시간)

대기업집단
중견기업
그 외 300인 이상
그 외 300인 미만
전체
자료 : <표 2>와 동일.

정규직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41.5
6.2
42.0
6.5
42.0
5.7
42.1
4.2
42.0
5.0

비정규직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40.8
5.1
39.5
4.5
39.2
3.9
34.7
2.6
36.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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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수
준은 대기업집단 305.1만 원, 중견기업 245.2만 원, 그 외 300인 이상 기업
228.5만 원, 그 외 300인 미만 기업 191.4만 원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
기업집단 정규직에 비교한 중견기업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80.4%, 그 외 300인
이상 기업 74.9%, 그 외 300인 미만 기업 62.7%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에도 기업집단에 따른 임금수준의 격차가 현저하지만, 정규직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대기업집단의 비정규직에 비교할 때 중견기업의 비정규직은 92.7%, 그
외 300인 이상 기업 81.8%, 그 외 300인 미만 기업 77.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대기업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대기업집단에서 정규직에 비교한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수준은 58.6%인
반면, 중견기업에서는 67.6% 수준, 그 외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64.0%, 그 외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72.1%로 나타났다.
<표 6> 소속 기업집단별 월평균 임금 격차
(단위 : %, 만 원)

정규직
임금수준

비정규직

대기업집단
대비

임금수준

대기업집단
대비

정규직
대비

대기업집단

305.1

100.0

178.8

100.0

58.6

중견기업

245.2

80.4

165.8

92.7

67.6

그 외 300인 이상

228.5

74.9

146.2

81.8

64.0

그 외 300인 미만

191.4

62.7

138.0

77.2

72.1

전체

219.0

71.8

145.7

81.5

66.5

자료 : <표 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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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취업의 임금효과

1. 주요 변수의 설명
이 절에서는 청년 대졸자가 취업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소속, 중견기업
소속, 그 외 300인 이상 기업 소속, 그 외 30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구분하여,
각 기업집단이 청년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7> 주요 변수의 설명
종속변수
로그
lnhwage
시간당 임금
설명변수
기업집단
인적 속성

대학 속성
및
취업준비

고용형태,
직종 및
기업 속성

group1~4
age, agesq
male
marriage
sregion
college
maj1-5
test
lang
trans/grad
fjob
contin
public
union
sized1-5
job
ind

변수설명
월평균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

1 : 대기업집단, 2 : 중견기업, 3 : 그 외 300인 이상 기업,
4 : 그 외 300인 미만 기업(기준집단)
연령 및 연령자승
남성 1 여성 0
배우자여부, 유배우 1, 무배우 0
졸업대학 소재지, 서울권 1, 그 외 0
졸업학교 유형, 2～3년제 대학이면 1, 4년제이면 0
전공계열, 1 : 인문(기준집단), 2 : 사회, 3 : 공학, 4 : 자연, 5 :
의학 예체능. 교육계열은 제외
재학중 취업 시험 준비여부
대학 진학 후 어학연수 경험여부
졸업 후 다른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여부
현직장이 대학졸업 후 첫직장이면 1, 아니면 0
비정규직 1, 정규직 0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여부
노조 가입여부, 가입 1, 비가입 0
기업규모, 1. 1~29인, 2. 30~99인(기준집단), 3. 100~299인,
4. 300~499인, 5. 500인 이상
직종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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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기업집단이 청년 임금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OLS 모형
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를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임금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을 통제한 이후 대기업집단 소속, 중견기업 소속, 그 외 30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기준집단인 그 외 3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주된 설명변수는 성, 연령, 배우자 여부 등 개인의 인적 속성, 대학소재지, 전
공계열 등 출신대학의 속성과 어학연수, 취업시험 경험 등 취업준비와 첫 직장
여부, 고용형태, 직종 및 산업, 노조가입 여부와 같은 기업의 속성과 관련된 변
수를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의 설명은 <표 7>에 나타나 있다.5)

2.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취업의 임금효과(OLS 모형)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등 기업집단이 청년층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OLS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종속변수는 로그 시간당 임금이고, 주
된 설명변수인 기업집단 더미변수는 대기업집단 소속(group1), 중견기업 소속
(group2), 그 외 300인 이상 기업 소속(group3), 그 외 300 미만 기업 소속 근로
자(group4 : 기준집단)이다.
모형 (1)은 기업집단 유형 이외에 인적 속성만을 통제한 것이고, 모형 (2)는
모형 (1)에 출신대학의 속성과 취업준비 속성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다.
설명변수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male)은 여성
에 비해 약 3.7~5.5%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배우자(marriage)
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 졸업한 대학의 속성
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졸업 후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경험자
(trans/grad)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3.5% 낮았으며, 2~3년제 대학 출신
자(college)은 4년제 졸업자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약 9% 낮았다. 서울 소재 대
학 출신자(sregion)의 임금은 비서울권 출신자에 비해서 약 8.4% 높았다. 이러
한 결과는 이 글에서는 통제할 수 없었지만 대학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5) 교육대학 졸업자와 교육계열 전공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이행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이
나 사업체 규모에서 편의를 가져올 수 있고, 임용고시 등 취업시험 준비 등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는 관측치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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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취업의 임금효과 Ⅰ(OLS)
모형 (1)

Coef.

모형 (2)

S. E.

p

Coef.

S. E.

group1

0.344

0.013 ***

0.315

0.013 ***

group2

0.171

0.016 ***

0.150

0.016 ***

group3

0.056

0.011 ***

0.057

0.011 ***

age

0.084

0.006 ***

0.057

0.006 ***

agesq

-0.001

0.000 ***

-0.001

0.000 ***

male

0.037

0.009 ***

0.055

0.010 ***

marriage

0.024

0.074

0.030

0.073

trans/grad

-0.235

0.015 ***

sregion

0.084

0.010 ***

college

-0.090

0.010 ***

maj2

-0.007

0.015

maj3

0.016

0.015

maj4

-0.040

maj5

0.020

0.017 *
0.015

test

-0.006

0.015

lang

-0.022

0.021

-1.217

0.099 ***

상수항

-1.698

0.091

***

p

관측치 수

10,207

10,207

수정 R-sq

0.140

0.172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 <표 2>와 동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학 중 취업시험 준비자와 어학연수 경험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주요 설명변수인 기업집단 변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모형 (1)에서 대기업집
단(group1)과 중견기업(group2)의 임금 프리미엄은 각각 34.4%와 17.1%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300인 이상 기업의 프리미엄(group3)도 약 5.6% 수준으
로 나타났다(모두 1% 신뢰수준에서 유의). 인적 속성 이외에 대학의 속성이나
취업준비와 같은 변수들을 추가한 모형 (2)에서도 기업집단별 임금 프리미엄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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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은 모형 (2)의 설명변수에 더하여 고용형태(contin)와 공공부문 여부
(public), 첫 직장 여부(fjob), 노조가입 여부(union), 산업과 직종 등을 통제한
것이다(표 9 참조). 모형 (4)는 모형 (3)에 기업규모 더미변수(sized)를 추가한
것인데, 기업집단을 통제한 이후에도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유의미한가를 살
펴보기 위한 것이다.
<표 9>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취업의 임금효과 Ⅱ(OLS)

group1
group2
group3
sized1
sized3
sized4
sized5
age
agesq
male
marriage
trans/grad
sregion
college
major2
major3
major4
major5
test
lang
contin
public
fjob
union
산업
직종
상수항
관측치 수
수정 R-sq

Coef.
0.264
0.116
0.048

0.043
0.000
0.043
0.054
-0.178
0.081
-0.077
-0.011
-0.030
-0.065
0.019
-0.017
-0.026
-0.151
0.057
0.052
0.127
통제
통제
-0.650

모형 (3)
S. E.
p
0.013 ***
0.015 ***
0.011 ***

0.006
0.000
0.010
0.069
0.016
0.010
0.010
0.015
0.016
0.017
0.016
0.015
0.020
0.010
0.015
0.0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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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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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0 ***
10,207
0.251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 <표 2>와 동일.

Coef.
0.228
0.072
-0.091
0.011
0.023
0.038
0.043
0.000
0.041
0.049
-0.175
0.080
-0.072
-0.014
-0.032
-0.068
0.021
-0.020
-0.030
-0.154
0.052
0.048
0.121
통제
통제
-0.604

모형 (4)
S. E.
p
0.013 ***
0.015 ***

0.010
0.013
0.018
0.017
0.006
0.000
0.010
0.069
0.015
0.010
0.010
0.015
0.015
0.016
0.016
0.014
0.020
0.010
0.015
0.010
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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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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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0 ***
10,20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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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에서 개인의 속성이나 출신대학의 속성, 취업준비 등의 부호는 직종
이나 고용형태, 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해도 그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비정규직의 임금페널티는 15.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의 임
금 프리미엄은 5.7% 내외, 노조 조합원의 임금 프리미엄은 약 1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이 첫 직장인 경우(fjob)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5.2%
정도 임금이 높았다.
주요 설명변수인 기업집단의 추정계수를 보면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면서 모형 (1)이나 모형 (2)에 비해서 크기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모형 (3)의 추정결과를 보면, 그 외 300인 미만 기업(group4)에
비교한 대기업집단(group1)과 중견기업(group2)의 임금 프리미엄은 각각 26.4%
와 11.6%로 나타났고, 그 외 300인 이상 기업(group3)의 임금 프리미엄은 약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 (1)과 (2)에 비해서는 계수의 크기가 감소한 것
이지만, 일자리 속성과 관련된 설명변수를 추가해도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은 여전히 강건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형 (4)의 추정결과는 기업집단 변수와 함께 기업규모 변수를 동시에 사용
한 결과이다. 대기업집단(group1)과 중견기업(group2)의 계수값은 기업규모를
통제한 이후에도 각각 22.8%와 7.2%로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기업규모 변수의 추정결과이다. 기업규모 더미변수는 대기업집단이나 중
견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의 규모를 의미하는데, 기준그룹인 30~99인 규모에
비교하여 30인 미만의 소기업은 9.1%의 뚜렷한 임금페널티를 보였으나,
100~299인 규모와 300~499인 규모의 임금 프리미엄은 1.1~2.3%의 미미한 수
준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00인 이상 규모의 임금 프리
미엄도 3.8% 수준으로 감소했다(신뢰수준 10% 이내 유의).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는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변수의 효과로 인해서 미미한 수준으로 약화되
었고, 통계적 유의성도 사라졌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기업규
모 간 임금격차가 사실은 대기업집단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이 상당부
분 반영된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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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취업의 임금효과(무조건 분위회귀)
이 절에서는 OLS와 무조건 분위회귀 분석을 통해서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취업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무조건 분위회귀 분석결과는 대기업
집단과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이 임금분포상에서 저임금계층, 중간임금계
층, 고임금계층 등 어떤 계층에서 크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준다. <표 10>은 로
그 시간당 월평균 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OLS 추정결과와 함께, 10분위, 25
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임금에 대한 무조건 분위회귀 분석결과를 보여준
다. 모두 산업과 직종이 통제된 결과이다.
다른 설명변수의 효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졸 청년층에서도 남성의 임금 프리미엄은 10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저임금 분위보다는 고임금 분위에서 높다는 특징을 보
였다. 남성의 임금 프리미엄은 25분위 4.8%에서 75분위 7.4%로 높아지고 있는
데, 고임금계층일수록 보이지 않는 생산성의 차이나 승진과정에서 유리천장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졸업 후 타 대학 진학이나 대학원 진학자
의 임금페널티는 10분위에서 가장 크고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작아지고 통계적
인 유의성도 사라졌다. 이는 타 대학 진학자나 대학원 경험자들의 현재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진학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등의 일
자리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3년제 대학의 임금페널티는 중간임금
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저임금 분위나 고임금 분위에서는 그 크기가 감
소한다. 이와 달리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저임금 분위에서는
크기가 작지만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고임금 분위에서 대학서열의
임금 프리미엄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페널티는 저임금 분위에서 높고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감소하여
90분위에는 사라졌다. 비정규직의 임금페널티가 고임금 분위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 분석한 정이환(2015)의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나는 현상이다. 고임금 분위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거나 고용형태
를 자신이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임금 프리미엄은 중․저임금 분위에서만 유효하고, 고임금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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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수록 의미가 사라졌다. 이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초기 임금수준을 고려하
면 이해될 수 있다. 현 직장이 첫 직장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5% 내외의 임금 프리미엄을 보이는데, 이 모형에서 통제하지 않은 근속의 효과
와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원의 임금 프리미엄은 모든 분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고임
금 분위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0분위에서 약 5.6%였던 노조 프리미엄은 25
분위 9.0%, 50분위에서 약 11.9%, 75분위 18.2%, 90분위에서 약 22.5%까지 증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조의 임금효과는 저
임금계층에도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임금계층일수록 임금
효과가 증가하고 있어 노조가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10>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취업의 임금효과(OLS, 무조건 분위회귀)
OLS
Coef. p
group1
0.261 ***
group2
0.112 ***
group3
0.046 ***
age
0.043 ***
agesq
0.000 ***
male
0.038 ***
marriage
0.047
trans/grad -0.183 ***
sregion
0.082 ***
college
-0.073 ***
test
-0.021
contin
-0.150 ***
public
0.053 ***
fjob
0.049 ***
union
0.128 ***
산업
통제
직종
통제
-0.682 ***
상수항
관측치 수
10,207
수정 R-sq
0.249

10분위
Coef. p
0.055 **
0.044
-0.018
0.050 ***
-0.001 ***
-0.007
0.027
-0.407 ***
-0.007
-0.039 *
-0.013
-0.352 ***
0.141 ***
0.062 **
0.056 ***
통제
통제
-1.128 ***
10,207
0.150

25분위
Coef. p
0.129 ***
0.105 ***
0.035 **
0.055 ***
-0.001 ***
0.048 ***
-0.038
-0.173 ***
0.034 **
-0.086 ***
-0.023
-0.235 ***
0.060 **
0.071 ***
0.090 ***
통제
통제
-1.142 ***
10,207
0.178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 <표 2>와 동일.

50분위
Coef. p
0.228 ***
0.144 ***
0.077 ***
0.051 ***
-0.001 ***
0.064 ***
0.076
-0.091 ***
0.092 ***
-0.120 ***
-0.021
-0.138 ***
0.040 *
0.056 ***
0.119 ***
통제
통제
-1.008 ***
10,207
0.233

75분위
Coef. p
0.503 ***
0.203 ***
0.139 ***
0.054 ***
0.000 ***
0.074 ***
0.169
-0.046 *
0.167 ***
-0.096 ***
-0.011
-0.093 ***
-0.019
0.058 ***
0.182 ***
통제
통제
-0.891 ***
10,207
0.243

90분위
Coef. p
0.572 ***
0.074 *
0.077 ***
0.025
0.000
0.054 **
0.189
0.008
0.156 ***
-0.054 **
-0.011
0.014
-0.070 *
0.050 **
0.225 ***
통제
통제
-0.400
10,207
0.143

22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1호

고임금계층에서 노조의 임금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노동패널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무조건 분위회귀를 수행한 정이환(2015)의 분석결과와 유
사하다. 그의 분석에서는 노조의 임금효과가 10분위와 25분위에서는 작긴 하지
만 마이너스로 나타난 반면, 50분위 16.4%, 75분위 35.3%, 90분위 33.6%로 증
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달리,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는 노조효과가 중․
저임금 분위에서도 플러스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이
고임금계층 조합원의 임금인상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정이환,
2015: 90〜91). 다른 한편으로, 노조가 임금분배를 개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병희(2017)는 2016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사용한 무조건 분
위회귀 분석을 통해서 노조의 임금효과가 10분위 1.8%, 50분위 9.7%, 90분위
8.8%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고, 노조조직률이 1% 상승할 경우 임금분산이
3.0%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이병희, 2017: 12~13).
이 글의 주요 변수인 대기업집단의 임금 프리미엄은 모든 분위에서 유의미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임금계층으로 갈수록 그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group1)의 프리미엄은 10분위 5.5%, 25분위 12.9%, 50분
위 22.8%, 75분위 50.3%, 90분위 57.2%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이나 그 외 300
인 이상에서도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지만, 고임금계층으로 갈수록 대기업집
단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중견기업(group2)의 임금 프리미엄은 25분위
10.5%, 50분위 14.4%, 75분위 20.3%로 나타났으며, 90분위에는 7.4%로 감소
했다. 그 외 300인 이상 기업(group3)의 프리미엄은 중견기업보다 약간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나는데, 25분위 3.5%, 50분위 7.7%, 75분위 13.9%로 증가했으며,
90분위에서는 7.7%로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의 임금 프리미엄은 저임금계층에
게도 존재하지만 고임금계층일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임금불평
등을 확대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한 대졸 청년층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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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에 비교하여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가의 문제를 다루었
다. 기존의 연구는 이 문제를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의 문제로 다루어 왔으나,
이 글에서는 기업의 고용규모가 아니라, 법적 정의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갖는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했다.
주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이 대졸 청년층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OLS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대기업집단의 임금 프리미엄은 모형에 따라 22.8~26.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은 7.2~11.6% 수준으로 나타
났다. 또한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통제한 이후에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미미한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이 사실은 시장지배력을 갖는 대기업집단의
임금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대기업집단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이 저임금계층과 고임금계
층 등 어떤 임금분위에서 크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의 임금
프리미엄은 모든 임금분위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고임금계층일수록 그 프리미
엄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대기업집단이 제공하는 임금 프리미엄의
크기는 고임금계층으로 갈수록 중견기업이나 그 외 3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현
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임금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
었다.
물론, 대기업집단에 취업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임금 프리미엄을 모두 불
공정하고 불합리한 임금격차로 볼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통제할 수 없었으나,
기업집단 간에는 생산성,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생산
성이 높은 근로자가 대기업집단이나 중견기업으로 취업할 가능성과 같은 관찰
되지 않은 이질성의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상품시장의
지배력에서 나타나는 이윤의 일부가 고임금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고 있다는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집단과 같은 상품시장
지배력을 갖지는 못했지만, 매출과 자산 등에서 일정한 규모를 가진 안정적인
기업이고,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집단의 순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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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
원을 받는 중견기업의 지정요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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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산업분포
(단위 : %)

직업

대기업집단

농업, 임업 및 어업

중견기업

그외
그외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전체

0

0.4

0

0.3

0.2

0.1

0.1

0.1

0

0

36.9

45.1

12.2

16

2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0.5

0.2

0.1

0.6

하수・폐기물처리, 원
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

0.1

0

0.2

0.2

광업
제조업

8.4

2.5

1.3

4.8

4.4

13.1

13.7

5.8

7.4

8.3

5.8

2.2

1.8

1.2

2

3

5.4

2.2

3.9

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6

8.5

5.4

8.3

7.6

금융 및 보험업

9.5

0.1

7.6

1

3.5

부동산업 및 임대업

0.8

1.8

0.5

0.8

0.8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5.9

6.2

5.4

10.3

8.4

2

9.1

3.3

2.6

3.2

0

0.2

14.7

2.2

4.4

교육 서비스업

1.4

1.9

21.8

20.7

1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3

0.1

14

13.1

1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6

0.7

1.5

3.3

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

1

1.3

1.9

3.7

2.8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2

0.1

0.1

100.0

100.0

100.0

100.0

100.0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업지원 서비스업

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
회보장행정

전체
자료 : <표 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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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직업분포
(단위 : %)

직업

대기업집단 중견기업

그외
그외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전체

0.5

0.0

0.0

0.1

0.1

29.3

38.1

29.4

22.9

26.3

금융・보험 관련직

6.0

0.0

5.6

0.8

2.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
학 연구관련직

1.1

2.7

11.5

17.1

12.7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0.2

0.0

0.8

0.6

0.5

보건・의료 관련직

0.6

1.2

11.9

8.3

7.5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2

0.1

1.7

6.2

4.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2.9

4.5

4.4

10.2

7.5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0

1.1

0.7

0.9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9

14.1

5.2

5.2

6.6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7

1.9

0.6

0.3

0.5

미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관련직

1.2

1.1

1.3

3.1

2.3

음식서비스 관련직

1.2

2.6

1.7

2.9

2.4

관리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건설 관련직

3.8

2.4

1.8

4.1

3.5

기계 관련직

10.9

11.5

3.8

3.5

5.2

재료 관련직

2.3

2.0

0.7

0.6

1.0

화학 관련직

2.6

2.4

1.6

1.0

1.4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1

0.3

0.2

0.2

0.2

12.5

6.2

3.3

3.3

4.8

정보통신 관련직

7.9

3.7

4.5

5.0

5.2

식품가공 관련직

0.2

0.9

0.3

0.7

0.6

환경・인쇄・목재・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2.7

2.8

1.6

2.1

2.1

농림어업 관련직

0.1

0.2

0.0

0.3

0.2

군인

0.0

0.0

7.3

0.7

1.9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기・전자 관련직

전체
자료 : <표 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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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ge Premium of Conglomerates in Korea: Focusing on
Young College Graduates
Kwon Hyeja․Lee Hyeyeon
The analyses of the study are presented to show how much of wage premium
is appeared by college-educated young workers who work either for conglomerates
or medium-sized enterprises compared to those who work for smaller ones. The
wage premium of the conglomerates and the medium-sized enterprises is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th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2014) of
KEIS(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OLS,
the wage premium of the conglomerates is 22.8~26.4%, as other factors are
controlled. Further, the wage premium of the medium-sized enterprises if 7.2~11.6%,
compared to that of the reference group. Those results are appeared to be as identical
with the results of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Especially, the wage premium
is more manifested in higher-paid workers.

Keywords : conglomerates, medium-sized enterprises, wage premium,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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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 제기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와는 다른 직업적 지위를 갖는 프리랜서의 규모가 최
근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학원 강사, 작가, 기자
및 출판 전문가, 화가, 공연예술가, 디자이너,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자 등 전통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
련 전문가, 문화해설가,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사
회복지 및 개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컨설팅 및 상담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프리
랜서 직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이승렬 외, 2013; 전병유 외, 2017; 장지연 외,
2017; 권현지 외, 2017).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프리랜서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 및 온디멘드(on-demand)
경제의 확대와 기업의 아웃소싱 혹은 유연성 제고 전략의 확산 등으로 프리랜
서 직업유형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조기은퇴자나 경력
단절여성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
인다.
기존 연구결과(Kitching and Smallbone, 2008; 황준욱 외, 2009; 이승렬 외,
2013)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은 자가고용이라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같지만 누구
를 고용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다르며 주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소득을 올린다는 점에
서 임금노동자와 같지만 특정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
하에 여러 고객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르다. 이
러한 프리랜서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의 조직화 과정에서 프리랜서가 직
면한 애로요인과 해결방식은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와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임노동이나 자영업 혹은 소상공인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프리랜서에 관한 연구
는 아직은 초보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프리랜서에 관한 기존 연구는 프리랜서
직업이 등장하게 된 경제적 배경(Rainbird, 1991; Kunda 외, 2002; Kitch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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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bone, 2008)이나 프리랜서들의 직업적 애로요인, 개별적 성공요인 및 사
회보험의 확대방안 등(Dex et al., 2000; 황준욱 외, 2009; Van den Born et al.,
2013; 이승렬 외, 2013)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프리랜서들이 일을 조직화함에 있어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협동조합을 분석한다. 프리랜서들은 특정
한 고용주와 장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임금노동자와 다르기 때문에 임금노
동자들이 노동의 제공 및 보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노동조합 방식을 채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프리랜서의 특징 중 자영업자적
특징을 공유하는 소농민들은 오래전부터 협동조합 형태를 통하여 독과점시장
에서 거래협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일을 조직화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규모
경영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성공하였다(Sexton et al., 1992; Hansmann, 1996;
장종익, 2010). 가족농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전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협동
조합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농업/농민 문제
의 적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연구결과는 잘 알려진 사실이
다(Bijman et al., 2012; Cook, 2012).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농민협동조합처럼 프리랜서들이 자신이 직면
한 과제를 협동조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사회적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12월에「협동조합기본법」
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
된 적지 않은 수의 협동조합들이 프리랜서들이 설립하였다는 점, 그리고 프랑
스를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
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프리랜서들이 일의 조직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결성하였고, 협동조합을 통하여 이러한 과제를 어떻
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리랜서의 협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자(직원)협동
조합이나 전통적인 사업자의 협동조합과 어떻게 다르며, 지속적 발전을 위한
조건이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究明)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협동조합기본법」
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에서 프
리랜서협동조합의 비중 추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설립 주체의 경제적 배경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을 추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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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협동조합기본법」
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데이터, 과학기술인협동조합에 대한 두 차례의 서베이 데이터,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샘플 조사
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업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귀납적 접근
방법에 의하여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공식적인(informal)
수준의 가설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다음 절에서 프리랜서의
개념과 일자리로서의 프리랜서 직업의 특징 및 애로요인을 검토한다.

Ⅱ. 프리랜서 직업의 특징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등장

1. 프리랜서 직업의 특징과 애로요인
미국에서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나 ‘비정형 노동자(contingent
worker)’, 독일에서는 ‘자유직업인(freie berufler)’, 프랑스에서는 ‘독립노동자
(independent labour)’라는 용어로 불리어지는 프리랜서는 나라마다 개념과 정
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나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나 전통적인 자영업자
와는 다른 직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리랜서의 구체
적인 특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프리랜서의 정의를 채택하고자 한다. Kitching과 Smallbone(2012: 76)에 따르
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일을 단독 혹은 파트너와 함께 수행하고
그 일의 결과와 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타인을 고용하지 않는 직업상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프리랜서 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취업자 유형으
로 파악하는 나라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선진국의 많은 나라에서 전
통적인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프리랜서의 비중은 증가하
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독립계
약자 또는 프리랜서, 파견용역노동자(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호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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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on-call workers), 계약노동자 등을 비정형 노동자(contingent workers)로
범주화하고 이를 2005년도부터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비정형 노동자가 전체 취
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10.1%(1,420만 명)에서 2015년에 15.8%
(2,360만 명)로 증가하였다(Katz and Krueger, 2016). 반면에 자영업자의 비중
은 같은 기간에 7.5%에서 6.5%로 감소하였다.1)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과 건
강 분야에서 비정형 노동자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서 이 분야와 비즈니스서비
스 및 전문직종이 전체 비정형 노동자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Katz and
Krueger, 2016).
영국에서 프리랜서의 수는 1992년에 100만 명 수준에서 2011년에 15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Kitching and Smallbone, 2012). 특히
교육, 케어서비스, 미디어와 예술, 전문직종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경력단절여
성과 유사한 워킹맘, 청년, 고령자 등이 고루 프리랜서 형태의 직업에 활발하게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Jenkins, 2017). 독일에서도 프리랜서는
2012년에 433만 9천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0.5%로 나타나고 있다(이승
렬 외, 2013).
한국에서는 2012년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54만 5천 명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26만 5천 명 중에서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추산하
면 약 65만 6천 명이 프리랜서 직업형태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2.6%에 해당한다(이승렬 외, 2013). 전병유 외(2017)도 한국노
동패널을 통하여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14년 현재 약 61만 명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한국노동패널 표본이 취업자 기준 5천
여 명에 불과한 점과 프리랜서의 표본 수가 212명 정도밖에 조사되지 않아서
표본오차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전통적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뿐만
아니라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 직업형
태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장지연 외, 2017). 또한 프
리랜서협동조합에서 파악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프리랜서들 중에서 최근
에 경력단절여성이나 조기은퇴자 등의 일시적 프리랜서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리랜서들의 유형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한국노동패널
1) 경제협력개발기구 홈페이지(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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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프리랜서 직업형태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확산되고 있
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직업군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독립성이 강한 프
리랜서, 즉 ‘자유로운 에이전시 모델(free agency model)’(Kunda et al., 2002)
혹은 ‘포트폴리오 모델(portfolio model)’(Fraser and Gold, 2001; Smeaton,
2003)과 임노동자적 종속성이 강한 프리랜서, 즉 ‘한계형 모델(marginalization
model)’(Smeaton, 2003)로 구분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독립성이 강한 프리
랜서는 수행하는 일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결과 중심적인 보수체계를 지니
고 있는 반면에 특정 일감 제공기업/조직에 종속성이 강한 프리랜서는 수행하는
일이 일반적이고 프로젝트의 다단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투입요소 중심의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황준욱 외, 2009; Muehlbrger,
2007). 임노동자적 종속성이 강한 프리랜서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혐설계사나 카
드모집인 등 전통적인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와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
사 등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장지연 외, 2017).
이러한 프리랜서 유형에 따라 프리랜서의 직업상의 애로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직업상의 애로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Jang, 2017). 첫째, 프로젝트의 수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애로요인
이다. 프리랜서들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기능 및 숙련도와 별도의 지식, 정보, 협상력, 네트워킹 등의 자원과 노력이 필
요하다. 이를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네트워크 구축을 둘러싼 프리랜서 개인 간 경쟁은 사회적으로 낭비일 수 있다.
둘째, 수주되거나 수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과 프리랜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의 양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변
동성 문제이다. 이 문제는 프리랜서들이 고립 분산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셋째, 프리랜서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일을 수행하며,
프로젝트의 완성 후 대금결제 과정에서 큰 조직규모의 클라이언트에 비하여 낮
은 협상력 및 정보력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부당한 대우나 간섭에 노출되어 있
다는 점이다.2)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프리랜서들은 임금노동자와는
2) 서울시가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내 프리랜서 1천 명에 대한「프리랜서 거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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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사회보장의 혜택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전병유 외, 2017). 실업
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가 주로 고용주와 임금노동자
의 특성에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프리랜서의 사회보장제도 적용
문제는 적지 않은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이를 제도적으
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김기선, 2016: 전병유 외, 2017; 장지연
외, 2017).

2.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등장
프리랜서들과 관련된 경제적 조직은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이는 oDesk,
elance, Field Nation, People Hour, Fiverr 등 프리랜스 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윤추구형 기업이 오래전부터 확산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랜서(elancer), 위시캣(wishket), 프리모아(freemoa) 등 프리랜스
일의 플랫폼 제공기업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그 자체로 이윤을 추구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프리랜서들의 애로요인, 즉 일감 수주
의 변동성 문제와 계약상의 불리한 협상력 문제, 사회보험문제 등을 해소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프리랜서들의 의료보험문제 등 복지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설립된 Freelancer Union과 같은 비영리조직이나
동종업계 프리랜서들의 협회 등 권익옹호 단체가 설립되어 왔으며, 최근에 유
럽과 미국에서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이나 비영리기업들의 설립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Conaty 외, 2018).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프리랜서들의 자조적 경
제조직인 협동조합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2012년 12월「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등장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시행 5년 후인 2017년 11월 말까지 총 1만
2,349개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3) 필자의 추정에 따르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낮은 보수와 단기계약 업무방식으로 안정적인 생계유
지가 곤란하고 구두계약, 불리한 계약,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기획재정부의 2016년 말 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운영되는 5,100개의 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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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러한 신설 협동조합 중에서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은 약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리고 설립된 협동조합의 약 44%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가들이 조합원 사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고, 지역공동체 증진을 위하여 마을 리더나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일반협동조합
이 전체의 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2%가 사회적협동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서울시와 경기도 데이터의 유형 재분류 결과5)
유형

기준

조합원이 주로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
이면서 조합의 주된 설립 목적이 조합원 사
소기업가
업체의 경쟁력 강화, 조합원 수입 증가, 조
협동조합
합원 고용안정 등이라고 답변한 협동조합
조합원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조합원이
프리랜서 면서 조합의 주된 설립 목적이 조합원 수
협동조합 입증가, 조합원 고용안정, 사업체 경쟁력
강화라고 응답한 협동조합
조합원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조합원
직원
이면서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
협동조합
는 협동조합
조합원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조합원이면
지역공동체 서 조합의 설립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 등 사
증진형
회적 가치 실현, 조합원 복지 증진, 사회혁신
협동조합 이나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환경보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이라고 응답한 협동조합
사회적
인가기준
협동조합
전체

서울
조합수

경기
조합수

190
(40.0)

159
(50.3)

349
(43.8)

129
(26.9)

57
(18.0)

186
(23.4)

9
(1.9)

5
(1.6)

14
(1.8)

96
(20.0)

58
(18.4)

154
(19.3)

소계

56
37
93
(11.7) (11.7) (11.7)
480
316
796
(100.0) (100.0) (100.0)

자료 : 기획재정부(2015),「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원자료」
.
합의 조합원 수는 31.3만 명이고, 총 자본금액은 2,343억 원에 이르고 있다(기획재정부 보
도자료,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결과 발표).
4) 이 추정치는 기획재정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말 기준으로 운영되는 설립협동조합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이터 중 서울시와 경기도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분
석의 결과이다(장종익, 2017).
5) 2016년 말 기획재정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제3차 협동조합 설문조사는 2014년 말
설문조사의 설문지 항목과 동일하지 않고 조합원의 특성에 관한 설문항목이 폐기되어 2014
년 말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한 것처럼 유형 재분류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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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정치는 필자가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103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60개 협동조합을 분석한 결
과와 유사하다. 이 설문조사에서 “과학기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일감을
공동으로 수주한 후 조합과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일을 수행하고 자신들의 보수
를 가져가는 방식의 프리랜서형 협동조합”이 11개로 18%를 차지하였다(장종
익 외, 2015). 이는 “연구개발․기술거래․IT서비스 등 동일한 기능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조합원으로 모여 공동마케팅 혹은 공동프로
젝트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사업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의 서비스나 프로젝트
를 하기 위해 이(異)기능․이업종 등에 종사하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조합
원으로 모인 융․복합형 사업자 협동조합” 38개(6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
중이었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중은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78개 조합을 대
상으로 조사한 서베이에서는 30%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사업자협동조
합은 54%로 감소하였다(장종익 외, 2017).
<표 2>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일부 목록
업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
가 관련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
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협동조합명
한국강사협동조합, 과학자협동조합 보쌈, 한국숲해설가협동조
합, 체험학습교사협동조합, 한국소셜미디어강사협동조합, 문화
예술강사협동조합쌤놀이터, 평택방과후교사협동조합, 시민정원
사협동조합, 전국직업상담사협동조합, 한국아이티개발자협동조
합, 한국컨설턴트 석박사협동조합
문경문화예술협동조합, 담양공예명인협동조합, 충남문화콘텐츠
협동조합, 공연예술협동조합나무, 대한문화가요지도사 협동조
합, 젊은문화기획협동조합, 한국시각예술인협동조합, 벽화문화
창작소협동조합, 대학로연극농장협동조합, 대한민국여행작가협
동조합, 협동조합 문화체육강사협회
경남영상협동조합, 한국사진기자협동조합, 광주스마트콘텐츠개
발자협동조합, 길위의스토리텔링협동조합, 한국영상제작스텝협
동조합, 한국MICE협동조합, 강원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 한국
스냅작가협동조합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동조합, 태성엔지니어링컨설팅 협동조합,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조은건축사 협동조합, 한국여성건설
엔지니어 협동조합, 당진지역건축사협동조합, 한국과학기술인협
동조합, 한국전문번역사협동조합, 제주바이오생산자협동조합

자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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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
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그리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2>는 이러한 영역에서 설립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일부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
합이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운영 실
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프리랜서협동조합의 개념과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과의 차이점
이렇게 등장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이 사회적 후생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는 상호성(mutuality)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에서
지속가능해야 한다.6)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최근에 등장한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필요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필요조건은
보통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로 요약된다(Hansmann, 1996; Nillson, 1999;
장종익, 2014).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다른 소유구조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과 공통의 조직운영원칙을 지니고 있지만 개별 협동조합이 지속
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협동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
델과 효율적인 조직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즈니스모델과 효율적인 조직운영모델은 크게 소비자협동조
합, 농민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코뮤니
티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협동조합섹터의 역
사적 발전과정과 성공사례를 분석한 기존 문헌에 따르면, 새로운 유형의 협동
조합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성공한 특정의 비즈
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이 빠르게 복제되어가면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이

6) 협동조합은 상호성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익성(public interest)을 기본으로 하
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는데,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의 이론적․실천적 오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장종익(201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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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어가는 경로를 밟아왔다(Birchall, 2011; Zamagni, 2012: Jang, 2014). 최
근에 설립되기 시작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은 아
직 복제 가능할 정도로 성공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며 지속가능한 비즈
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을 시행착오를 통하여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
을 찾아가는 과정의 첫 단계는 기존 유형의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과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과 농민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이 서로
다르고 노동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도 두 유형의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해
결하려고 하는 조합원들의 공통의 필요와 사회경제적 애로요인상의 특징이 서
로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기 시작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프리
랜서가 사업자라는 점에서 농민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농민이나 소상공인과 다
르기 때문에 농민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과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소기업가들이 협동조합을 설립
하는 주된 목적은 독과점 횡포 혹은 경쟁 심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들
의 사업체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다. 이 경우에 협동조합은 조합원 사업체에 대한 마케팅 지원기능이나 각종 백
오피스(back office) 기능을 담당한다. 반면에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프리랜서들
이 종사하는 시장에서의 불공정성에 대처하거나 프리랜서들의 일감 수주의 불
안정성과 직업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조합원의 프로
젝트 수주 및 이행 관련 지원기능을 담당한다.
즉,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프리랜서의 프로젝트 수주 및 이행과 관련된 백 오
피스 기능을 담당하는 점에서 사업자협동조합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통적 자영
업자나 소기업가의 사업체 운영과 프리랜서의 용역 제공은 서로 차이가 있어서
소기업가의 협동조합 사업과 프리랜서의 협동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사업자협동조합이나 프리랜서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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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원의 비즈니스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반
면에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고용계약을 통하여 하나의 법인격으로 통일
되어 있다. 만약 프리랜서들이 하나의 협동조합기업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
을 하게 되는 비전을 갖고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이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이 아
닌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사업
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의 혼합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ang, 2017). <표 3>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직원)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교
사업자협동조합

목적

독과점 횡포 혹은 경
쟁 심화에 공동 대응
하기 위하여 조합원
의 사업체 비즈니스
지원

조합원의
사업체의 운영자
경제적 특징
일과 관련된
조합원과의 상업 계약
계약의 성격
사업의
특징

노동자(직원)협동조합
- 이윤추구기업에서의 고
용 불안정 및 자의적
경영에 대응하여 조
합원의 질 좋은 고용
창출과 안정
- 기업 민주주의 실현

프리랜서협동조합
일감 수주의 불안정성
과 직업적 지위의 불안
정성에 대응하기 위하
여 프리랜서 조합원의
프로젝트 수주 및 이행
관련 지원

피고용자

독립적 노동자

고용 계약

상업 계약(서비스 계약)

조합원 사업장과의 밸 협동노동의 장점을 발휘
류체인의 통합
하는 사업의 영위

- 프로젝트 공동 수주
및 이행 집중
- 협동노동

자료 : Jang(2017)을 보완한 것임.

Ⅲ.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실태 분석

1.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설립주체의 유형별 설립 목적
앞 장에서 검토한 프리랜서협동조합에 관한 개념을 토대로 서울시에 소재한
프리랜서협동조합 39곳의 이사장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1
월 30일까지 전화조사 및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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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웹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 중 프리
랜서형 협동조합으로 추정하여 추출한 230개 협동조합 중에서 연락이 되고 실
제로 사업을 운영 중인 61개 협동조합 중에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이라고 응답한
39개 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을 완료하였다. 필자가 설문 응답자에게 제시한 프
리랜서협동조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들이 함께 프로젝트 혹은 일감
을 수주하여 조합과 서비스 계약을 통해 역할분담을 하고 자신들의 보수를 가
져가는 방식의 프리랜서형 협동조합.”
39개 조합이 종사하는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출
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16년 9월 말 기준
으로 39개 조합의 조합원 수는 평균 25명이고, 가장 많은 조합원 수를 보유한
협동조합은 160명이며, 가장 적은 조합원 수를 보유한 협동조합은 5명이다.
2013년에 설립된 조합이 13개, 2014년에 설립된 조합이 13개, 2015년에 설립
된 조합이 12개이며, 32개 조합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응답 중에서 자발적인 전문 프리랜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경력단절여성이나 은퇴자, 마을 활동가 혹은
마을주민도 37.3%를 차지였다(표 4 참조). 경력단절여성과 은퇴자, 마을활동가
혹은 마을주민들은 자발적인 전문프리랜서와 달리 풀타임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프리랜서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프리랜서협
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때, 이러한 프리랜서조합원의 전업성 여
<표 4>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중복 답변 포함)
조합(개)
① 자발적인 전문 프리랜서(정규직 일자리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자유 직업인을 선호함)

26

② 비자발적인 프리랜서(정규직 일자리가 제공되면 취업할 의향이 강함)
③ 경력단절여성
④ 은퇴자
⑤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
⑥ 마을활동가 혹은 마을주민
⑦ 기타
무응답
전체

5
9
9
3
7
5
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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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자발적 선택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안정성과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기대와 열망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비자발적으로 프리랜서에 내몰리게 된 사람들은 임노동자
로서의 고용기회가 제공되면 조합원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사람들
이 결성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전업적 프리랜서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협동조합과 부업적 프리랜서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기대 수준과 조합원의
조직운영방식 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업적 프리랜서의 경우 일
감의 안정적 확보와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 대금결제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 처
리의 효율성 등의 목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
험 등과 관련된 사회보험제도 수혜의 안정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전
업적 프리랜서가 설립한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측면의 과제와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보험 해결
과제가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반면에 부업적 프리랜서들은 연금이나 퇴직금, 기타 수입 등으로 생활비의
대부분을 해결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은퇴자들
이나 보육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러므로 부업적 프리랜서들은 혼자 일할 때보다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함으로써
일을 통한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재능을 적재적소에 기부할 수 있는 충분한 기
회가 제공되거나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의 형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부업적 프리랜서들의 사회보험 해결에 대한 요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앙코르브라보노협동조합 등 프로보노형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들의 조직 목표 및 비즈니스모델은 참우리건축협동조합 등 전업적 프
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조직 목표 및 비즈니스모델과 서로 다를 수 있
다(우미숙과 장종익, 2018).
다음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종사하는 시장에서의 불공정성 여부를 물었는데,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조합 12.8%에 비하여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조합은 53.8%
로 시장에서의 불공정성 여부는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을 결정한 지배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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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합원이 종사하는 시장의 불공정성(일감 수주, 보상구조, 대금지불 측면)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⑤
⑥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다
어느 정도 있다고 느낀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라고 느낀다
매우 심각하다고 느낀다
무응답
전체

조합(개)
21
8
5
4
1
0
39

비율(%)
53.84
20.51
12.82
10.25
2.56
0
100

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조사에서 확인되었다(표 5 참조). 이는 서울시가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계약 및 보수 지급 지연을 경험한 프리
랜서의 비율이 1,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약 25% 내외를 차지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서울시, 2018).
그렇다면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을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프리랜서들이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거
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즉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공모 제안서
작성 등에서의 어려움, 계약서의 작성․공모 절차 및 이행, 납품 및 대금결제
등에서 단체나 기업에 비하여 공신력(신뢰)이 낮아서 겪는 어려움, 그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일감 수주의 불안정성 및 변동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
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추론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9개 프리랜서협동조합 중에서 조합의 장기적 목표를 조
합원들이 필요한 일감의 전부를 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프리랜서들
의 일감 수주의 불안정성 및 지나친 변동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설정한 조합이
72%를 차지하였고, 반면에 업계에 대한 정보 교환 정도의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조합은 28%에 불과하였다(표 6 참조). 이처럼 조합원들이 설정한 조합
의 장기 목표는 프리랜서협동조합 사이에 큰 차이가 관찰된다. 현재 대부분의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조합의 장기 목표를 이러한 현실 수준에 만족하
는 경우와 조합원들의 일감의 전부를 조합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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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합원들이 설정한 조합의 장기적 목표
(단위 : 개, %)

조합

비율

① 조합의 비즈니스 전문성을 높이고, 조합의 규모를 확대
하여 프리랜서인 조합원들이 필요한 일감 전부를 조합
을 통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프리랜서들의 일감 수주
의 불안정성 및 지나친 변동성을 해소하는 것

28

71.79

② 협동조합은 프리랜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일감 수주의
한 곳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생각이 비슷한 조합원들 간
의 업계 정보 교환 등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

11

28.20

③ 무응답

0

0

39

100

전체

는 경우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표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을 결성한 프리랜서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
이기도 하고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평균적인 기대수준이 조합 간에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 프리랜서협동조합 운영상의 애로요인과 조합원들의 일 수행
방식
그리고 프리랜서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
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6.4%가 일감 및 프로젝트 확보 미흡을 1순위로
들었고, 2순위로는 조합원의 참여 부족과 경영전문가를 고용할 지불능력의 미
흡, 그리고 3순위로는 조합원 수의 부족을 가장 많이 들었다(표 7 참조). 즉, 일
감 및 프로젝트를 충분히 확보할 정도의 조합원 간의 협력 수준 및 경영전문가
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전문가를 확보할 만한 정도의 규모의 경제, 즉
조합원 수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임에도 아직 조합 규
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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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합 사업 추진에서 겪는 애로사항
(단위 : 개, %)

항목
⑴ 조합원 참여 부족(출자금 납입, 조합 운영,
타 조합원과의 정보 공유에의 참여 등)
⑵ 일감 및 프로젝트 확보 미흡
⑶ 경영전문가를 고용할 지불능력의 미흡
⑷ 일의 배분 및 이익/손실 배분 등 조합운
영을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
⑸ 조합의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할 조합원
수의 부족
무응답
전체

조합
비율
조합
비율
조합
비율
조합
비율
조합
비율
조합
비율
조합
비율

1순위
6
15.4
22
56.4
3
7.6
1
2.6
4
10.3
3
7.6
39
100.0

2순위
12
30.8
4
10.3
10
25.6
6
15.4
4
10.3
3
7.6
39
100.0

3순위
9
23.1
3
7.6
5
12.9
3
7.6
12
30.8
7
17.9
39
100.0

다음으로 프리랜서협동조합들의 사회적 목적 실현(예를 들면, 조합원들이 힘
을 합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에 기여하는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능기부 등의 활동)에 어느 정도 관심
이 있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69%는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전체 23%는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표 8 참조). 대부분의 프리랜서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
지 않은 일반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에 관심이 높다는 점은
사회적․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8>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실천에 대한 조합의 관심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아직은 별로
약간 관심이
관심이 있는
관심이 높은
관심도 높고
무응답

관심이 없다
있다
편이다
편이다
적극 실천하고 있다
전체

조합(개)
1
2
9
18
9
0
39

비율(%)
2.56
5.12
23.07
46.15
23.07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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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직운영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언
급할 부분은 조합원이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즉, 번역 일이나 강사 일처럼
프리랜서조합원이 각자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건축 일처
럼 프리랜서조합원들이 팀을 이루어 협업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
다. 우미숙과 장종익(2018)은 전자의 경우는 플랫폼 사업형에 가깝고 후자의
경우는 협업사업형에 가깝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일의 방식 차이가 협동의 이익
창출의 원천 및 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조직운영모델과도 연계
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지
만 이 점은 다음 절에서 다룰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Ⅳ.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과 정책적 함의

1.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을 통하여 프리랜서 일을 할 경우가 시장거래를 통하
여 일을 할 경우에 비하여 순편익이 커져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순편익은 협동의 이익과 협동조합의 운영에 따른 비용 간의 차
이라고 할 수 있다(Hansmann, 1996). 협동의 이익 창출 원천은 주로 프리랜서
조합원이 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종류, 조합의 역
량(capacity), 그리고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만족이라고 하는 비금전적인
편익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후자는 주
로 은퇴자 등 시간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프리랜서들이 주관적으로 높
게 평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통하여 감축할 수 있는 시장거래에 따른 비용은 조합원이 서로
일하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축협동조
합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조합원들이 팀을 결성하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장거래를 통하여 협업을 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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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종류는 처음 만나서 같이 일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불신 문제, 무임승차자 문제 혹은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 등이라
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에 공동 소유자로 참여함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불신문제나 조정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 즉, 적정 수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지닌 조합원 간의 시너지 효과가 협동의 이익 창출의 원천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협업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표 3>에서 서술한
노동자협동조합과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예술인이나 번역자 등 혼자서 일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수
주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협동의 이익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협동의 이익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애로요인
과 목표, 그리고 프리랜서협동조합 조합원 간의 일하는 방식에 따라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유형별 지속가능 조건
프리랜서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
협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간에 일하는 방식

전업적 프리랜서의
소득증진

조합원 각자 단독으로 일을
수행

i) 규모의 경제 달성
과제

조합원 간 협업 방식으로 일
을 수행

iii) 협업 규칙의 정착과
조직의 복제를 통한
확산과 연합회 설립
과제

은퇴자 등의 경우
소득보다는 일을 통한
기쁨과 보람,
경단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조화 추구
ii) 규모의 경제 달성
과제 및 교류의 즐
거움 실현 과제

iv) 협업 규칙의 정착과
교류의 즐거움 실현
과제

이렇게 프리랜서조합원의 필요라고 하는 요소와 협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간에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요소 등 두 가지 요소로 행렬표를 만들어 보면,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직유형은 i) 단독으로 일하는 전업적 프리랜서의 소득증
진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 ii) 협업 방식으로 일하는 전업적 프리랜서의 협동
조합, iii) 단독으로 일하는 부업적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 iv) 협업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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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업적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에 설립된 프리랜서협동조합 중에서 i)과 ii)의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형은 국내외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결과, 플랫폼 방식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iii)과 iv)의 유형은 협업형으로 소규모 협동조합의 복제를 통한 확산과
이러한 소규모 협동조합들의 연합회 결성 등을 통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직 발전을 위한 과제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조합원 수의 증대와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
률 제고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표 10>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합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 사업 및
서비스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 조합 설립 후 대부
분의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프로젝트 계약서 작성 및 대금결제 등에 관
한 행정처리를 개별 조합원이 아닌 조합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공신력과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유리성을 잘 발휘하고 조합원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높은 평판을 구축하게 되면 신규 조합원들의 가입이 늘게 되어 조
합원들의 출자금과 회비,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자금 규
모가 커지면 일부 클라이언트의 대금결제 지연 사태에 대처할 수 있게
<표 10>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단계별 사업 범위와 수준
단계(예시)

실현 가능한 사업의 종류(예시)

1단계

조합은 프로젝트의 계약서 작성/이행/납품/대금결제 등에 관한 행정
처리대행(개인에 비하여 높은 공신력의 활용 및 높은 협상력 발휘)

2단계

조합 차원에서 자금의 풀링(pooling)을 통하여 대금결제 지연 발생
시 조합원에 대한 선지급

3단계

프로젝트 시장 정보 수집,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지원

4단계

잉여금의 활용: 공동작업 공간 마련,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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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실제로 플랫폼형 협동조합으로 크게 성공한 벨기에 스마트(SMart)라고
하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은 8만 명에 달하는 조합 사업이용자 수 때문에 조합원
의 프로젝트 결과 납품 후 일주일 내 대금 지급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전병유 외, 2017).
다음으로 조합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진출 혹은 강화하고자 하거나 조합원 그
룹이 요구하는 경우에 조합의 실무역량과 조합원들의 역량을 결합하여 해당 분
야 프로젝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공동 작성하는 전문적
인 역량을 갖추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조합의 평판은 해당
분야에서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우수한 프리랜서들의 가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프리랜서조합원들의 협동의 이익의 일부를 유보하여
축적된 자금을 통하여 조합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편의시설
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영역에의 공동 프로젝트를 개척하는 데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협동조합의 가치가 연대(solidarity)인데 스마트 협동
조합은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 스마트 협동
조합에서는 일정한 수의 조합원 규모에 도달하면서 전업적이고 수입규모가 큰
프리랜서조합원으로부터 큰 규모의 수수료를 받아서 부업적이거나 초보적인
프리랜서조합원으로부터는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도 4단계에 이르기까지
의 모든 서비스를 모든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 사이에 연
대를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전병유 외, 2017).

나. 협업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직 발전을 위한 과제
한옥건축협동조합 등과 같이 일의 특성상 프리랜서조합원들이 주로 공동으
로 일하는 경우 협동의 이익 창출의 원천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개별 조합 내에서 조합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합 간 협력
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협업형 프리랜서협동조합에서 공동
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합원 간에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유 노동 혹은 소유 인센티
브를 발휘시켜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제도와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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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공동 참여결정사항에 있어서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체적 참여 역
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한 업무 몰
입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문화의 증진을
통하여 동료와 함께 일하는 재미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무임승
차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적절한 제도와 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업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소
규모 적정 조합원 수 보유의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복제를 통한 확산과 이를 회
원으로 하는 연합회, 컨소시엄,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등의 설립을 통하여 이
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발전 과제
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2. 정책적 함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그 유형
에 관계 없이 개별 프리랜서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애로요인 중 프로젝트의
수주 확보와 관련된 애로요인, 일 양의 변동성, 개인으로서의 협상력의 불리함
등을 다수의 프리랜서들의 협업과 법인격의 설립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고
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노동공급자 맞춤형 고용
을 창출하고 고용의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경제적 보완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도 일치하
며, 미국의 freelancer union처럼 부차적으로 동일업종의 프리랜서들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단절화
축소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그동안 프리랜서 일의 시장이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용역 수주경쟁이 이루어지고 용역 알선업체나 개인에 의한 중간 마진 수
취라고 하는 사회적 낭비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개방적인 직업적 네트워크에
의한 용역 수주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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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치창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을 소비자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직원)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요한 일반협동조
합의 한 세부 유형으로 설정하여 프리랜서들의 경제적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
여하는 중요한 경제조직으로 인정하고 이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협동조합을 독자적인 유형으로 설정하여 기획재정부의 협동
조합 실태조사 시에 이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전체 협동조합에서 차지하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중이 20%
가 넘는다는 점에서 이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
당할 부서를 고용노동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리랜서들이 주로 일부
자발적인 전업적 프리랜서들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조기은퇴
자, 기업의 아웃소싱에 따른 장기실업자 등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의 중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판단된다.7)
마지막으로 정부가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재 설립된 우
리나라의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어서 조합원
의 조합으로의 결집도가 낮은 편이고 조합 간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수의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
의 네트워크 구축, 협업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연합회 혹은 소셜프랜차이즈 구
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합원 리더가 나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합원의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강
하고 조합에 기여할 마음이 낮은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 초창기에 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초창기 협동조합의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리랜
서가 아닌 사회운동가 혹은 혁신가가 협동조합 조직형태가 아닌 비영리조직 형
태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일정하게 비즈니스가 마련된 이
7) 최근 영국의 Cooperative UK가 시도하고 있는 프리랜서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와 이
를 바탕으로 하는 프리랜서협동조합 조직화 시도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Conaty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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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이용자 프리랜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앞에
서 언급한 벨기에의 스마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협동조합으로 출범한 한국의 경우에 정부가 이러한 프리
랜서협동조합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 지원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수립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공공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프리랜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
인되었다. 프리랜서협동조합 대표자들이 가장 필요로 느끼는 교육프로그램은
일감 및 프로젝트 확보에 기여하는 해당 업종에 관한 문제점 분석 및 전문적인
각종 프로그램으로 1순위에서 49%를 차지하였고, 2순위에서는 유사한 조합간
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화 프로그램이 44%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해온 협동조합 가치 및 정신 교
육, 회계 및 사무처리방법에 관한 교육 등은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프리랜서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3순위

조합

6

5

7

비율

15.4

12.8

17.9

조합

19

7

4

비율

48.7

17.9

10.3

조합

5

5

5

비율

12.8

12.8

12.8

⑷ 협동조합의 가치 및 정신 고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조합

4

5

12

비율

10.3

12.8

30.8

(5) 유사한 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한 네트워크화 프로그램

조합

3

17

8

비율

7.7

43.6

20.5

조합

2

0

3

조합

39

39

36

비율

100.0

100.0

100.0

항목
⑴ 조합 내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조합원
간의 협동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각종 프로그램
⑵ 일감 및 프로젝트 확보에 기여하는 해
당 업종에 관한 문제점 분석 및 전문
적인 각종 프로그램
⑶ 조합의 회계 및 사무처리방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6) 무응답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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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
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목적 및 지속가능 조건을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신설 협동조합 중에서 프리랜서들
이 설립한 협동조합은 약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등장한 프리
랜서협동조합이 사회적 후생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호성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에서 지속가능해야 한다. 최근에 설립되
기 시작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은 아직 복제 가
능할 정도로 성공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을 시행착오를 통하여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조합과의 계약이 임노동계약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이라는 점에서 사업자협동조합과 유사하고 조합원의 일이 조합원 사업장
이 아니라 조합을 통하여 확보된다는 점에서 노동자협동조합과 유사하다. 그러
한 점에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의 혼합 조직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에 관한 개념을 토대로 서
울시에 소재한 프리랜서협동조합 39곳의 이사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응답 중에서 자발적인 전문 프
리랜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경력단절여성이나 은퇴자, 마을 활동
가 혹은 마을주민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
능한 모델을 구축할 때, 이러한 프리랜서조합원의 전업성 여부와 자발적 선택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
합원의 안정성과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기대와 열망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한 지배적인 이유는 시장에서의 불공정성 여
부라기보다는 프리랜서들이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즉 높은 거래비용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시장
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공모 제안서 작성 등에서의 어려움, 계약서의 작성․공

54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1호

모 절차 및 이행, 납품 및 대금결제 등에서 단체나 기업에 비하여 공신력이 낮
아서 겪는 어려움, 그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일감 수주의 불안정성 및 변동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조
사결과, 대부분의 프리랜서협동조합들은 일감 및 프로젝트를 충분히 확보할 정
도로 조합원 간의 협력 수준 및 경영전문가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전
문가를 확보할 만한 정도의 규모의 경제, 즉 조합원 수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을 통하여 감축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은 조합원이 서로
일하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프리랜서들이 일하는
방식은 번역 일이나 강사 일처럼 프리랜서 조합원이 각자 단독으로 일을 수행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건축 일처럼 프리랜서조합원들이 팀을 이루어 협업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와 같은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할 경우에 플랫폼 사업형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는
협업사업형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조
합원 수의 증대와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이익
을 실현할 수 있는데, 조합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 사업 및 서비스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 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 한
옥건축협동조합 등과 같이 일의 특성상 프리랜서조합원들이 주로 공동으로 일
하는 경우 협동의 이익 창출의 원천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개별
조합 내에서 조합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합 간 협력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프리랜서협동조합이 고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후기 산
업사회에서 노동공급자 맞춤형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의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경제적 보완조
직으로 평가될 수 있고, 특히 프리랜서들이 주로 일부 자발적인 전업적 프리랜
서들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조기은퇴자, 기업의 아웃소싱에 따
른 장기실업자 등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프리랜서들이 전통적인 임노동자와는 달리 경제주체로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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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애로요인을 협동조합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면 프리랜서 일자리
질의 향상 및 지원인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실업 관련 정부 복지 부담을 줄이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리랜서협동조합의 규모의 영세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마중물의 제공 등 정부가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
이기 위한 공적인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
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직접 생산한 데이터의 표본 크기가 적고 플랫폼형 비
즈니스모델과 협업형 비즈니스모델 등 유형별 설문조사가 이루어지 않은 점,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본 논문
이 제시한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획재정
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등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설문조사의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프리랜서협동조합에 대한 후속 연구가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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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s as an
Economic Organization for Freelancer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Jang Jongick
This research examines freelancer cooperatives that have recently emerged based
on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reasons why freelancers have established a cooperative and what conditions
are required for freelancer cooperatives to thrive. A preliminary result of our research
shows that freelancer cooperatives have emerged in order to reduce transaction
costs that freelancers would have when they organized freelance work through
markets. A sustainable business model and an organizational model are necessary
for freelancer cooperatives to contribute to enhancing social welfare. This paper
offers necessary conditions for freelancer cooperatives by categorizing them into
two types such as platform type and team-production type. It also points out tha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eeds to embrace freelancers into their policy
agendas and plays an appropriate role for helping the sustainability of freelancer
cooperatives in their early stage.

Keywords : freelancer, cooperatives, economic sustainability, organization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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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금근로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이들 관계에서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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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임금 및 보수만족도, 복지후생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의 조절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는 정규직 여부와
복지후생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향후
고용정책의 방향은 일자리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직무능
력을 발휘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삶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직무만족, 조직몰입, 삶의 만족, 고용유지 가능성, 임금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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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핵심적 기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전쟁이라 일컬어지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취업
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
하였더라도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이른바 조기퇴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
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 결
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014년 25.2%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주된 이유는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49.1%),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20.0%),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15.9%) 등이었다(한국경영자
총연합회, 2016).
이와 같은 현실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만, 무엇보다 자신의 조직과 직무에 애정과 일체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 나가
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직무동기를 향상시키고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한다는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직차원에서 직무만족이 낮으
면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해지고 이직률이 증가하며, 개인차원에서 직무탈
진(burnout)과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Spector, 1997; 김병섭,
1994; 권인석, 1993; 제갈돈․김태형, 2007). 둘째, 최근의 고용상황에서 한국의
근로자들은 삶의 만족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직무특성이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만약 직무특성에 대한 만족이 삶의 만족으로
연결된다면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
동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때 최근
한국의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못하다. OECD(2018)가 발표한 한국의 삶의 질
순위를 보면 OECD의 전체 비교국(38개국) 가운데 30위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부문의 순위는 35위이며, 세부지표인 ‘장시
간 근로자 비율’과 ‘개인 여가시간’ 지표는 각각 35위와 26위로 최하위권에 위
치하고 있다. 즉, 장시간 근로와 개인의 여가시간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전체적인 삶의 질 저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규명해 왔고, 이들 관계에서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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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를 검증해 왔다. 경제위기의 대응과정에서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분절화 상황에서 개인의 고용특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정원, 2005). 그러나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관계는
다양한 가설로 설명되고 있으나 연구자별로 일관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직무만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보
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직무특성(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고용관계 특성
에 주목하여 이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무만족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여 만족요인에 초점을
두고, 고용관계 특성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들 관계에서 고
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고용관계 특성의 하위 요인을 중
심으로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한 고용관계 특성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
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일가정 양립 등 주요 고용 관련 이슈의 지향점이 삶의 만족 제고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삶의 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의 다양성 측면에서 고용관
계 특성의 조절효과 검증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1)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게 된 배경
1) 많은 문헌들에서 ‘life satisfaction’은 ‘삶의 만족’ 또는 ‘생활만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life satisfaction’의 번역어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이는 개념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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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6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이 삶의 만족을 향상시킨다는 가정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박종민․김서용, 2002).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소외
된 사람들의 문제가 1970년대의 급박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자 양적 측면에서의
개발이 아닌 인간의 삶에 대한 질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제갈돈․김태형, 2007).
삶의 만족은 삶의 질, 생활만족도, 행복감, 심리적 안녕(well-being) 등 다양
한 용어로 개념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삶의 만족, 행복, 심리적 안녕
(well- being) 등의 용어들은 개인이 경험한 삶의 긍정적-부정적 감정, 삶의 행
복 또는 만족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러 개념들이 혼용되
어 사용되고 있다(Frey and Stutzer, 2002). 삶의 만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Neugarten et al.(1961)은 삶의 만족을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Medley(1976)는 개인의 정신건
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대를 형성하고 다
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고 이러한 기대수준이 합
리적으로 충족되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다(백승규․이영면, 2010).
Shin and Johnson (1978)은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하고 있다(윤대균․장병주, 2010).
삶의 만족에 대한 정의는 개념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조점에
따라 세 가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오혜경․백은령, 2003; 제갈돈․김태형,
2007). 첫째, 삶의 만족에서 임금이나 경제적 상태, 건강, 문화생활 등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주관적 삶의 만족은 사람들의 가치체계에 따라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일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삶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측면 등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삶의 만족은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어진 환경 속에
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박종민․김서용,
는 ‘quality of life’에 대한 번역어는 ‘삶의 질’이라는 비교적 일관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삶의 만족’이란 표현
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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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개인의 삶의 만족에 대한 판단은 타인이 평가하는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삶의 환경 변화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는다(Frey and Stutzer,
2002; Kahnenman and Krueger, 2006; 장승진, 2011). 셋째, 객관적 측면과 주관
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삶의 만족은 외형적 생활상
태뿐만 아니라 내면적 심리상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달곤, 1990)으로서, 개인
의 객관적 상태뿐만 아니라 경험 및 인지적 감정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완
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삶의 만족에 대한 개념의 일반화가 어려운 이유는 삶의 만족이 개인이 인식
하는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측정을
위한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
다(박희봉․이희창, 2005). 임연옥 외(2011)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그리고 가치관 요인으
로 실존적 영성, 부양의식, 가족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
인적 요인 중에서 경제적 수준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춘택․박종우, 1999; 이
장영, 2002; 조계화․김영경, 2008; 이인정, 2007). 장승진(2011)은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을 개인적 특성, 사회적 관계, 정치경제적 환경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개인적 특성은 소득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
지고 있으며, 소득증가에 따라 삶의 만족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득
이 높을수록 소득의 추가적인 증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감
소하는데 이는 객관적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경제상태를 어떻게 평가
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
문이다(Johnson and Krueger, 2006). 따라서 노동자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이 중에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수준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객관적인 소득수
준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가치관 또는 주관적 인식에 따른 개인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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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설정
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갖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적․정
서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개념정의로 Locke(1976)는 조직구성원이 자
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결정되는 긍정적 정서 상태로 정의하였다. 직무만
족에 대한 개념은 개념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직무환경을 강조하는 입장과 직
무동기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직무환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직무 자체를 포함하는 직무환경을 중심으로 직무만족을 정의하고 있다(김종재,
1991; 최인섭, 2000). 이에 반해 직무동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직무만족을
직무환경이나 직무환경 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초점을 두어 개인
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강조한다(McComic and Tiffin, 1974). 직무만족은 개인
의 가치체계에 따라 욕구충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직무만족의 중요성은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신유
근, 2000; 임현순, 2010). 개인적 측면에서 직무만족은 만족스러운 직무수행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심리적 조정과 생산적인 삶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직업
활동은 개인의 경제적 생활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을 통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통한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추헌, 1993; 임
현순, 2010). 조직적 측면에서는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으로써 이직률 및 결근율을 감소시켜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의 관계는 세 가지 가설로 설명되고 있다(Wilensky,
1960; Kabanoff, 1980; 방하남, 2000; 백승규․이영면, 2010; 박세영, 2011). 첫
째, 파급(spillover) 가설이다. 파급 가설은 한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어 다른 영역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직무영역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생활영역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어 생활만
족도 또한 높아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둘째, 보상(compensation) 가
설로서 직무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낮아도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이때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셋째, 분리(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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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은 직무영역과 생활영역은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본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직무영역과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상호
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리이론은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방하남, 2000).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박
세영, 2011). 그러나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중 어느 것이 선행변수인지, 즉 직무
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삶의 만족이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연구들은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파급가설을 지지하고
있다(Rain et al., 1991; Tait et al., 1989; 방하남, 2000; 제갈돈․김태형, 2007;
박경환, 2012). 즉,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
자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 이는 일생의 많은 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직무활동에 대한 만족이
곧 개인의 삶의 만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파급가설의 관점에서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
과 삶의 만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도출하였다.
가설 1 :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
조직몰입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조직에 몰두하며, 조직
목표와 가치의 추구를 수용하고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 그리
고 조직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욕구”로 정의된다(Mowday, Porter and
Steers, 1982; Meyer and Allen, 1991).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함께 사회과학
에서 핵심변수로 사용되고 있다(이상호, 2006).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관련되
지만 지향하는 객체가 다른 상이한 구성개념이다(Porter, Steers, Mowday &
Boulian, 1974; 오인수 외, 2007). 즉,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인 반면, 조직몰입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66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1호

라는 점에서 조직몰입이 지향하는 객체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 둘의 개념은
구분된다. 조직몰입의 개념은 단일 차원의 개념에서 다차원적 개념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문광수 외, 2014). Meyer and Allen(1991)은 정서적,
규범적, 연속적 몰입의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
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일체감을 나타내며, 규범적 몰입은 가정교육 또는 사회
화 과정, 입사 후 조직의 가치 등에 의해 순응하는 것이며, 연속적 몰입은 이직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몰입을 의미한다(문광수
외, 2014).
조직몰입이 조직연구의 핵심 주제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조직몰입 수준이 높
으면 보수, 수당 등의 외적 보상뿐만 아니라 직무만족, 대인관계 등 내적 보상
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업무성과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
문이다(이상희, 2005; 서철현 외, 2012).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의 관계는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논의된 파급
가설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이지우 외, 2016). 조직몰입이란 심리적으로
직무에 대한 동일시와 그에 대한 몰두를 의미하므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
한 신념을 바탕으로 직무에 몰두한다면 삶이 즐거워지고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2016)의 조사결과에서 조기퇴사의 가장 큰 이
유인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는 다른 의미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직무에 애
착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소외됨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할 경우 일-가정 갈등과 조직몰입 간에는 부(-)적 관계가 있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Netemeyer et al., 1996; 장재윤, 2004; 박경환, 2012). 즉,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수록 조직몰입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조
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
사하게 Adams, King and King(1996)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을 이끌
어내고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Moser and
Schuler(2004)는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 관계는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
계를 더욱 강화시킨다고 하였다(이지우 외, 2016). 따라서 조직몰입과 삶의 만
족 간의 관계는 조직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조직에 헌신하고 몰두하다 보면 그
에 따른 내․외적 보상을 통해 만족도가 올라가고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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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도출하
였다.
가설 2 : 조직몰입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
고용관계 특성은 조직이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핵심적인 고용관계 내용을 특
성별로 구분한 것으로 고용보장성, 보상공정성, 참여기회, 동료관계 등을 의미
한다(김우진, 2010; 홍인기, 2014).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인식의 전환 등에
따라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요구와 구성원들이 조직에 요구하는 조건들은 다
양해지고 있다. 그중에서 고용관계 특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정원, 2005; 홍인기, 2014; 장현호, 2014). 고용보장성은 근로자
가 잘못을 하지 않는 한 해고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근로할 의사가 있는 한 고용을 유지할 것이
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상공정성은 자신의 산출과 투입이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참여기회는 근
로자가 조직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사소통하는 기회의 정도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동료관계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협조적, 우호적 관
계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취업난이 심화되고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
화 추세는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안주엽, 2006). 노동시장의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 근
무환경 등의 근로조건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 또한 단절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장근호, 2018).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관계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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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자신의 업무에 대한 몰입과 책임감이 떨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안주엽․홍서연, 2002; 김우진․서원석, 2010). 또한
한번 비정규직에 종사하면 계속해서 비정규직에 머무는 비정규직 함정에 가까
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장근호, 2018). Nelson-Horchler(1987)에 따르면 비
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 고용불안, 훈련기회의 박탈, 복리후생에 대한
배제 등의 요인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떨어뜨리고
조직의 생산성과 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해한다고 하였다(Polivka & Nardone,
1989). 즉,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고용형태별 고용유지 가능성, 임금, 복
지후생 등의 고용관계 특성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관계 특성
의 수준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는 실업과 유사한 심리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skies and
Louis-Guerin, 1990; 김왕배, 이경용, 2005; 최선희 외, 2007). 고용안정성에 대
한 불안감은 구조조정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생존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왕배․이경용, 2005). 정리해고의 생존자 역시 고
용안정과 승진에 대한 기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생존자
증후군(survivor’s syndrome)’이라는 병리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은 고용주와 조직에 대한 회의
와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며, 조직에 대한 헌신과 직무수행의 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Kozlowski,
Chao and Hedlund, 1993; Roskies and Louis-Guerin, 1990).
임금만족은 “종업원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만족”(Milkovich and Newman, 2004), “종업원들이 받고 있
는 임금과 관련되어 갖는 주관적인 심리적 태도”(Heneman, 1985)로 정의된다
(문광수 외, 2014). 즉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간접적 보상에 대한 만족까지 포
함하는 개념이다. 임금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임금만족이 이직률, 결근율,
직무만족, 파업성향, 노조가입의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박인
규, 2010). Summer & Hendrix(1991)는 임금공정성과 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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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연구에서 보상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 또는 임금만족의 매
개를 통해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보상공정성이 높
을수록 직무만족과 임금만족을 상승시켜 이직의도를 낮추어 준다는 것이다.
한편 복리후생은 기업이 노동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
하는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복리후생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조직구
성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동기를 유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박해
웅, 2002; 김상아․조영일, 2013). 복리후생제도의 적절한 활용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고취하고 신뢰감과 애착심을 증대시켜 조직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김
정한 외, 2002). 그러나 복리후생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할 경우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이직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
다(김상아․조영일, 2013). 따라서 임금만족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역시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관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고용보장성과 임금공정성을
구성하는 세부요소로 볼 수 있는 정규직 여부, 고용유지 가능성, 임금 및 보수
만족도, 복지후생 만족도의 변수들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안정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체로 직업 만족도가 높지만, 낮은 보수와 낮은 지위를 가졌을 때 고용안정성
이 높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다고 한다(이시균․이주현, 2008). 이는 단지 고
용안정성이 높다고 해서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나 복지,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ILO, 2003), 어떤 요인이 삶의 만족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고
용관계 특성을 ‘정규직 여부’, ‘고용유지 가능성’, ‘임금 및 보수 만족도’, ‘복지
후생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로 변수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 3-1, 3-2,
3-3, 3-4, 3-5와 가설 4-1, 4-2, 4-3, 4-4, 4-5를 도출하였다.
가설 3-1 :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 특성(정규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3-2: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 특성(고용유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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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3-3: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 특성(임금 및 보수 만
족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3-4: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 특성(복지후생 만족도)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3-5: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 특성(근로시간 만족도)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4-1: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 특성(정규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4-2: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 특성(고용유지 가능성)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4-3: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 특성(임금 및 보수 만
족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4-4: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 특성(복지후생 만족도)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4-5: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 특성(근로시간 만족도)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들 사이에서 정규직 여부, 고용유지 가능성, 임금 및 보수 만족도, 복지후생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등의 고용관계 특성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
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특히 본 연구는 고용특성의 조절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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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최근의 고용상황에서 고용의 안정성과 경제적 보상 등 고용특성의 역
할을 검증하고,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구체적인 고용특성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설계
가.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1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할
경우 대규모 모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한 표본의 추출과 상대적으로 큰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등에 이점이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백승규․이영면, 2010). 그러나 노동패널조사가 본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조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수의 측정과 개념 구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제약
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직무만족은 근로자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인식하는 만족수준을 의미한다. 19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직무만족은
요인별 직무만족과 전반적 직무만족으로 측정하고 있다.2) 요인별 직무만족의
2) 직무만족의 측정과 관련하여 요인별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과 전반적 직무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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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미네소타대학교의 직업심리연구소(Vocational Psychology Research)에서
개발한 미네소타만족지수(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 MSQ)와 Smith,
Kendall & Hulin(1969) 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등에 근거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목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축약형으로 사용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6). 본 연구에서 직무
만족은 요인별 직무만족도 문항 중 5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직무만족의 척도는 ① 매우 만족부터 ⑤ 매우 불만
족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독립변수인 조직몰입은 근로자 개인이 소속된 조직에 대해 느끼는 주관
적인 소속감과 만족수준을 의미한다. 19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조직몰입
의 측정은 Porter et al.(1974)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aire)
에 기초하여 선별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6).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노동패널조사에서 사용한 5문항에 대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척도는 ① 매
우 불만족부터 ⑤ 매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셋째,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은 근로자 개인이 영위하는 삶에 대한 만족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은 19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생활만족 측정
문항 중 5문항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삶의 만
족 척도는 ① 매우 만족스럽다부터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삶의 만족에 대한 분석은 강성진(2010)의 연구와 백승규․이영면
(2010)의 연구에서도 노동패널조사에서 사용된 6문항을 분석에 사용한 바
있다.
넷째, 조절변수로서 고용관계 특성은 19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서
정규직 여부, 고용유지 가능성, 임금 및 보수 만족도, 복지후생 만족도, 근로시
간 만족도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3) 정규직 여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
측정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직무만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이상호, 2006).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직무만족도가 직무
만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좀
더 유용하다는 점(이영면, 2004)을 고려하여, 요인별 직무만족도를 활용하였다.
3) 임금 및 보수만족도, 복지후생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문항은 본래 요인별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인 고용관계 특성의 하위 요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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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명목척도가 사용되었고, 고용유지 가능성은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
다’라는 질문에 대해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는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 따라 정규직 여부와 고용유지 가능성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 임금 및 보수 만족도와 복리후생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의 경우 5점 척
도를 활용하였다.
<표 1> 변수구성 및 측정
문항

측정문항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이다
- 나는 이 직장(일자리)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
여가생활, 주거 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직무만족(R)*

5

조직몰입

5

삶의 만족(R)*

5

고용관계 특성

5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고용유지 가능성, 임금 및 보수 만족도,
복지후생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성별, 연령, 학력

주 : *(R) : 역코딩 문항임.

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적용된 통계자료의 수집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년 한
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KLIPS) 19차년도 자
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노동패널 자료 중 본 연구는 취업자 개인 조사자료 중에
서 임금근로자 5,78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인 5,783명의
에 활용하였다. 이는 패널조사라는 2차 자료의 활용과정에서 변수의 측정과 개념의 구성
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포괄적으로 직무만족을 설명하려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이
를 직무만족에서 분리하여 조절변수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조절변수로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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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 3,375명(58.4%), 여자 2,408명(41.6%)
이다. 연령은 20대 이하 664명(11.5%), 30대 1,525명(26.4%), 40대 1,620명
(28.0%), 50대 1,185명(20.5%), 60대 이상 789명(13.6%)이며, 학력은 중졸 이하
797명(13.8%), 고졸 1,862명(32.2%), 대졸 2,787명(48.2%), 대학원졸 이상 337명
(5.8%)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4.0v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기법
을 사용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가설검증 이전 단계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고용특성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검
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명확하게 통제할 수 있고, 인과성을 추정하기 위한 많은
설명변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종속변수를 예측하기 위한 더 나은 모델 구축에
사용된다(Wooldridge, 2012).

Ⅳ. 분석결과

1. 사전분석
가.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실증분석에 적용된 설문문항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해 베리멕스 회
전방법을 적용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삶의 만족 요인 모두에서 문항들의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포함되었으며, 추출된 요인 수의 적절여부를 판
단하는 고유값(Eigen Value)도 최소값이 3.151로 1.0보다 커 타당한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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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직무만족 1 : 하고 있는 일의 내용(R)
직무만족 2 : 근로환경(R)
직무만족 3 : 개인의 발전가능성(R)
직무만족 4 :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R)
직무만족 5 : 인사고과의 공정성(R)
조직몰입 1 :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이다
조직몰입 2 : 나는 이 직장(일자리)에 들어온 것을 기쁘
게 생각한다
조직몰입 3 :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조직몰입 4 :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
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조직몰입 5 :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
속 다니고 싶다
삶의 만족 1 : 여가 생활(R)
삶의 만족 2 : 주거 환경(R)
삶의 만족 3 : 가족 관계(R)
삶의 만족 4 : 친인척 관계(R)
삶의 만족 5 : 사회적 친분 관계(R)
고유값(Eigen Value)
분산비율(% of variation)
누적분산비율(Cumulative %)
신뢰도(Cronbach’s alpha)

직무
만족
0.715
0.734
0.782
0.766
0.649

조직
몰입
0.276
0.283
0.267
0.236
0.264

삶의
만족
0.201
0.207
0.179
0.210
0.160

0.317

0.788

0.173

0.310

0.799

0.169

0.293

0.810

0.149

0.302

0.811

0.165

0.164

0.708

0.176

0.276
0.163
0.105
0.145
0.207
3.248
21.656
21.656
0.861

0.186
0.136
0.133
0.128
0.162
3.541
23.608
45.264
0.912

0.568
0.722
0.822
0.825
0.791
3.151
21.006
66.270
0.839

석되었다.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Cronbach’s alpha) 수준이 직무만족 0.861, 조
직몰입 0.912, 삶의 만족 0.839로 모든 요인이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문항들은 각 요인별로 평
균을 산출하여 이후 상관관계 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 적용하였다.

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결과 요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하였다. 요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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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2, 최대 0.935 사이에 분포하였고,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 분산 팽
창 요인)는 최소 1.069, 최대 2.843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구체적인 요인 간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1

1

2

.647**

3

**

.497

.437**

1

4

.300**

.278**

.237**

5

**

.217

.211

**

**

.169

.599**

1

6

.503**

.467**

.327**

.168**

.102**

7

**

.602

.509

**

**

**

**

.163

.463**

1

8

.645**

.455**

.136**

.347**

.409**

8

1

1

.367

.274

.405**

.157**

1

1

주 : 1=직무만족, 2=조직몰입, 3=삶의 만족, 4=정규직 여부(더미), 5=고용유지 가능성
(더미), 6=임금 및 보수 만족도, 7=복지후생 만족도, 8=근로시간 만족도.
** p < 0.01.

2. 가설검증
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 1과
가설 2에 대한 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검증결과
는 <표 4>와 같다. 첫째,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 기울기(β)가 0.348로 양(+)으로 나타났으며,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택되었다.
둘째, ‘조직몰입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에
대한 검증결과 기울기(β)가 0.186으로 양(+)으로 나타났으며, p<0.0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택되었다. 따라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가정이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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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상수)
성별
통제
삶의
연령
변수
학력
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B
1.663
0.040
0.018
0.068
0.312
0.139

표준
오차
0.046
0.010
0.005
0.008
0.013
0.011

β

t

0.044
0.049
0.123
0.348
0.186

36.216
3.847
3.715
8.808
23.352
12.627

유의
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통계값
2

R =0.283
2
수정된 R =0.283
F=455.711
df=5
p=0.000

주 : 성별변수는 더미변수임. 이하 동일함.
*** p < 0.001.

나.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1)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고용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인 가설 3-1부터 가설 4-4까지의 검증
은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서 이
루어졌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분석과정을 보면, 모형 1에서는 통
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조절변수를 추가 투입하고, 모형
3에서는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을 추가 투입하게 된다. 조절효과의 유
의성은 모형 3의 R²값의 증가 정도가 유의한지를 F변화량의 유의확률을 보고
판단한다.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결
과는 다음의 <표 5>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금 및 보수 만족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가설 3-3의 검증결과,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 2의 R2
값이 0.271에서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 3에서는 0.273으로 증가하
였으며, F변화량(F변화량=10.203/p=0.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상
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 3에서 독립변수인 직무만족(β=0.278, t=6.311)은 유의
하였고(p<0.001) 조절변수인 임금 및 보수만족도(β=-0.112, t=-1.631)는 유의하
지 않았으나, 직무만족과의 상호작용항(β=0.307, t=3.194)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1). 즉, ‘직무만족 → 삶의 만족’ 경로에서 임금 및 보수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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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가설

가설
3-1

가설
3-2

가설
3-3

가설
3-4

가설
3-5

구분
모형 1
독립
β
t값
직무만족
0.464*** 39.011
정규직여부
직무만족
ⅹ정규직여부
2
R
0.263
2
수정된 R
0.263
F 변화량
***
직무만족
0.464
39.056
고용유지가능성
직무만족
ⅹ고용유지가능성
2
R
0.263
2
수정된 R
0.263
F 변화량
***
직무만족
0.464
39.069
임금 및 보수만족도
직무만족
ⅹ임금 및 보수만족도
2
R
0.263
수정된 R 2
0.263
F 변화량
직무만족
0.464*** 39.040
복지후생만족도
직무만족
ⅹ복지후생만족도
2
R
0.263
수정된 R 2
0.263
F 변화량
직무만족
0.464*** 39.054
근로시간만족도
직무만족
ⅹ근로시간만족도
2
R
0.263
수정된 R 2
0.263
F 변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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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2

t값
36.996
5.567

β
0.449***
0.071***

모형 3

t값
22.207
-0.005

β
0.435***
0.000
0.078

2

0.267(△R =)0.004)
0.267
***
30.992(p=0.000)
0.458*** 38.225
0.042**
3.459

0.935
2

0.267(△R =0.000)
0.267
0.874(p=0.350)
0.442*** 17.294
-0.011
-0.150
0.059

2

0.265(△R =0.002)
0.264
**
11.967(p=0.001)
***
0.413
30.509
0.103***
7.897

0.721
2

0.265(△R =0.000)
0.264
0.520(p=0.471)
0.278*** 6.311
-0.112
-1.631
0.307**

2

0.271(△R =0.008)
0.271
***
62.360(p=0.000)
***
0.408
28.285
***
0.096
6.750

3.194
2

0.273(△R =0.001)
0.272
**
10.203(p=0.001)
***
0.267
6.201
*
-0.148
-2.068
0.349**

2

0.269(△R =0.006)
0.268
***
45.566(p=0.000)
0.369*** 24.493
0.150*** 10.168

3.476
2

0.271(△R =0.002)
0.270
**
12.085(p=0.001)
0.138*** 2.674
-0.152*
-2.291
0.487***

2

0.276(△R =0.013)
0.276
***
103.379(p=0.000)

4.677
2

0.279(△R =0.003)
0.278
***
21.878(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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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복지후생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가설 3-4의 검증결과,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 2의 R2값이 0.269에서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 3
에서는 0.271로 증가하였으며, F변화량(F변화량=12.085/p=0.001)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 독립변수인 직무만족(β=0.267, t=6.201)은 유의하였
고(p<0.001) 조절변수인 복지후생 만족도(β=-0.148, t=-2.068)는 유의하지 않았
으나, 직무만족과의 상호작용항(β=0.349, t=3.476)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즉, ‘직무만족 → 삶의 만족’ 경로에서 복리후생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3-4는 채택되었다. 셋째, 근로시간 만족도의 조절효
과를 분석한 가설 3-5의 검증결과,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 2의 R2값
이 0.276에서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 3에서는 0.279로 증가하였으며, F변화
량(F변화량=21.878/p=0.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 독립변수인
직무만족(β=0.138, t=2.674)은 유의하였고(p<0.001) 조절변수인 근로시간 만족
도(β=-0.152, t=-2.291)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직무만족과의
상호작용항(β=0.487, t=4.677)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즉 ‘직무만
족 → 삶의 만족’ 경로에서 근로시간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여 가설 3-5는 채택되었다.
2)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수인 정규직 여부, 고용유지
가능성, 임금 및 보수 만족도, 복지후생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등의 고용관
계 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첫째,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규직 여부(더미)의 조절효
2
과를 분석한 가설 4-1의 검증결과,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 2의 R 값

이 0.220에서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 3에서는 0.221로 증가하였으며, F변화
량(F변화량=8.039/p=0.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3에서 독립변수인 조직몰입(β=0.340, t=17.795)은 유의하였으나(p<0.001) 조절
변수인 정규직 여부(β=-0.108, t=-1.628)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조직몰입과의 상호작용항(β=0.204, t=2.83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즉, ‘조직몰입 → 삶의 만족’ 경로에서 정규직 여부의 조절효과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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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표 6>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구분
모형 1
모형 2
독립
β
t값
β
t값
조직몰입
0.398 *** 32.861 0.381 ***
30.678
정규직여부
0.076 ***
5.717
조직몰입
가설
ⅹ정규직여부
4-1
R2
0.215
0.220(△R 2 =0.004)
2
수정된 R
0.215
0.219
32.690(p=0.000)***
F 변화량
***
***
조직몰입
0.399
32.946 0.392
32.004
고용유지가능성
0.039 **
3.116
조직몰입
가설
ⅹ고용유지가능성
4-2
R2
0.216
0.217(△R 2 =0.001)
2
수정된 R
0.215
0.217
9.708(p=0.002)**
F 변화량
***
조직몰입
0.402
33.269 0.333 ***
24.946
***
임금 및 보수만족도
0.151
11.605
조직몰입
가설
ⅹ임금및보수만족도
4-3
0.218
0.236(△R 2 =0.018)
R2
2
수정된 R
0.218
0.236
134.686(p=0.000)***
F 변화량
조직몰입
0.399 *** 32.953 0.315 ***
23.168
복지후생만족도
0.176 ***
13.010
조직몰입
가설
ⅹ복지후생만족도
4-4
R2
0.216
0.239(△R 2 =0.022)
2
수정된 R
0.216
0.238
***
169.272(p=0.000)
F 변화량
***
***
조직몰입
0.398
32.912 0.291
22.513
근로시간만족도
0.254 ***
19.767
조직몰입
가설
ⅹ근로시간만족도
4-5
2
2
R
0.216
0.266(△R =0.050)
수정된 R 2
0.215
0.265
F 변화량
390.750(p=0.000)***
주 : ** p < 0.01, *** p < 0.001.
가설

모형 3
β
t값
0.340 *** 17.795
-0.108
-1.628

0.204 **

2.835

0.221( △R 2=0.001)
0.220
8.039(p=0.005)**
***
0.375
15.173
-0.011
-0.172
0.057

0.821

0.217( △R 2=0.000)
0.216
0.674(p=0.412)
0.263 *** 5.860
0.058
0.977
0.141

1.612
2

0.237( △R =0.000)
0.236
2.598(p=0.107)
0.191 *** 4.240
-0.009
-0.133
0.272

**

2.888
2

0.240( △R =0.001)
0.239
**
8.340(p=0.004)
***
0.221
4.140
0.174 **
2.854
0.129

1.344
2

0.266( △R =0.000)
0.265
1.807(p=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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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복지후생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가설 4-4의 검증결과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 2의 R2값이 0.239에서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 3에서는 0.240으로 증가하였으며, F변화량(F변화량=8.340/p=0.004)의 경
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독립변수인 조직몰입
(β=0.191, t=4.240)은 유의하였으나(p<0.001) 조절변수인 복지후생 만족도(β=-0.009,
t=-0.133)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몰입과의 상호작용항
(β=0.272, t=2.888)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즉, ‘조직몰입 →
삶의 만족’ 경로에서 복리후생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
설 4-4는 채택되었다.
3) 가설 검증결과 종합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고용관계 특성
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이
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 1과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증결과는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직무
영역에서의 만족도 증가가 생활영역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는 정(+)의 상관관
계를 보인다는 파급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선후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서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라는 선행연구들(Rain et
al., 1991; Tait et al., 1989; 방하남, 2000; 제갈돈․김태형, 2007; 박경환, 2012)
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검
증결과, 조직몰입이 증가하면 조직에서 경험한 긍정적 정서가 일상생활에도 파
급되어 생활만족 또한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몰입과 삶의 만
족 관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들(Crouter, 1984; Adams, King, and King, 1996;
Moser and Schuler, 2004; 이지우 외, 2016)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직무역량과 적성 등을 감안하여 현업에 배치하는 등 근로자가

82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1호

자신의 직무와 조직에 애착을 갖고 몰입할 수 있는 직무설계 방안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임으로써 개인적, 조직적 차
원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직률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삶
의 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빈번한 이직과 고용에 따른 인력개
발의 비용효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고용특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가설 3-3, 3-4, 3-5가 채택되었다. 즉, 임금 및 보수 만족도, 복지후생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Summer & Hendrix(1991), 박해웅(2002), 김정한 외(2002), 김상아․
조영일(201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
과 가설 4-1과 4-4가 채택되어, 정규직 여부와 복지후생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관계 특성 요인 중 고용유지 가능성과 임금 및 보수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는 기각된 반면 정규직 여부와 복지후생 만족도의 조
절효과가 유의하다는 검증결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직무몰입에 대한 핵
심 선행변수로서 고용보장성이 요구된다는 결과(김정원, 2005)와는 다르게 나
타났다. 그러나 정규직의 경우 비교적 고용유지 가능성이 높고, 비정규직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몰입
이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전체적인 고용유지 가능성 수준이 낮으며, 사업체 규
모나 업종 등 노동력 집단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시균․이주현,
2008). OECD(2018)에 따르면, 한국의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임금소득 격차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는 다시 긴 노동시간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고용유지 가능성과 임금안정성이 민간기업
보다 높은 공공기관을 선호하고 근로자들의 지원이 쏠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종석, 2014). 즉,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유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근속기간
이 짧고 이직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고용유지 가능성
이 낮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고용유지 자체보다는 임금이나 복지후생 등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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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 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환
경 조성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자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일 - 가정 양립을 확산시
킴으로써 삶의 만족 향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 중
심의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계의 반발
등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
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고용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만족을 제고하려는 정
부의 역할에는 일정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장시간의 근로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삶
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적 근로문화’(OECD, 2018)의 정착과 같은 사
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근로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노동
패널조사 19차년도 자료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
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정규직 여부, 고용유지 가능성, 임금
및 보수 만족도, 복지후생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등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
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임금근로자
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급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애착을 갖고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재설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고용특성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에서 고용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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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고용유지 자체보다는 임금과 복지후생, 근로시간 등이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하루하루가 생존인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저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당면과
제일 뿐이라는 진단(세계일보, 2016. 9. 17)은 본 연구의 함의를 단편적으로 보
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하에서 근로의 안정성보다는 임
금 및 보수, 복지후생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의 요인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향후 고용정책
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는 소득주도 성
장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
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용확대와 정당한 보상이라는 톱니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작동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로
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자리가 적정한 임금을 제공하고 적정
근로시간의 준수를 통해 일-가정 양립과 삶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종합
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고용특성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삶
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고용관계 특성의 역할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축적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
하고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변
수의 구성과 타당성 확보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단년도 자료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삶의 만족 관계에 대한 조
절변수의 효과가 시대적 가치와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계열적 분석과
횡단면적 분석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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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Employment Characteristics
Park Kwang Pyo․Kim Dong Chul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life satisfaction of paid workers. To do so, we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this relationship. For the analysis, we reviewed
the 19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results show tha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worke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Specifically,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of employment
characteristics indicates that 1) wage satisfaction, welfare satisfaction, and working
hours satisfaction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2) the status as a standard or non-standard
workers and welfare satisfaction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life satisfaction.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future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more comprehensive
in order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not just to increase the number
of jobs. In other words, the policies should improve the employment environment
which allows workers to fully exercise their job competency and receive just
compensation for the value of labor.

Keywords :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life satisfaction, job
stability, wag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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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개인 및 조직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오랫동안 연구
되어왔으나, 기존 연구 중 상당수가 임금격차와 성과 간에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연구들이 성과 측정의 정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성과 측정이 비교적 계량화되어 있고, 정확성이 높은 한국프로야
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야구 성과자료를 활용해 절
대적인 임금수준과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임금격차, 그리고 임금위치가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프
로야구 소속 10개 팀, 683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2,297개의 데이터를 수
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적인 임금수준과
성과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직무 간 임금격차와 성
과 간에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무 내 임금위치는
임금수준과 성과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프
로야구 연봉수준은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조직 내 임금격차가 증가하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직무 내 임금
위치가 낮은 선수들은 대안적으로 외부 임금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임금수준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임금격차, 임금수준, 임금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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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임금은 종업원의 동기와 태도, 행동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Gupta & Shaw, 2014; Bloom, 1999). 높은 임금은 종업원에게 동기부여가 되
기도 하고, 작업태도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도 한다. 또한 우수인재를 유
치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종업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낮추기도 한다
(Bloom, 1999; Henderson & Fredrickson, 2001; Katz & Murphy, 1992).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보상체계를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보
상체계를 변화시켜 기업전략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Shaw, Gupta & Delery, 2002).
국내 기업의 보상체계는 1980년대 후반까지 연공주의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
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를 맞으며 연봉제로 알려진
성과주의(performance based pay) 임금제도가 도입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박지
성․신수영, 2017). 기존의 연공급적 임금체계와 달리 성과주의 임금제는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변화를 가져온다. 미국과 영국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연봉 차이가 131배에서 300배에 달한다는 지적은 성과주의 임금의 특징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박지성․신수영, 2017).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성
과주의 임금제도의 확대로 최고경영자와 종업원뿐만 아니라 종업원들 간의 임
금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8).
종업원들은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비교 가능한 타인과의 임금격차에도 민감
하게 반응한다. 이는 개인 간 임금격차가 조직 내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인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Henderson & Fredrickson, 2001; Pfeffer & Langton, 1993).
임금격차가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금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금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의 노력과 성과
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나 통제변수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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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의 부정확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Brown et al., 2003; Shaw & Gupta,
2007; Shaw et al., 2002; Trevor & Wazeter, 2006). 즉, 임금과 성과 사이에 영
향을 미치는 설명되지 않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며, 성과와 보상 측정방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치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금 관련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을 다
소 보완하고자 하였다. 우선, 프로스포츠 데이터는 개인과 감독의 인적사항 및
총 보상, 보상내역, 성과통계, 시계열적 데이터 구축이 모두 가능한 장점을 가
지고 있다(김정우․김기민, 2011; Kahn, 2000).
둘째, 프로야구의 성과 정보는 표준화되어 있어 개인 간의 비교가 용이하고,
비교적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기업 자료에서는 개인 및 조직 성과
와 보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상호비교가 어렵고, 측정방식에
따라서 상이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는 개인
과 팀이 달성하는 성과와 그에 따른 보상이 표준적 방식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결측치와 측정오차가 적다(김정우․김기민, 2011).
셋째, 프로야구 데이터는 연봉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시계열적으로 누적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팀 간, 개인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다.
기업 대상의 기존 임금연구에서는 개인 연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으며,
2차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비록 개인에게 임금정보를 질문한
다 하더라도 임금정보의 공개를 꺼려하며, 답변 자체가 상당한 측정 오류의 가
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프로야구 데이터는 개인성과가 수치화, 표준화되어 있
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한국프로야구는 공식적인 성과지표로 WAR(Wins
Above Replacement : 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 이하 WAR) 지표를 활용하는
데, WAR은 선수 간의 성과를 상호비교하기 위한 객관적 성과지표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스포츠는 다른 조직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각 구
단은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입찰경쟁을 하게 된다. 프로스포츠의 경쟁시스
템으로 인해 각 선수의 성과와 미래성과 잠재성, 보상 내역 등이 수치화되며
확인 가능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더욱이 우수선수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여
임금분산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Frank & Cook, 1995). 이러한
프로스포츠 특징은 임금수준과 성과,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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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 위와 같은 스포츠 데이터가 가진 장점으로 인하여 해외연구에서는 임
금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프로스포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의 경우 프로스포츠 역사가 짧고,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임금과 성과 정보
역시 체계적인 축적이 미흡하였고, 프로스포츠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역시 거
의 없는 실정이다(김정우․김기민, 2011).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프로야구 데이터를 활용
하여 개인 선수의 임금수준과 선수 간 임금격차, 임금위치가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대비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첫째, 개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임금격차
와 성과 간의 관계가 비교적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야구와 같은 팀 스
포츠 연구에서는 이들 관계가 혼재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팀 스포츠에서 임금격차와 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팀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주로 팀 단위의 임금과 성과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를 통제하여 직무 간 임금격차가 개인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프로야구 선수의 포지션별로 선
발투수, 구원투수, 내야수, 외야수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마지
막으로, 임금수준과 임금격차에서 나아가 임금위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장에서 임금수준과 직무 간 임금격차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임금구조는 단시간에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직무 내 임금위치이다. 조직 내 임금비교는 임금격차와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임금
위치가 임금격차와 성과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임금수준과 성과 간의 관계
임금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충되는 관점이 존재한다. 우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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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동시장 균형이론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면 임금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효율임금이론이나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가설에서는 임금이
높아지면 이후 노동생산성이 따라서 증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인 노동시장 균형이론으로 설명되는 임금제도로서는 성과배분
제가 있다. 성과배분제는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임금을 조정한다. 즉 보상의
크기가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의해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박우성, 2010). 이러한 성과배분제의 특징은 임금인상에 따른 인플레를 방지할
수 있고, 기업의 지불 능력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준다(Weitzman, 1985). 성과배분제는 생산성과 임금 간의 정(+)의 인
과관계를 가정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 동기부여를 해줌으로써 기업성과 향상
과 노사관계 안정화 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한다(Kruse, 1993).
반면에 임금이 생산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으로는 효율임금이론
(efficiency wage theory)이 있다. 효율임금이론에 의하면 임금수준과 생산성 간
에 정의 관계가 성립된다(양동훈, 1999; Yellen, 1995). 즉, 조직이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
거나 더 유능한 인력을 유인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
다. 효율임금이론에 의해서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 증가를 동반한다면, 비자
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기업은 임금을 낮추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왜냐하면 효율임금의 포기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고, 조직의 전체적인 이
익극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성효용․강동관․강병구, 2015;
조우현, 2000; Akerlof & Yellen, 1986).
이와 같이 임금과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과에 대한 임금의
효과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Gneezy & Rustichini(2000)는 금전적
보상이 성과를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더불어 금전적 인센티브가 높은 성과를 야
기시킨다는 결과를 동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임금이 양적인 성과에는 긍정
적이지만 질적인 성과에는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Jenkins, Mitra,
Gupta & Shaw, 1998).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과 성과 간의 연구에서
도 경영자 보상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관련성
이 없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지성권 외, 1998; Abowd, 1990; Tosi, We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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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z, & Gomez, 2000). 또한 화폐적 보상시스템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수준은 외
적 동기발생에는 부분적으로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내적 동기발생과는 일
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연구결과도 있다(지성권․이진석, 2011; Van
Herpen et al., 2005).
임금과 성과 간의 상충된 인과관계는 성과에 대한 측정치가 비교적 상호비교
가능한 형태를 보이는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난다. 즉, 임금과 성과 간의 관계성이 일관적으로 정(+)의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Berri & Jewell, 2004; Hall, Szymanski, Zimbalist, 2002; Sheehan, 1996).
프로스포츠 선수의 연봉은 일정 기간의 성적과 미래가치를 포함하여 산정되고
있는데, 구단에서는 우수한 선수에게 고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선수를 유지하고
상호 경쟁을 통한 성과향상을 도모한다.
그러나 고임금으로 유치한 우수 성과자가 항상 긍정적인 성과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연봉으로 유치한 선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거나,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로 계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Sheehan(1996)은 메이저리그 야구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수한 선
수를 유치하고자 높은 연봉을 지급했던 시도들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
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1980년과 2000년 메이저리그 야구팀과 영국 프로축구
팀을 대상으로 임금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Hall, Szymanski, & Zimbalist
(2002)도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경우에 임금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다. Berri & Jewell(2004)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선수의 임금을
높이는 방식은 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새로
운 선수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선수의 임금을 높이는 경우는 팀 승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번의 승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342
만 달러가량의 임금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보상지불의 경제적 영향은 매
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 분야에서 임금수준과 성과 간에 정(+)의 관계를 발견한 연구들
도 있다. 이를테면 김정우․김기민(2011)은 한국프로야구 데이터 분석을 중심
으로 팀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우수한 성과를 얻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임금
과 성과 간의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Fernie & Metcalf(1999)도 영국 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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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금과 성과 간에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Hall, Szymanski, Zimbalist(2002)는 1974년부터 1999년까지 영국 프로축구팀
을 대상으로 임금과 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더 높은 임금수준을 제공
하는 팀이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금과 성과 간의 상호비교가 용이하고, 비
교적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프로스포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느 임금구조가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내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Katayama & Nuch, 2011).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성과에 대한 척도가 불분명
하기 때문이다(Simmons & Berri, 2011). NBA 선수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Simmons & Berri(2011)는 선수 임금이 주로 득점에 의해 결정
되고, 리바운드와 가로채기 등 다른 기본 요소들은 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성과지표상으로 개인의 기여를 식별하기 어렵거나 객관적으로 성과
를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임금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다(Rynes, Gerhart & Parks, 2005). 또한 메이저리그 야구팀과 영국 프로축구팀
을 대상으로 분석한 Hall, Szymanski, & Zimbalist(2002)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
난 이유가 선수들이 재능을 발휘하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스포츠 분야에서 임금과 성과가 명확한 관계를 나타내
기 위해서는 선수들에게 적정수준의 시장가격을 보장해주고, 상대적으로 신속
하게 팀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임금과 성과 간의 관계가 일관되게 정(+)의 관
계를 보일 것이라고 추론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성과에 대한 척도가 불분
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에 대한 척도
가 보다 수치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는 프로야구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이 한
계를 다소 극복해보고자 한다. 즉, 효율임금이론의 관점에서 임금과 성과 간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
우선, 프로야구의 경우는 성과에 대한 척도가 수치화되고 표준화되어 있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한국프로야구에서 공식적인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WAR은 공격과 수비와 주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표로 선수 간의 성과를 상
호 비교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한계로 임금이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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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한계를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성과가 평가되고,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보상시스템은 종업원의 동기유발과 직무 노력을 높임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
기 때문이다(Bonner & Sprinkle, 2002).
둘째로,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비교적 최근에 연봉이 공개된 프로축구나 프
로농구와 비교하여, 선수들에게 적정수준의 시장가격을 보장해주는 등 시장 기
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수 개인의 능력이나 객관
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단기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효율임금이론의 관점에서 임금과 성과 간의 정(+)의 관계성이 지지될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
셋째로,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과 동기
부여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두 가지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높은 임
금이 높은 성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Gerhart & Rynes, 2003). 프로야구와
같이 총액 임금 중 인센티브가 큰 경우에는 임금이 종업원의 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기 쉽다. 또한 분류효과(sorting effect)의 가능성이 있다. 프로야구 시
장과 같이 임금을 통해 우수선수를 잔류하도록 하는 관행이 강한 경우에 임금
과 성과는 서로 정(+)의 관계성을 갖기 쉽다(Gerhart & Milkovich,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할 때 높은 생
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효율임금이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1 : 임금수준과 성과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임금격차와 성과 간의 관계
임금격차란 직무에 따라 혹은 성과에 따라서 보상에 차이를 두는 보상구조를
의미한다(Bloom & Michel, 2002; Gerhart & Rynes, 2003). 임금격차는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임금분산 정도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구자숙․한준․박찬웅,
2008). 임금은 절대적인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개인 간 임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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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임금수준도 중요하다. 개인 간 임금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임금격차가
조직 내 사회적 관계 및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enderson & Fredrickson, 2001; Pfeffer & Langton, 1993). 이러한
임금격차는 성과 외에도 직무, 직급, 직위 등을 중심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Shaw et al., 2002).
임금격차의 개념은 수직적 임금격차(Vertical Pay Dispersion)와 수평적 임금
격차(Horizontal Pay Dispersion)로 구분될 수 있다(Bloom, 1999; Kepes et al.,
2009; Shaw & Gupta, 2007). 수직적 임금격차는 기업 내 임금구조 안에서 ‘경
사’와 관련된 개념이다. 즉, 가파른 임금격차는 임금밴드 간에 임금차이가 크기
때문에 높은 수직분산을 나타낸다. 수평적 임금격차는 수직적 임금격차의 대안
으로, 주어진 직무 또는 직급 내에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정도이다. 수평적 임
금격차는 주로 성과급과 연관되지만 연공급 임금구조에서도 가능하다(Bloom,
1999; Shaw & Gupta, 2007).
임금격차가 조직성과 및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Pfeffer
& Langton, 1993) 임금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임금격차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수렴되고 있지 못하다(Gupta,
Conroy, & Delery, 2012). 임금격차와 성과 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
(Becker & Huselid, 1992; Kepes et al., 2009)와 임금격차가 성과 개선에 오히
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loom, 1999; Bloom & Michel, 2002; Pfeffer
& Langton, 1993; Shaw & Gupta, 2007; Shaw at al., 2002; Trevor & Wazeter,
2006), 임금격차와 성과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Hunnes,
2009).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이는 이유로 임금격차와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들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못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rown et al., 2003; Shaw & Gupta, 2007; Shaw
et al., 2002; Trevor & Wazeter, 2006).
임금격차가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Becker & Huselid, 1992;
Kepes et al., 2009)는 주로 토너먼트 이론(tournament theory)을 기반으로 전개
되었다. 토너먼트 이론은 고정된 상을 놓고 경쟁하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토너먼트에서는 절대적인 생산성이 아니라 상대적 서열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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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토너먼트에 참여한 주체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김경묵, 2005; Bloom,
1999; Lazear & Rosen, 1981; Shaw, Gupta, & Delery, 2002). 토너먼트형 임금
구조는 근로자의 게으름과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으며(김경묵, 2005), 개
인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동기를 부여해준다(Milgrom & Roberts, 1992). 또한
토너먼트형 임금구조에서는 임금격차의 크기가 근로자들의 작업노력을 이끌어
내는 유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 간의 보상 차이가 클수록 토너먼
트에 참여하는 경쟁자들의 노력을 높일 수 있다(김정우․김기민, 2011; Lazear
& Rosen, 1981). 위계적인 임금격차가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Bloom, 1999). 토너먼트 임금구조에서는 뛰어
난 근로자는 조직에 남지만,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Bloom & Michel, 2002; Downes & Choi, 2014; Lazear & Rosen, 1981).
반면에 임금격차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공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Bloom, 1999; Bloom & Michel, 2002; Pfeffer & Langton,
1993; Shaw & Gupta, 2007; Shaw at al., 2002; Trevor & Wazeter, 2006). 공정
성 이론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력과 기술 등 투입 대비 산출물인 보상의 비율을
준거집단과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로자는 이러한 비율이 불균형적이라
인식할 때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투입을 줄이거나 다른 조직을 찾게
된다(Downes & Choi, 2014).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지나친 임금격차는 불공정
성을 높일 수 있어 오히려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Kepes et al., 2009). 불공정성을 인식한 근로자는 직무태도와 만족도가 부
정적으로 변하고 협동 행동을 줄이며,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
이다(Pfeffer & Langton, 1993). 이러한 이유로 공정성 이론은 과도한 임금분산
이 오히려 근로자의 불공정성 인식을 높이고,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Bloom, 1999).
스포츠 데이터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성과 중심의 스포츠에서 임금
과 성과 간의 관계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레이싱 대회와 경마,
골프 등의 경우는 높은 상금격차를 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토너먼트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로 큰 임금격차
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하는 작용을 시사하고 있다(Becker & Huselid,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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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ie & Metcalf, 1999).
정(+)의 관계를 보이는 개인 스포츠와 달리 팀 스포츠의 경우에는 혼재된 방
향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연구는 주로 프로야구리
그(Major League Baseball : MLB)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팀 내 임금격차가 클수록 팀 승률이 낮아지는 부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Bloom, 1999; Todd Jewell & Molina, 2004). 미국 하키리그(NHL)와 미국 미
식축구리그(NFL), 타이완 프로야구리그(CPBL)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임금격차가 클수록 팀 성과와는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an & Jane, 2008; Sommers, 1998).
그러나 팀 스포츠의 경우라도 임금격차와 성과 간에는 다른 관계성을 보인
연구들도 있다. 미국 프로농구(NBA)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임금격차와
성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Berri & Jewell,
2004), 미국의 야구(MLB), 농구(NBA), 하키(NHL), 미식축구(NFL)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하키와 미식축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야구는 부(–)
의 관계, 농구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Frick, Prinz, & Winkelmann, 2003).
팀 스포츠에 있어 임금격차와 성과 간에 일관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은
그 관계가 비선형 관계를 갖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Franck & Nüesch
(2010)는 독일 프로축구리그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임금격차가 매우 크거나 적
은 경우에 팀 성적이 좋았고, 임금격차가 중간 수준인 경우에는 팀 성적이 좋지
않은 U자형 구조를 보고하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KBO)와 미국 하키리그
(NHL)를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임금격차의 크기가 일정 수준까지
는 팀 성적에 정(+)의 관계를 보이다가, 특정 수준 이후부터 부(-)의 관계를 보
이는 역U자형을 보고하고 있다(김정우․김기민, 2011; Trevor, Reilly, & Gerhart,
2012).
본 연구에서는 팀 스포츠 안에서의 개인 임금격차와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이론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대립 가설로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토너먼트 이
론과 효율임금이론을 팀 스포츠에 대해 적용한다면 임금격차와 성과 간의 관계
는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 이론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임
금격차는 성과와 부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 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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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가지 가능성을 상호 대립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 2.1 : 직무 간 임금격차와 성과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 직무 간 임금격차와 성과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임금위치와 성과 간의 관계
기존 연구에서는 위계적 임금구조와 응집된 임금구조 중 어느 임금구조가 보
다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지를 일관성 있게 밝혀내지 못하였다(Bloom,
1999). 다만 임금격차의 성과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임금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loom, 1999; Brown et al., 2003; Trevor & Wazeter,
2006).
임금위치(wage position)란 임금의 분산에서 내가 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 수
준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근로자는 사회적 비교에 따라 자신의
임금에 대한 반응을 달리한다(Pfeffer & Langton, 1993). 주어진 임금격차 내에
서 임금위치가 높은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보다 높은 경제적 지
위와 명성을 얻게 된다(Frank, 1985). 반면에 임금위치가 낮은 근로자는 상대적
으로 명성, 지위, 경제적 보상 수준이 낮다고 인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의
위치가 낮은 근로자는 위계적인 임금분배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Cowherd
& Levine, 1992; Pfeffer & Langton, 1993).
임금위치는 조직 내부에서의 임금비교와 조직 외부에서의 임금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이 중에서 특히 내부 임금비교는 조직 내 임금격차와 성과 간의 관계
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는 조직 내 임금위치에 따라서 임금격차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Bloom, 1999; Brown et al., 2003; Trevor & Wazeter,
2006). 임금위치의 조절효과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상대적 박탈이론에 근거하
여 임금수준이 조직 안에서 낮다고 인지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
해 불평등을 더 많이 느낀다고 주장한다(Crosby, 1976). 임금위치가 높으면 임
금격차가 임금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시키지만, 임금위치가 낮으면 반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임금위치를 지각한 근로자는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위치를 지각한 근로자는 불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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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관대하다. 결과적으로 임금위치가 높은 근로자는 임금격차에 긍정적
으로 반응하지만, 임금위치가 낮은 근로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임금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각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Trevor & Wazeter,
2006).
특히 조직 내에서 임금위치가 낮은 근로자는 대안적으로 외부 임금수준에 주
목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내부 임금위치가 높은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외부
와의 임금 비교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Frank, 1985; Trevor & Wazeter, 2006).
결과적으로 내부 임금위치가 낮은 근로자는 외부의 비교 가능한 임금수준에 민
감하게 반응하며, 내부 임금위치가 높은 근로자는 외부 임금 비교에 크게 신경
을 쓰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상대적 박탈이론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임금위
치가 낮은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이직률과 더 낮은 성과
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 임금위치에 근거하여, 내부 임금위치가 낮은 근
로자가 대안적으로 외부 임금위치인 임금 크기와 성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며,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낌으로 인해 임금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부(-)적으
로 조절할 것이라 추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임금위치는 성과와 임금수준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프로야구(KBO) 홈페이지와 KBO 통계 사이트인 Statiz를
활용하여, 한국프로야구 소속 선수들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표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팀 내 성적 상위 30위권
선수들 중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국내 선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인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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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이유는 외국인 선수들이 연봉문제가 아니라 문화나 기후, 심리적인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시즌 중 프로야구리그를 떠나거나, 거액의 연봉
에 맞지 않는 성적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터상에서
팀 상위 연봉자들은 외국인 선수들이었지만, 그중 일부가 부상이나 실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시즌 종료 전 리그를 떠났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선수들의 성과
데이터가 발표된 자료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외국인 선수의 임금 산
정체계 역시 국내 선수들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국내 선수만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프로야구에는 2개의 신생구단이 생겼다. 2007
년부터 2012년까지 8개 팀이 운영되다가 2013년에 NC 다이노스가, 2015년에
KT 위즈가 창단되었다. 자료 구성 시기 동안 팀 개수가 변동됨으로써 표본을
구성하는 패널은 연도별로 표본 수가 동일하지 않다. 그 외 선수의 개인적 사정
으로 10년 동안 팀 내 성적 상위 30위권을 유지하는 선수의 데이터는 10년간
모두 갖추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은퇴, 군대, 부상, 해외 진출 등의 사유가 발생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리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간의 패널데
이터는 선수별로 자료의 시계열 구성이 불균형한 패널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총 10개 팀, 683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2,297개의 데이터를 수집하
여 10개 연도별로 일반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을 한 이후에, 10개년 자
료를 통합하여 패널분석(pooled panel model)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가. 독립변수
본 연구의 회귀식을 구성하는 독립변수 중 임금수준은 선수들이 각 연도에
구단과 체결한 연봉으로 정의하였다. 연봉은 구단에서 공시한 자료를 기반으로
KBO 홈페이지와 Statiz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선수별 연봉은 최
소 2천만 원부터 최대 약 16억 원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연봉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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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금수준(연봉) 분포
연봉(백만 원)
20~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799
800~899
1,000~1,499
1,500~1,699
전체

인원(명)
1,354
454
165
101
88
51
22
35
10
12
5
2,297

비율(%)
58.95
19.76
7.18
4.4
3.83
2.22
0.96
1.52
0.44
0.52
0.22
100

임금격차는 본 연구가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과거 팀 수준에
서 정의된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격차를 팀 수
준에서 직무 수준으로 한 단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임금
격차를 4개의 직무별로 측정하였다. 즉, 직무 간 임금격차를 정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팀 내 직무를 선수의 포지션별로 4개로 구분하였다. 직무는 각 선
수의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수를 선발투수와 구원투수로, 타자를 내야수
와 외야수로 구분하였다. 내야수는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포수, 지명타
자를 포함하였으며, 외야수는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포지션을 포함하였다. 직
무별로는 선발투수 359명(15.63%), 구원투수 727명(31.65%), 내야수 709명
(30.87%), 외야수 502명(21.85%)의 선수가 표본을 이루고 있다.
임금격차는 선수 개인 간의 임금격차가 아닌 외야수, 내야수, 구원투수, 선발
투수의 네 가지 직무 간 임금격차로 계산되었다. 직무 간 임금격차는 각 직무의
평균임금값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가장 큰 직무의 값과 선수가 속한 직무의
평균임금값의 비율로 정의되었다.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직무 간 임금격차 = 팀 내 임금이 가장 높은 직무의 평균임금/해당 선수가 소
속된 직무의 평균임금
비율법으로 산정한 값이 클수록 해당 선수는 팀 내 임금불평등 정도를 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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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느낄 것이다. 평균임금값이 가장 큰 직무의 경우에는 비율법으로 계산한 임
금격차의 값이 1로 최소값이 되며, 평균임금이 작은 직무일수록 직무 간 임금
격차값은 커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팀 내 임금격차가 커질 경우, 직무 간 임금
격차 역시 커지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나. 종속변수
본 연구의 개인성과 변수는 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를 뜻하는 WAR(Wins
Above Replacement) 지표를 활용하였다. WAR은 세이버매트릭스라는 야구 통
계에서 나온 용어로 타 선수 대신 출전하여 타 선수 대비 팀 승리에 기여한 정
도를 산출한 선수 평가지수이다. 기존의 WAR은 타격, 수비, 주루, 투구 등 각
각의 지표가 따로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공격과 수비와 주루를 아우르는 종합
적인 WAR이 계산되고 있다. WAR은 한국프로야구(KBO) 차원에서 공식적인
선수 성과지표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KB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AR 성과 수치는 2를 기준으로 WAR이 2 이하면 교체선수, 2 이상이면 주
전선수로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로 간주된다. WAR이 높을수록 좋
은 성적을 내는 선수라고 할 수 있으며, 6 이상인 경우에는 프로야구리그 전체
에서 높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다.

다. 조절변수
임금위치는 절대적인 임금크기를 나타내는 임금수준과는 달리 조직 내에서
선수 개인의 상대적인 임금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스포츠 분야의 선수들의
임금위치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본 Bloom(1999)은 임금위치를 단순히 랭킹으
로 측정하여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선수의 연봉을 동일 직무 내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의 임금과 비교하는 비율법으로 계산하였다.
Bloom(1999)의 연구에서는 선수의 임금 순위(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1)와
팀 지니계수를 곱하여 임금위치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랭킹법은 선수들 간의 우열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임금수준의 크기가 반영되
지 않아 임금격차의 정도에 따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다. 본 연구는 각 선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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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직무 내 가장 높은 연봉으로 나누어주는 비율법을 활용하여 랭킹법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비율법은 단순 우열이 아닌 선수들 간의 임금수준을 반영
함으로써 임금위치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다(Trevor & Wazeter, 2006).
임금위치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팀 내 직무 내 임금위치=해당 선수의 연봉/소속된 직무 내 가장 높은 연봉
본 연구에서는 팀 내 동일한 직무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분모로 하고, 각 선
수의 연봉을 분자로 하여 계산된 비율값이 클수록 임금위치가 높다고 정의하였
다. 동일 직무군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1의 값을 가지게 되며, 나
머지 선수들은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게 된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는 연봉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서 근속연수, 직전년
도 성적, 해외진출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근속연수나 직전년도 성
적 등은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Bloom, 1999)일 뿐만 아니라,
다음해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직전년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봉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근속연수, 직전년도 성적을 통제하였으며(Bloom,
1999), 해외진출여부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KBO에서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
으로 해외 진출 이후 국내로 돌아온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관행이
있다. 해외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국내로 복귀한 선수들의 연봉인상이 높아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여부를 통제변수로 추
가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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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표
M

s.d.

1

1. WAR(성과)

1.46

1.55

1

2. 근속연수

8.68

4.89

.09**

1

3. 직전년도 성과

1.21

1.60

.60**

.20**

1

4. 해외진출 여부

.02

.16

.10**

.09**

.07**

1

5. 임금수준

1.41

1.78

.44**

.44**

.55**

.35**

6. 직무 간 임금격차

1.97

1.13 -.20** -.18** -.21** -.08** -.26**

7. 임금위치

.38

.33

.41**

2

.41**

3

.53**

4

.22**

5

6

7

1
1

.68** .1**

1

주 : N=2297, †p<.10, * p<.05, ** p<.01.

각 선수들의 성과 대리변수로 사용된 WAR의 평균값은 1.46이며, 연봉은 1
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로 나타낸 팀 내 직무 간 임금격차는 1.97
의 값을 보이고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 간 임금격차와 성
과 간에는 r=-.20인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직무 간 임금격차가 높을수록
개인성과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 연도별로 일반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을 한 이후
에, 10개년 자료를 통합하여 패널분석(pooled panel model)을 실시하였다. 패널
분석 중 고정효과모형은 회귀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특성을 고정효과로 통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변수의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즉, 일반회귀분석과 랜덤효과모형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패널분석에 앞서 랜덤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간의 선택을 하우스만 테스트
(Hausman test)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효과와 독립변수 간에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해 보이나, 본 연구
에서는 패널분석 시에 두 모형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
을 고려하였다. 일반회귀분석과 패널분석(랜덤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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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모형별 분석 결과표의 모형 1은 통제변수인 근속연수, 직전년도 성적, 해
외진출여부 등을 포함한 결과이다. 모형 2는 통제변수에 독립변수인 임금수준
과 직무 간 임금격차와 조절변수인 직무 내 임금위치를 추가하였으며, 모형 3
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해준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분석 시에 11개의
팀별 더미를 포함시켜 팀 특성을 고려하였다.
<표 3> OLS, 랜덤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표
OLS

근속연수
직전년도 성적
해외진출 여부

m2

m3

m1

m2

m3

m1

m2

m3

b/se

b/se

b/se

b/se

b/se

b/se

b/se

b/se

b/se

-.009

-.039***

-.049***

-.009

-.007

-.013

-.034*

(.01)

(.01)

(.01)

(.01)

(.01)

(.01)

(.01)

(.01)

(.02)

.570***

.436***

.405***

.570***

.436***

.405***

.123***

.107***

.082**

(.02)

(.02)

(.02)

(.02)

(.02)

(.02)

(.02)

(.02)

(.03)

.588***

-.029

-.024

.588***

-.029

-.024

-.416

-.348

-.266

(.16)

(.17)

(.17)

(.16)

(.17)

(.17)

(.56)

(.60)

(.60)

.105***

.404***

.105***

.404***

-.012

.268**

(.02)

(.07)

(.02)

(.07)

(.03)

(.10)

.133***

-.126***

-.071*

-.073*

(.03)

(.03)

(.03)

(.03)

(.04)

(.04)

.676***

.971***

.676***

.971***

.341

.663**

(.12)

(.14)

(.12)

(.14)

(.17)

(.20)

직무 간
임금격차 (B)
임금위치(C)

임금수준 x
임금위치(AXC)

R²

FE

m1

임금수준(A)

상수항

RE

-.039*** -.049***

-.133*** -.126***

-.313***

-.313***

-.284**

(.07)

(.07)

(.09)

.661**

1.059***

.965***

.661**

1.059*** .965*** 1.739*** 1.765*** 1.763***

(.24)

(.24)

(.24)

(.24)

(.24)

(.24)

(.35)

(.37)

(.37)

.360

.388

.393

.361

.393

.398

.229

.300

.286

주 : N=2297, * p<.10, ** p<.05, *** p<.01, 양측검정.
팀별 더미 변수(11개)가 포함되었으며, 회귀계수와 표준오차값은 표에서 생략하고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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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과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회귀분석과 랜덤효과모형은 1% 유
의수준하에서, 고정효과모형에서는 5%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근속연수와, 직전년도 성적, 해외진출 여
부 등에서도 회귀계수와 부호 및 유의성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높은 임금수준
이 높은 성과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임금과 생산성 간의 긍정적 관계를 제시
한 효율임금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직무 간 임금격차는 성과와 일반회귀분석과 랜덤효과모형은 1% 유의수준하
에서, 고정효과모형에서는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직무 간 임금격차가 클수록 성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팀 내 임금격차가 응집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지지
하는 결과로, 대립가설인 2.2를 지지하고 있다.
직무 내 임금위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 내 임금위치는 일반회귀
분석과 랜덤효과모형은 1% 유의수준하에서, 고정효과모형에서는 5% 유의수준
하에서 직무 간 임금과 성과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 내 임금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에 성과에 보다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수준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
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임금위치 조절효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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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 개인의 절대적인 임금수준과 직무 간 임금격차가 성
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팀 내 임금위치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임금격차는 개인 및 조직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
구되어 왔으나, 임금격차와 성과 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들이 혼
재되어 있다.
국내의 임금연구는 현실적으로 임금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
해 임금과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동안 국내
연구는 활용 가능한 2차 자료를 활용하거나,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임금자료에
기초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한국프로야구의 성과 데이터는 비교적
객관화된 지표에 따라 계산된 것이며 임금 역시 일반에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
에, 본 연구는 한국프로야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금과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연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임금수준과 성과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효율임
금이론의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수한 인재를 높은 임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구성원의 근
로의욕을 높일 수 있으며, 교육이나 훈련 등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무 간 임금격차와 성과 간에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직무 간 임금격차가 클수록 성과가 낮아짐을 의미하며, 공정성 이론을
기준으로 볼 때 직무 간 임금격차가 압축적일수록 개인성과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우수한 인재를 높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이 개인의 성과
를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팀 내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조직 내 보
상 불균형감을 초래하여 오히려 조직성과가 저하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임금수준과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임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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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직무 내 임금위치는 임금수준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그림 1]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의 임금위치가 높은 경우 임금수준은 성과에 상대적
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개인의 임금위치가 낮은 경우 임금수준은 성
과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저연봉자가 고연봉자에 비해 임금위치에 따른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주로 미국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한
해외 선행연구들은 팀 스포츠의 경우 임금격차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Pfeffer & Langton, 1993), 임금위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Bloom, 1999; Trevor & Wazeter, 2006).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 간의
임금을 랭킹으로 측정하여 임금위치의 우열을 반영하였던 기존 해외연구를 보
다 정교한 방법으로 국내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프로야
구 데이터를 대상으로 선수들 간의 직무를 분류하고, 임금위치의 우열뿐만 아
니라 상대적인 크기를 반영할 수 있는 비율법을 활용함으로써 선행연구보다 정
교한 방법으로 임금과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팀 내 직무를 세분화하여 측정함으로써 직무 간 임금
격차가 개인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임금위치
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임금수준과 성과 간의 관계를 추론할 때 임금위치
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팀 내 직무를 세분화하여 살펴
본 결과는 직무급에 응용하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임금구조
는 최근 연공급 중심에서 성과기반의 연봉제 혹은 직무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직무급은 직무 간에 기술과 난이도, 중요성에 따라 임금수준이 상이한 제
도인데,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팀워크가 중요한 상황에서 직무 간에 지나친
임금격차가 오히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임금위치는 임금수준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
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위치가 낮은 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임금과 성과 간의 관계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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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으로 임금격차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비단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회계, 법률, 컨설팅 회사에서 새로 입사하는 직원의 급
여는 기존 직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Bloom, 1999).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격차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원 개인의
임금위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프로야구 데이터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스포츠 데이터가 성과 측정이 비교적 계량화되어 있고 정확
성이 높다는 장점으로 임금 관련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스포츠
시장의 결과를 다른 노동시장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
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임금격차와 개인성과 간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으나
향후에는 조직성과와 개인성과를 모두 반영한 다수준 패널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프로야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화된 성과지표
를 분석하였으나 성과에 대한 개인의 인식 차이를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성과
수준에 대하여 종업원 개인이 느끼는 정도와 임금과의 공정성을 인식하는 정도
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식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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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s of Wage Difference and Wage Position on Individual
Performance : The Case of Korea Baseball League
Yang Donghoon․Ko Eunjung․Jang Yongjoon
Wage has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as variables that has a major effect 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many of the existing studies have
not provided consistent results between wage difference and performance. This
problem is due to the fact that the accuracy of the measurement of the performance
and the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the performance are not considered properly.
This study utilized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data which can be measured and
measured relatively accur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bsolute
wage level, the wage difference that enables relative comparisons, and the effect
of wage position on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collected 2,297 data for 10
teams and 683 athletes from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team from 2007 to 2016
for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bsolute wage level and performanc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wage difference and
performance.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wage position of the job are moderated
to the negative wage level and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lthough the wage level of professional baseball reflects the performance, the wage
difference in the organization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performance. The
players with low wage position in the job pay attention to the wage level, which
is the position of external wage. And the wage position wa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 level and performance as a negativity.
Keywords : wage level, wage difference, wag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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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인력 개발 과제 중 하나는 회사
내의 유능한 여성과 소수인종이 상위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유리
천장(glass ceiling)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다(Noe et al.,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2017년 현재 전체 취업자 가운데 23.5%1)로 4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World Economic Forum(2017)이 발표한 글로벌 성별 격차 순위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문화와 관행,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조직 내 성별 불평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재생
산되고 있다(주희진, 2005).
유리천장은 어떻게 형성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
어져야 하는가? 여성의 관리직 진출 장애요인은 수준별로 사회, 조직, 그리고
개인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Shin & Bang, 2013).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친
화적 정책 등 제도적 요인과 사회적 집단이 가지는 태도 등의 요인, 조직 수준
의 요인으로는 기업 문화, 조직 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의 특성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여성의 상위직 진출을 막는 다양한 근로자 개인 차원의 요
인이 존재할 것이다. 이 가운데 조직 수준 요인에 대한 규명은 매우 중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장려되는
현실에서 이미 경력개발의 길을 택한 여성 관리직의 선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에는 미흡하며, 만일 개인의 선호로 인해 휴직을 택하는 대
신 가정에 남기로 결정했다면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반면, 만일 제
도화된 정책의 확산을 막는 조직문화적 변수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과 결과에
1)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 전문․관리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의
분류 중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종사하는 여성취업자를 의미함.
2) World Economic Forum(2017),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성별 격차 척도는
여성 경제 활동참여와 기회, 여성의 교육 수준, 여성의 건강과 평균수명, 여성의 정치적
권한(여성의 의회 점유율, 행정관리직의 여성 비율 등)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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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철저한 규명과 대안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주희, 2003a).
조직 수준 요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 중 상당수는 주로 여성과 소수인력
에 대한 조직 내 편견이나 이들에게 불리한 회사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
에 대한 고정관념은 기업에서의 채용, 배치, 임금, 승진 등과 관련된 인사관리
면에서 차별을 낳고, 이런 차별은 여성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킨다. 여
성 근로자들은 교육 프로그램, 경력개발 경험, 멘토링 등에 참가할 기회를 충분
히 얻지 못하며, 여성 관리자는 남성 관리자에 비해 조직으로부터의 지원을 많
이 받지 못함으로써 업무 수행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Noe et
al., 2015). 이처럼 성 고정관념이 깊숙이 내재된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관행은
여성 근로자들의 역량, 행동, 태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유리천
장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은 기업에 독특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다. 여성
관리자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유능한 여성 인재
확보(Konrad et al., 2008), 여성 고객층 확장(Cox & Blake, 1991) 등에 보다
적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고급 여성인력
이 제대로 쓰임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은 미래의 경제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관리직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
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 관리직의 현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
태다(이주희 외, 2004). 상위직 여성의 비중과 관련된 연구가 극히 적은 이유는
우선 여성고용과 관련한 연구의 초점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기혼여성의 재
취업 같은 노동공급 차원에 주목되어왔기 때문이고, 상위직 여성고용을 검증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사업체 조사가 없었기 때문이
기도 하다(윤명수 외, 2012).
조직 차원의 요인들이 유리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헌들이 간헐적으
로 수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영역이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원관리 특성이 유리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관련 논문이 있지만, 연구방법론상 한계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2002년 사
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한 이주희(2003b)는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시
간개념, 즉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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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관행이 종업원의 역량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 시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변수 간 관계 해석에 있어 상당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노사관
계 분야에는 유리천장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 특성이
유리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3~5차년도(2009~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인적자
원관리 특성(헌신형 인사관리, 여성 훈련자 비율)과 노사관계 특성(노조조직률,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이 여성 관리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
보고, 여성 관리직 진출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여성 관리직 진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가설

1. 인적자원관리와 유리천장
인적자원관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적자원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에 있다
(Noe et al., 2015).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관행은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
을 미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직성과 및 조직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
자들은 특정 인적자원관리 유형과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의 관계, 특정 인적자
원관리 유형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왔다.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유
형 가운데 헌신형 인적자원관리(High-commitment HRM)는 종업원 몰입 증진
을 위해 특화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헌신형 인적자원관리는 피고용인들에게
자율성(autonomy), 고용안정(security), 정보(information), 성과 보상 등을 제공
하여 종업원들의 완전한 노력(consummate effort), 독창성(initiative), 유연성
(flexibility)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스템이다(Baron & Kreps, 1999).
배종석(1999; 2001)은 역량, 헌신, 참여기회 등의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가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노조조직률, 사용자의 노사관계전략이 여성의 관리자 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ㆍ김동주) 

127

잘 갖추어진 체제를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으로 보았다. 헌신형 인적자원
관리하에서 피고용인들은 헌신적으로 일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연하
게 일을 처리하며,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Baron & Kreps, 1999). 이러한 특성에 따라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는 대체로 기업성과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윤호 외,
2009; 유병홍․김동주, 2011).
헌신형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고용보장, 평등주의, 자율운
영팀, 효율적 임금과 획기적 이익 제공 등의 특별한 보상, 팀 단위 인센티브 제
공, 넓은 범위의 사회화 훈련, 직무확장과 직무충실화, 직무순환, 열린 대화와
정보제공, 평등한 문화, 신중한 선발, 스톡옵션 제공 등을 통한 주인 의식 강조
등이 있다(Baron & Kreps, 1999). 헌신형 인적자원관리의 방향성 측면에서 평
등주의라는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신형 인적자원관리는 상징과 실제
모든 측면에서 평등주의(Egalitarianism in word and deed)와 평등한 조직문화
를 지향하고 있다. 사용자의 인적자원관리 지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은 조
직 내 사기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헌신하
고 몰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상위 직급으로
의 진출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느냐 여부이다(손귀현 외, 2018). 승진은 여성 종
업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잠재능력을 발휘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황성수, 2017). 유리천장 지각
의 정도가 클수록 직무에 대한 좌절 및 불만족과 더불어 조직몰입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조직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정순 외, 2015).
헌신형 인적자원관리의 수단성 측면에서는 교육훈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종업원들의 동기부여와 헌신, 유연성, 자율관리를 위해서는 고숙련 인
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직무 경험 기회 제공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라미드형 관료제 조직에서 승진에 유리한 경력을 형성하는 전
형적인 방법은 여러 부서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을 습득하
고, 조직 내 인적네트워크를 축적하는 것이다(김수한, 2012). 헌신형 인적자원
관리는 평등주의와 평등한 문화를 지향하고 직무확장과 직무충실화, 직무순환,
열린 대화와 정보제공 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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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다른 인적자원관리
유형에 비해 여성 관리자 임용과 더욱 적합성을 가질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신형 인적자원관리의 평등주의 원칙과 교육훈련 및 직무설계 정
책은 여성의 관리직 진출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므
로, 여성의 유리천장 타파라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주희(2003b)는 사업체패널조사 분석을 통해 여성 관리직이 있는 기업들의
인사관리상 특성을 고찰한 바 있다. 그는 여성 관리직 진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인사관리의 일차적 목표를 인건비 절감보다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몰
입을 높이는 데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같은 자료를 활용한 인사담당자 의식
조사에서도 여성 관리직 진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보다 평등 지향적이었으며,
채용, 승진과 같은 조직 내 인사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
사고과에 있어서도 여성 관리직 진출 기업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역량에 따른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용자가 헌신형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사업장 내 평등한 조직 문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면,
여성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과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에
꼭 필요한 간부급 여성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헌신형 인적자원관리는 여성 관리자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적 자본, 고객 자본, 사회적 자본, 지적 자본을 포함하는 무형의 자산은 기
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도움을 주며, 교육훈련, 비공식 학습, 지식 경영은 무형
자산 개발에 중요한 원천이다(Noe et al., 2015). 이 가운데 교육훈련은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역량, 지식, 기술, 행동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는
계획된 노력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전 지구적 경
쟁이 격화되는 환경하에서 기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된다(김안
국, 2002). 사람을 통해 경쟁력과 이윤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경영관리 시스템
의 주요 요인에는 광범위한 교육훈련, 신분 차별과 기타 장애 요인의 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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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Pfeffer, 1998).
승진은 기본적으로 인적자본투자의 결과다(Becker, 1962; Mincer, 1972). 기
업이 훈련을 통하여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을 투자한 근로자는 기업에게 가치 있
는 존재가 된다(장지연 외, 2007). 인적자본투자의 수단으로서 향후 승진가능성
에서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훈련 시스템은 유리천장 타파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Bergmann, 1989; Morrison & Von
Glinow, 1990; Goodman et al., 2003). Noe et al.(2015)은 여성들이 기업 내 고
위직에 매우 적게 분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교육훈련을 지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여성은 교육 프로그램, 경력개발 경험과 멘토링 등에 참가할 기회를 충
분히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약화되고 고위직 선발 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승진 기회가 제한된다. 역으로 여성의 훈련 기회 확대는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
과 기술 강화, 숙련 향상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형성된 전문성은 고위직 선발 시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논거들이 제시된 바 있다. 공직에서의 유리천장 현상을
분석한 홍미영․우양호(2007)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사회적인 편견, 남
성 중심적 조직 구조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멘토링 부족을 승진장벽의 주요 유
발 요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 HCCP)을 활용한 김수한(2012)의 연구는 교육훈련 및 멘토링
이 여성의 관리직 진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며, 특히 작업현장훈련(OJT)의 효과
가 주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앞선 국내외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의 훈련 기
회 확대는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여성 훈련이수자 비율 증가는 여성 관리자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노사관계와 유리천장
노동조합이 유리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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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노동조합 본연의 기능이나, 그간 노조의 발자취 등 역사적 사실을 토
대로 그 관계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
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다(Webb
& Webb, 1920).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 내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경제적 민주주의의 평등사상을 지향한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참가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가족수당, 탁아시설 등 다양한 가정친화적인 정책을 단체교섭이란 교섭창구를
통해 마련해 왔다. 노조가 고용주와의 공식적인 계약 협상을 통해 근로자의 복
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조몰입을 줄이기 위해 전략
적 차원에서 욕구를 사전에 충족시켜 주는 방식 등을 통해 모성보호 정책을 도
입한다는 주장(이민우 외, 2008), 노동조합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실시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혜련 외, 2001; 구자숙, 2009)도 존재한다.
국내 양대 노총의 창립선언문, 규약과 강령 등에도 평등노동, 평등한 승진과
배치,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창립선언문에서 노동
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남녀평등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규약에 직장
내 비민주적 요소 척결, 모성보호 확대 및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등을 규정하
고 있다. 한국노총의 강령에도 평등과 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
실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약 10조에 여성 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
등실현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노사관계이론에 따른다면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노사관계 전략을 포함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노조의 교섭력 강화는 사업장 내 평등주의의 강화, 성별 차
별 철폐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Kuruvilla et al., 2002).
한편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일정 수준 이상의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교섭
력을 갖고 있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협력이 증대할수록 여성 이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ddy et al.(2017)은 노동조합이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 제도화 촉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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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성의 상위직 진출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사례를 분석
한 오학수(2006)는 노동조합이 가정친화적 정책(어린이 보호프로그램, 육아시
간 도입 등)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 금융노조 단체협
약을 분석한 권현지(2007)는 노동조합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참여가 자
선, 봉사활동 등 외부적(external) CSR보다는 일․가족 양립 등 조합원과 관계
된 가정친화적 정책 등 내부적(internal) CSR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와 조직률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친화적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CSR과 가정친화적 제도 간의 상관관계를 긍정적으
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근로자 숙련 간 관계 또
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교육훈련투자와 숙련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영면․나인강(2012)에 따르면, 노조는 교육훈련투자 확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구성원의 숙련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노조의 존재는 사업장 내 평등주의의 강화, 성별 차별 철폐,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 제도화 촉진, 교육훈련 기회 확대와 숙련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상위직 진출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노조조직률은 여성 관리자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용자의 노사관계 전략이 유리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사관계 전략과 조직 내 타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다룬 기존 문헌들을 근거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노사관계 전략은 인적자원관리 관행과 제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이영면․이주형(2014)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이미 노사관계의 성격
을 인적자원관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Jacoby, 1984; 2003; Kochan & Cappelli, 1984; Kochan et al., 1986; Taras,
2003). 노사관계의 영역에서 사용자가 노조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태도 및 시각
은 사업장 내 고용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보느냐 또는 경영의 중요한 파트너로 보느냐 하는
노조관에 따라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최종태, 1996).

132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1호

사용자의 노사관계 전략은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
으로 분류될 수 있다. Cooke(1990)는 사용자의 대노조 관계에 있어서의 전략적
선택을 노조회피(union avoidance) 전략과 동반자 전략으로 구분한 바 있다. 노
조회피 전략은 소극적 측면에서 노조를 형식적으로만 인정하며, 노조의 어용
화․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며, 노조 동반자 전략이란 적극적 측면에서 노조의
성장을 지원하고 노조를 경영의 중요한 파트너로 수용하는 것이다(이영면․이
주형, 2014). 노조회피 전략은 다시 노조억압적 접근(union suppression approach)
과 노조대체적 접근(union substitution approach)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토대로 개별 종업원들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노조
조직화를 막거나 이미 설립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접근이며, 후자는 종업원들
의 불만족을 해소함으로써 노조의 수단성을 약화시키려는 사용자 전략을 의미
한다(Katz & Kochan, 2004). 이영면(2009)은 사용자의 고용관계전략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5단계의 고용관계전략 유형으로는 노조탄압, 노
조회피, 노조대체, 노조대응, 노조협력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고용
관계전략이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노동조합
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전략을 사용하거나,
가능한 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거나 회피하려는 전략을 쓰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신수식 외, 2005).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포용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은 유리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유노조 기업에서 사용자가 동반자 전략을 구사한다면 경영진은 노동조합
을 경영의 중요한 파트너로 수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직 내 평
등주의를 강화하고 작업장에 내재되어 있는 갖가지 차별을 철폐하고자 할 경우
사측도 큰 틀에서 노조의 방향성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무노조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기본적인 참여와 협력 마인드를 갖추었다면 종업원들의 집단적 목소
리에 가급적 귀를 기울이고 개개인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Baron & Kreps(1999)에 따르면, 사용자가 협력적 종업원 통제 방식을 택할 경
우 조직과 노동자의 장기적 협력 관계에 의한 성과가 강조된다. 하지만 분할
정복(divide & conquer) 방식을 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구분하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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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분할 지배 방식을 통해 피고용인 간 경쟁을 유발시키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
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각인시킴으로써 인력을 통제하고 조종하
는 경향이 있다. 노사관계 영역에서 분할 정복 방식은 노조회피의 한 수단인
노조/비노조 부문 병행전략(double-breasted strategy)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병
행전략은 기본적으로 노조 가입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분할 정복 통제 방식은 비
노조 인센티브를 강화할 뿐 아니라, 여성, 소수집단 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Baron & Kreps, 1999). 반면에 사용자가 동반자 전략
을 선택할 경우, 여성, 소수인종 등 취약 계층의 처우를 정당화하기보다는 개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노사관계의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조건이 동
일하다면, 사용자가 동반자 전략을 택했을 때 노사관계가 보다 안정화될 것이
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정은 인적자원개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은상․노용진(2004)에 따르면, 전투적 노동조합주의하에서 회사나 노
동조합은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경력개발 등 인적자원개발 전반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반면에 안정적 노사관계하에서는 낮은 이직률과 안정적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의 회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보다 적극적이고, 근로자들은 교육훈련의 결과 숙련도
가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직무수행의 성과 개선이나 임금수준의 향상 등으로 연
계되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대해 적극적이게 된다(이영면․나인강, 2012). 앞선
연구들은 노사관계의 안정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노조의 협조적 자세 형성에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노조회피 전략과 비교하여,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
은 평등한 조직문화, 성차별 철폐,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 제도화,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과 보다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상위직
진출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은 여성 관리자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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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자료와 방법론

본 연구는 사업체 단위 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이하 WPS)를 활용하였다. WPS는 2006년부터 동일한 표본을 대
상으로 2년에 한 번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조사이다. WPS의 모집단은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이며, 전국의 1,700여개 표본 사업체를 층화 추출하여 조사하
고 있다. 원 표본은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이며, 사업체 특성별로 모
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구성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조사의 기본단
위는 사업체이지만, 공공부문과 일부 업종의 경우 기업단위로 조사되고 있다.
WPS는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일반적인 사업체 현황, 고용현황 및 고
용관리, 보상과 평가,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인적자원개발, 기업복지, 산업
재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노무담당자에게 노무부서 현황, 노동조합 현황, 노
사관계 일반 현황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김정우, 2014). 노동조합 위원장 혹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등을 통해서는 노조 및 노사협의회 현황, 노사관계 전
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본 연구는 WPS 3차년도(2009), 4차년도(2011), 5차년도(2013) 자료를 결합
한 패널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3) 결측값이 있는 관측치들을 제외하고
3~5차 웨이브 동안 최소 2회 이상 패널이 유지된 사업체들로 구성된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가 패널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추정함에 따라, 차수별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많은 표본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관측치는
4,766개다.
횡단면 분석을 시행할 경우,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은 어떤 특성이 본 연구의
3) 본 연구가 3, 4, 5차 웨이브만을 활용한 이유는 노조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체를 대상
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을 파악하고,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여성 훈련, 동반자 전략 등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을 포괄하는 것이 3~5차 사업체패널조사였기 때문이다. 한편, WPS 6
차년도 조사(2015)의 경우, 설문 기준과 항목, 사업체 표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과거의 조
사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3~5차 웨이브만을 활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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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인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특성과 체계적 관련을 갖게 된다면 추정
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횡단면 분석에 비해 패널분석모형은 개체의 동
적관계 추정이 가능하고 개체의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모형에 고려할 수 있다
는 강점을 갖는다. 선형회귀모형에서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패널 분석의 장점 중 하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조직 특성이 여성 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
다.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합동(pooled) OLS나 미관측
된 개체의 특성과 독립변수 간 관련이 없다고 가정하는 패널확률효과 모형
(random effect)과 비교해 볼 때, 개체의 미관측된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여성 관리자 비율은 관리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을 대
리변수(proxy variable)로 활용하였다. 조직 내 관리자의 기준 설정은 연구자마
다 다르다. 대리급 이상(정희선, 2001; 김정진, 2009; 안세연․김효선, 2009) 혹
은 과장급 이상(김성국, 1998)을 관리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표준직
업분류표상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김금수, 2004)도 있는가 하면, 특별한 정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연구자마다 기준이 다양하다(조혜원 외, 2016).
본고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은 임원급에서,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관리자 역할
을 하는 대리급/조반장급까지를 관리자에 포함시켰다. 대리직급이 조직 내 의
사결정권이나 영향력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조혜원 외, 2016)도 존재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체패널조사의 설문 문항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급/조반장급의 존재 여부를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는 인적자원관리 특성과 노사관계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인적자원
관리 특성에는 헌신형 인적자원관리와 여성 훈련자 비율이 포함되었다. 우선,
헌신형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 몰입 증진을 위해 특화된 관리 유형으로 평등주
의, 광범위한 훈련, 직무확장과 직무충실화, 직무순환, 열린 대화, 평등한 문화
등을 지향함에 따라 유리천장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시도와 정합성을 갖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이주희 외(2004)는 여성 관리직 진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
보다 인사관리의 일차적 목표를 인건비 절감보다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몰입을

136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1호

높이는 데 두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고는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변수를
인사관리의 일차목표(1=인건비 절감~5=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 고용정책
(1=외부충원 불필요시 해고~5=장기고용을 통해 내부육성), 비정규직 관련 정책
(1=가능한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5=가능한 정규직을 주로 활용), 인사관리 운
영 단위(1=개인 성과/업적 기준 운영~5=팀워크 기준 운영), 인사관리 운영 방
향(1=단기성과업적 최대향상~5=장기적 육성개발) 등 5개 항목의 합을 5로 나
눈 값으로 활용하였다.
인적자원관리 특성 중 또 다른 독립변수로는 교육훈련 이수자 가운데 여성
근로자 비율이 있다. 유리천장을 다룬 많은 문헌들이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여성 근로자들의 훈련 참여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많은 여성 근로자들은 교육 프로그램, 경력개발 경험, 멘토링 등에 참가할 기회
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으며, 훈련 기회의 부족은 탈숙련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관리직 선발에서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Noe et al., 2015). 본고는 작년 한 해 교육훈련 이수자 가운데 여성 근로자 비
율을 여성 훈련자 비율 변수로 활용하였다.
노동조합 특성으로는 노조조직률과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 변수가 포함되었
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평등 노동, 평등한 인사 관행을 지향하며, 노조의 수단
성은 동원능력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본고는 노조조직률
의 증가가 유리천장 제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였으며, 전체 근
로자 가운데 노동조합가입 근로자의 비율로 노조조직률 변수를 산정하였다.
사용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관점은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설계와 실행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사업장에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노조가 존재할 경우, 사용자의 포
용전략은 노조의 방향성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지만, 사용자의 회피전략은 그
렇지 않을 것이다. 사용자의 포용전략은 노사갈등을 완화하고 안정적 노사관계
를 구현할 가능성을 높이며,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 확대로 이어
질 수 있다. 동반자 전략 변수의 구성은 이영면․이주형(2014)을 참고하였다.
본고에서 활용된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은 더미변수로서, 사측이 노동조합을 파
트너로 존중하고 경영에 적극 참여시키려 할 경우 1, 사측이 노조를 약화․해
체하려고 하거나, 실체는 인정하지만, 경영참여는 최소화시키려 할 경우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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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된 값이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주요 독립변수 외에 여성의 관리자 진출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이다. 기업 규모와 외국인 지분, 매출액, 임
금수준, 비정규직 비율, 여성 비율, 모성보호, 그리고 연도가 통제변수로 활용되
었다. 우선 앞선 연구들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여성 관리직의 진출 가능성이 높
아짐을 주장하고 있다(Nkomo & Cox, 1989; Goodstein, 1994; Ingram & Simons,
1995; Goodman et al., 2003; 이주희 외, 2004). 이들의 주요 논지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여성 관리직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여성훈련제 등을 포괄하는 인적자
원관리 체제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크고,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여성
관리직 진출, 일․가정 양립 이슈와 관련된 더 많은 사회적 압력을 받을 수 있
다는 점 등이다.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기업규모를 통제하였다. 기업
규모는 30~99인(규모 1), 100~299인(규모 2), 300~499인(규모 3), 500인 이상
(규모 4) 등 4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
산업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이지
만(Goodman et al., 2003), 시계열적으로 변하지 않는 특성에 따라 고정효과 모
형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최종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산업별 분포를 9차
표준산업분류 기준4)으로 살펴보자면, 표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산업
은 운수업으로 20.0%의 비중이고, 그다음으로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이
11.1%, 사업서비스업이 9.6%, 경공업이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 중 낮은
비율을 보인 산업에는 건설업, 통신업, 기타산업 등이 있었다. 건설업의 경우
1.1%, 통신업과 기타산업은 각각 1.6%, 2.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외국인 지분도 통제 변인에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외투
기업 등 외국계 기업에서 여성의 승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
4) 9차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서비스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
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M), 사회서비스업은 하수, 폐수 및 분료
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
급업(59), 방송업(6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
타 개인 서비스업(S), 기타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D)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제조
업 내부의 이질성 통제를 위해 제조업을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 전
기․전자․정밀공업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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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외(2004)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이 있는 경우나 외국인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여성 관리직 규모가 증가한다. 본고는 앞선 연구에 따라 외국인 지
분을 통제하였다. 외국인 지분의 경우, 외국의 자본이 주식시장에서의 주식
매입이나 공동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을 투자한 경우의 비율(0~100%)로 산정
하였다.
매출액과 임금수준 또한 여성 관리직 진출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22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Goodman et al.
(2003)은 재무적 성과와 여성 관리자 규모 간 정(+)적 상관관계를 주장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이주희 외(2004)는 기업 구조적 특성을 주된 독립변수로 여
성 관리직 진출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업규모와 매출액, 임금수
준의 증가는 여성 관리직의 진출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고에서는 매출액 변수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매출액(단위 : 백만 원)을
활용하였다. 임금수준의 경우, 국내 동종업계의 평균 임금수준과 비교할 때의
임금수준을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 ③ 비슷, ④ 높은 편, ⑤ 매우 높음으로
측정한 값을 활용하였다.
사업체의 인력 특성으로는 비정규직 비율과 여성 근로자 비율이 통제변수에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 관리직 진출 기업에서는 기업경영의 장․단기적
차원에서 파트타임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위기 이후부터는
급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여성 관리직 비진출 기업에 비해
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희 외, 2004). 본고는 그 방향성을 예단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비정규직 규모가 여성 근로자 비율에 어
떤 방향으로든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통제 변인에 포
함하였다. 본고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파트타임, 일용 등을 포함한 직
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규모로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였다.
또 다른 통제변인은 사업장 내 여성의 비율이다. Kanter(1977)에 따르면, 조
직 내 남녀의 상대적 비율인 젠더 구성(sex composition)은 구성원의 경험과 조
직의 근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조혜원 외, 2016). 여성 관리자의
원활한 선발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여성 근로자 풀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성
관리자의 경우 과장직급 이후부터 파이프라인의 단절현상이 발견된바, 향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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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직 승진을 위한 인력풀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조혜원 외, 2016). 윤명
수 외(2012)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여성상위직
배출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앞선 논의에 따라 전체 근로자 가
운데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통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유리천장 제거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모
성보호제 실시 여부를 통제하였다.5) 모성보호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
소하고, 육아의 부담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
기 위한 제반 보호조치를 의미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
어 온 만큼 이러한 원인에 대한 중요한 시정정책인 모성보호 관련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주희, 2003b). 한편, 여성 및 모
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
식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 및 모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산업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 2015). 모성보호와 가족친화적 정책은 여
성의 관리직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도적 뒷받침이 보장된다면
자녀가 있는 여성도 가족과 일을 둘러싼 역할 갈등을 완화하고 직무에 대한 몰
입을 강화하여 상위직급에의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이주희, 2003a). 본고는 작
5) 선행연구들은 유리천장을 제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성보호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희(2003b)는 2002년도 예비적으로 실시된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여성 관리직 진출 기업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기업일수
록,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에서, 또한 모성보호 등 여성친화적인 인사관리 관행이 잘 정착
되어 있을수록 여성 관리직이 존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미영(2004)은
문헌조사, 지방직 남녀 공무원 5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추가 면접조사를 통해 지
방직 여성 공무원에 대한 유리천장 현상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의 자질과 경력의
문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문화적 고정관념, 관행화된 조직문화와 제도화된 구조 등은
유리천장 현상의 발생 및 강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며, 그중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의
문제는 여성 공무원 퇴사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윤명수 외(2012)는 사업체패널
3개년도 자료(2005년, 2007년, 2009년)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임원급 및 부장급 여성
비중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상위 관리자급 여성을 보유한 기업의 특성,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가 여성 관리자 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업종과 기
업 규모는 여성 상위관리직 배출확률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 상위관리직의 배출확률은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성
보호제도는 여성 관리직 진출 규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상위관리직
진출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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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성보호 조치들 중에서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정책들을 모두 선택(① 산전후휴가, ② 육아휴직, ③ 배우자 출
산휴가(남성), ④ 직장보육시설, ⑤ 보육료 지원, ⑥ 생리휴가(무급이나 유급),
⑦ 수유시간 보장, ⑧ 수유공간 제공, ⑨ 임신한 여성의 야간근무 제한, ⑩ 임신
한 여성의 휴일근무 제한, ⑪ 임신한 여성의 초과근무 제한, ⑫ 임신한 여성을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음, ⑬ 임신한 여성에게 작업 전환 시행, ⑭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은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음, ⑮ 태아검
진휴가(임신한 여성을 위한 산전 진찰 휴가), ⑯ 유․사산 휴가, ⑰ 불임휴직제,
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⑲ 기타)하게 한 변수를 활용(김혜원, 2011; 사업
체패널조사, 2017)하여 모성보호 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내용
변수명
종속 여성 관리자
변수
비율
사업체규모
(더미)

문항내용 및 측정방식
임원급,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관리자 역할을 하는 대리급/조
반장급 관리자 가운데 여성 비율
종업원 수 30~99인(규모1), 100~299인(규모2), 300~499인(규모
3), 500인 이상(규모4)으로 구분
외국인 지분(외국의 자본이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입이나 공동
외국인지분
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을 투자한 경우)의 비율(0~100%)
매출액
손익계산서상의 당기매출액(단위 : 백만 원)
국내 동종업계의 평균 임금수준과 비교할 때의 임금수준(① 매
임금수준
우 낮음, ② 낮은 편, ③ 비슷, ④ 높은 편, ⑤ 매우 높음)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수/전체 근로자 수
여성 비율 여성 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수

모성보호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성보호 조치들
중에서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정책들을 모두 선택(① 산전
후휴가, ② 육아휴직, ③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④ 직장보육시
설, ⑤보육료 지원, ⑥ 생리휴가(무급이나 유급), ⑦ 수유시간
보장, ⑧수유공간 제공, ⑨ 임신한 여성의 야간근무 제한, ⑩
임신한 여성의 휴일근무 제한, ⑪ 임신한 여성의 초과근무 제
한, ⑫ 임신한 여성을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음, ⑬ 임신
한 여성에게 작업 전환 시행, ⑭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
성은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음, ⑮ 태아검진휴가
(임신한 여성을 위한 산전 진찰 휴가), ⑯ 유․사산 휴가, ⑰
불임휴직제, 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⑲ 기타)

연도(더미)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연도별 더미변수 구성

통제
변수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노조조직률, 사용자의 노사관계전략이 여성의 관리자 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ㆍ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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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변수명

HC-HRM
독립
변수

문항내용 및 측정방식
인사관리의 일차목표(1=인건비 절감~5=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애
착), 고용정책(1=외부충원 불필요시 해고~5=장기고용을 통해 내
부육성), 비정규직 관련 정책(1=가능한 비정규직을 많이 활
용~5=가능한 정규직을 주로 활용), 인사관리 운영 단위(1=개인
성과/업적 기준 운영~5=팀워크 기준 운영), 인사관리 운영 방향
(1=단기성과업적 최대향상~5=장기적 육성개발) 등 5개 항목의
합을 5로 나눈 값

여성훈련자
교육훈련 이수자 가운데 여성 근로자 비율
비율
노조조직률 노동조합가입 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수
사측은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존중하고 경영에 적극 참여시키려
동반자전략
함=1, 사측은 노조를 약화․해체하려고 하거나, 실체는 인정하지
(더미)
만, 경영참여는 최소화시키려 함=0

Ⅳ.연구결과

1. 기초통계
<표 2>는 표본의 기초통계와 변수 간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본의 기
초통계를 살펴보면 우선,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전체의 13.7%다. 산업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는 유통서비스업(15.2%), 사업서비스업
(14.7%), 금속․자동차․운송장비업(14.1%) 등이 있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업(1.9%)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산업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제외되었다.
근로자 수로 환산한 사업체 규모의 경우, 근로자 30〜99인 규모 사업체의 비
중(31.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통제변수 가운데 외국인지분비
율은 평균 6.8%, 재무성과의 지표인 매출액은 평균 994,021(백만 원)으로 나타
났다. 국내 동종업계의 평균 임금수준과 비교할 때의 임금수준(최고 5점) 평균
은 2.98점이었다. 인력 특성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7.8%, 여성 비율은 27.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통제요인인 모성보호 점수(최대 19점)는 6.1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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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가운데 인적자원관리 요인들을 살펴보면,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점
수(최대 5점)는 3.6점, 여성 훈련자 비율은 27.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노
사관계 관련 요인들의 경우, 노조조직률 23.5%,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더미)은
평균 0.76점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여성 관리자 비율은 비정규직 비율, 여성 근
로자 비율, 여성 훈련자 비율, 모성보호,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 변수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외국인 지분, 매출액, 임금수준, 노조조직률 변수와는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헌신형 인적자원관리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율과 음
(-)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성보호는 외국인 지
분, 매출액, 임금수준, 비정규직 비율, 여성비율,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여성 훈
련자 비율, 노조조직률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용
자의 동반자 전략과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에도 일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6) 종업원의 헌신과 몰입 증
진을 도모하는 헌신형 인적자원관리의 경우, 외국인 지분, 매출액, 임금수준, 모
성보호, 동반자 전략과 유의한 정(+)의 관계, 비정규직 비율, 여성 비율, 노조조
직률과는 유의한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훈련자 비율은 매
출액, 임금수준, 노조조직률과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 비율, 여성 비율, 모성보호,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과는 유의한 정(+)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변수 가운데 노조조직률은 외국인 지분, 매출액, 임금수준, 모성보
호와 유의한 정(+)의 관계, 비정규직 비율, 여성 비율,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여성
훈련자 비율,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 등과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6)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위한 사전 검증절차의 일환으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을 활용하여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였다. VIF가 1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의
정도가 작은 것이며, 반대로 값이 커질수록 다중공선성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VIF가 10 이상인 경우 해당 변수가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분석결과, VIF
값은 규모2(1.47), 규모3(1.44), 규모4(1.72), 외국인지분(1.06), 매출액(1.05), 임금수준
(1.05), 비정규직 비율(1.1), 여성 비율(2.1), 모성보호(1.21), HC-HRM(1.05), 여성 훈련
자 비율(2.05), 노조조직률(1.31),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1.05) 등이었으며, VIF의 평균값
은 1.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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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1) 여성
관리자 13.65 15.19
비율
2) 규모 1
0.32
0.46
-0.004
3) 규모 2
0.30
0.46
-0.021 -0.442***
0.14
0.35
0.016 -0.274*** -0.262***
4) 규모 3
0.21
0.41
0.006 -0.351*** -0.336*** -0.208***
5) 규모 4
6) 외국인
6.80
20.68 -0.028* -0.116*** 0.016 0.035**
지분
7) 매출액 994020.90 4158026.00 -0.052*** -0.101*** -0.056*** -0.001
8) 임금
2.98
0.64 -0.062*** -0.083*** 0.006 0.034**
수준
9) 비정규직
7.8
0.17 0.113*** -0.124*** 0.050*** 0.022
비율
10) 여성
27.1
0.23 0.668*** -0.012 0.006 0.013
비율
11) 모성
6.08
4.59 0.110*** -0.229*** 0.016 0.068***
보호
12) HC3.60
0.57
-0.006 -0.020 -0.006 -0.005
HRM
13) 여성
훈련자 27.07 24.25 0.578*** -0.011 -0.012 -0.003
비율
14) 노조조
23.46
32.92 -0.129*** -0.285*** 0.018 0.167***
직률
15) 동반자
전략
0.76
0.42 0.062*** 0.227*** -0.003 -0.092***
(더미)

5

6

7

8

9

10

11

12

13

14

0.109***

-

0.196*** 0.089***

-

0.068*** 0.118*** 0.082***
0.099***

-0.011

0.001

0.003

0.006

-0.024*

-

-0.039*** -0.075*** 0.216***

-

0.229*** 0.159*** 0.127*** 0.066*** 0.087*** 0.170***

-

0.035** 0.050** 0.048*** 0.110*** -0.115*** -0.034** 0.172***
0.017

0.010

-0.038*** -0.060*** 0.173*** 0.786***

-0.023

0.172***

-

0.209*** 0.085*** 0.118*** 0.059*** -0.066*** -0.233*** -0.198*** -0.198*** 0.082***

-

-0.220*** -0.052*** -0.064*** -0.026* -0.041*** 0.097*** 0.074*** 0.074*** -0.095*** -0.549***

주 : N=4,766. *** p<0.01, ** p<0.05, * p<0.1(양측검증).

나타났다.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의 경우, 여성 비율,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여성
훈련자 비율과 유의한 정(+)의 관계, 외국인 지분, 매출액, 임금수준, 비정규직
비율, 모성보호, 노조조직률과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결과
본 연구는 사업체 특성과 인적자원관리 특성이 여성 관리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통제를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표 3>은 불균형패널 표본을 활용하여 사업체 특
성과 인적자원관리 특성이 여성 관리자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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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여성 관리자 비율에 미친 영향
변수
외국인 지분
매출액
임금수준
비정규직 비율
여성 비율
모성보호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여성 훈련자 비율
노조조직률
동반자 전략(더미)
F
within
R²
between
overall
N

종속변수 : 여성 관리자 비율
계수값
표준오차
-0.001
0.012
0.000
0.000
-0.018
0.259
-1.284
1.308
29.349***
2.202
-0.004
0.037
0.425*
0.255
0.028***
0.010
0.028**
0.013
0.722*
0.437
21.44
0.1117
0.4855
0.4602
4,766 (2,022 groups)

주 : *** p<0.01, ** p<0.05, * p<0.1(양측검증). 사업체 규모, 연도 더미변수가 통제됨.

고정효과 모형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헌신형
인사관리, 여성 훈련자 비율, 노조조직률,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 등이다. 우선,
헌신형 인사관리는 p<0.1 수준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용자가 헌신형 인사관리를 시행하고 사업장 내 평등한 조
직 문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할수록 더 많은 유능한 여성 관리자를 확보할 수 있
다. 이는 여성 관리직 진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인사관리의 주요
목표를 종업원 몰입 제고에 두고 있으며, 보다 평등지향적, 체계적 인사관리를
시행한다는 이주희(2003b)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결과다.
여성 훈련자 비율은 p<0.01 수준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정(+)의 효과
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록 더 많은 여성 관리자를 양성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리천장 깨
트리기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교육훈련 시스템을 지목한 앞선 연구(Bergmann,
1989; Morrison et al., 1990; Goodman et al., 2003; 홍미영․우양호, 2007; 김
수한, 2012; Noe et al., 2015)와 맥을 같이한다.
노사관계 특성 중 노조조직률은 p<0.05 수준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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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업장 내 노조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여성 관
리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노조의 존재는 조직 내 평등주의의 강화, 성별 차
별 철폐,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 제도화 촉진, 교육훈련 기회 확대와 숙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학수, 2006; 권현지, 2009; 이영면․나인강, 2012;
Eddy et al., 2017). 그리고 이와 같은 노조의 순기능은 노조조직률이 높아질수
록 강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은 p<0.1 수준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 활용은 노조회피
전략에 비해 평등한 조직문화, 성차별 철폐,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 제도화,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과 보다 정합성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상위직 진
출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전투적 노사관계하에서 회사나 노조
는 상대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전반에 무심한 경향이 있는 반면 안정적 노사관계
하에서 기업과 근로자는 교육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앞선 주장(조은
상․노용진, 2004; 이영면․나인강, 2012)과도 부합하는 결과다.
결과적으로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연구가설 모두가 지지되었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 여성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여성 관리
자의 선발을 위한 적정 규모의 여성 근로자 풀이 확보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 관리자의 규모도 증가될 수 있다는 앞선 논의(Goodman et al., 2003; 조혜
원 외, 2016)와 부합한다.

Ⅴ. 맺음말

1. 연구 요약
오늘날 유리천장 제거 이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
하고, 관련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성의
상위직 진출 이슈를 조직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시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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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 관리직 진출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적자
원관리 특성, 노사관계 특성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조직차원
의 요인들이 여성 관리자 진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3~5차년도(2009~13
년) 자료를 활용하여 인적자원관리 특성(헌신형 인사관리, 여성 훈련자 비율)
과 노사관계 특성(노조조직률,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이 여성 관리자 비율에 미
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신형 인사관리는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즉 인적자원관리의 상징과 실제 모든 측면에서 평등주의와 평등한 문화를 지향
하는 헌신형 인사관리의 제도와 관행은 유능한 여성 관리자 확보와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여성 훈련자 비율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기업 내 고위직에 매우 적게 분포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여성 근로자들의 훈련 기회 부족을 지목한 앞선 연구들과 부합하는 결과다.
셋째, 노조조직률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
합은 기본적으로 평등노동, 평등한 승진과 배치, 교육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그
동안 단체교섭을 통해 다양한 가정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해 왔다. 노조조직률의
증가는 노조의 유효성 강화로 연결됨에 따라 가정친화적 정책 도입뿐 아니라 여
성의 고위직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 노사관계의 특성은 개별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유노조 기업에서 동반자 전략을 구사하는 경영진은 노동조
합을 경영의 중요한 파트너로 수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직 내
평등주의를 강화하고 갖가지 차별을 철폐하고자 할 경우 사측도 큰 틀에서 노
조의 방향성에 동조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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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실무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는 헌신형 인사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등주의와 평등한 문화를 지향하는 헌신형 인사관리의
제도와 관행은 유능한 여성 관리자 확보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도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희망하는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확장과 직무충실화, 직무순환 등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미래의 인재로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자원관리시
스템의 설계와 실행 측면에서 여성 관리자 양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
신형 인사관리에 기반하여 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교육훈련계획
과 실행이 남성과 더불어 여성 교육훈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경영자는 여성 근로자들의 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야 한다. 여성 훈련자 비율이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유리천장과 여성 근로자들의 훈련 기회 부족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의
미한다. 여성의 훈련 기회 확대는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 강화, 숙련 향
상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형성된 전문성은 고위직 선발 시 경쟁력으로 작용하
여 결과적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
자는 여성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숙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조조직률이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보다 협력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
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 노사 차원의 노력 외에도 정
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와 조직률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
친화적 정책의 도입과 실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무노
조 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 여성
근로자 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대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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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용자의 동반자 전략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므로 사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노사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더욱 많은 수의 여성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인사관리 부서에서는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해
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7)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즉 채용, 교육훈련, 승진, 배치, 전환 등 인적자원관리의 제반 영역에
서 사업장 내 남녀차별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본 연구에서 상정한 헌신형 인사관리의 특성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사관계 연구와 여
성 분야 연구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고는 여성 관리자 진출의 영향변수
로서 인적자원관리 변수 외에 노사관계 관련 변수(노조조직률, 사용자의 동반
자 전략)들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동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역,
즉 노사관계 특성이 여성 관리자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고는 노사관계 연구와 여성 연구의 소통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주었
으며,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관리 연구와 노사관계 연구, 그리고 여성 연구 간 학제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본고는 패널
자료(사업체패널조사 3~5차년도/2009~13년)를 활용하였으며, 비교적 엄밀한
방법론으로 평가되는 고정효과 모형으로 연구결과를 추정하였다. 대체로 횡단
분석 또는 질적 접근에 기반을 둔 앞선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측
면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
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
업주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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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관리자 채용과 관련된 선행연구
가 많지 않은 관계로 가설의 설정과 이론적 근거의 제시가 다소 미진한 탐색적
수준의 연구로 볼 수 있다.
둘째,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연구모형에 최적화된 연구 설계에 한계
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일부 연구변수들이 측정항목의 포괄성 및 상호배타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해 본다면 자료와 연구모형을 달리하여 추가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셋째, 여성 관리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누락 가능성이 존재
한다. 예컨대 여성 관리자 채용에 대한 경영자의 의중, 조직분위기 등이 무엇보
다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특성이나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같은 관련 변수들이 충분히 통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분석에서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연구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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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Labor Relations Characteristics on
Women's Managerial Advancement
Song Minsu․Kim Dong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women’s
rate in managerial position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HC-HRM, the ratio of female traine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relations(unionization rate, employer's partnership strategy). Using Korea
Labor Institute's Workplace Panel Survey data for the 3rd~5th year (2009~2013),
we conducted the panel fixed effects model. As a result, HC-HRM, the ratio of
female trainees, unionization rate, and partnership strategy increased the women’s
rate in managerial positions. Theoretical,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 glass ceiling, women in leadership position, high-commitment HRM,
labor union, fixed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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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가 소득분포의 최상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
는 한계를 보완한 수정된 지니계수(top-corrected Gini Coefficient)를 우리
나라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자료는 2013〜16년 국세청의 근로
소득 1,000분위 자료와 서베이 데이터인 한국노동패널(KLIPS)을 사용하였
다. 기초분석 시, 국세청 데이터에 비해 서베이 데이터에서 최상위 근로소득
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최상위 소득자에 대하여 두 자료 간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국세청 데이터에서 도출한 파레토
Type I 분포와 KLIPS 소득분포를 비교한 후 수정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
다. 분석결과, 상위 1% 소득수준에 대하여 KLIPS의 결과가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산출한 결과보다 과소 추계됨을 알 수 있다. 최상위 소득 10%,
5%, 1%에 대하여 수정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6년에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감소하였으나, 최상위 대체 비율이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
가 크게 산출된다. 추가적으로 수정된 지니계수,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
KLIPS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수정된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서베이 데이터에서 최상위 근로소득이 과소추계되는 문제가 있으며 소
득 불평등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데이터를 활용한 수정된
지니계수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용어 : 소득세자료, 소득 불평등, 수정된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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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득은 개인의 생활수준 또는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대리변수
(proxy)이며, 불평등(inequality)은 자원의 분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Litchfield, 1999)를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은 개인에게는 삶의 질과 연관
되며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소득을 구성하
는 요인 중 근로소득(earning income)은 우리나라 가계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
인으로(이종철, 2018; 김영귀 외, 2017), 소득 불평등 중 근로소득에 대한 불평
등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적 문제가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논
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소득분포에 대
한 이해와 적절한 자료가 없이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득 불평
등 분석은 불평등 지표(measures)와 자료(data)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평등 지표의 특성에 따
라 소득분포의 구간에서 민감도가 다르다. 소득 불평등은 소득분배 측정에 사
용되는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기초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소득
분포의 중간의 변화에 민감한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저소득층의 변화에 둔
감한 한계를 갖고 있다(Atkinson, 1970; 이정우, 2010; 장하준, 2014). 둘째, 분
석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불평등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행정자료인
소득세 자료는 최고소득이 상대적으로 다수 관찰되나, 가구 서베이 자료인 조
사자료는 최고소득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Bartels & Metzing, 2017). 또
한 소득세 자료와 조사자료는 소득(income)의 정의와 관찰단위가 상이하다. 소
득의 정의로 가구조사 자료는 소득의 합인 총 소득을 적용하는 데 반해 소득세
자료는 과세대상 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관찰 단위로 조사자료는 가구 수준으
로, 소득세 자료는 개인의 과세 대상 단위이다. 불평등 측정 시 조사자료로 분
석이 될 경우 상위 소득에 대한 포괄적 조사의 어려움(undercoverage)과 과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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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underreporting) 문제가 있어 하향 편의(downward-bias)가 될 수 있다(Bartels
& Metzing, 2017).
소득 분포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료에 근거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조사자료가 소득분포의 최상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하여 외국에서는 이전부터 소득세 자료를 이용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Bishop, Chiou, & Formby, 1994; Fichtenbaum & Shahidi, 1988; Piketty &
Saez, 2003; Schmitt, 2003; Heathcote, Perri, & Violante, 2010; Alvaredo,
2011; Mishel, Bernstein, & Shierholz, 2013)1). 위 선행연구는 조사자료의 최상
위 소득을 소득세 자료로 대체하여 산출한 수정된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상위
소득집중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정된 지니계수에 대한 최근 연구는 다음과 같다. Bartels & Metzing(2017)
의 연구는 독일과 유럽의 수정된 지니계수(top-corrected Gini coefficient)를 산
출하였다.2) 먼저, 독일의 수정된 지니계수는 2001〜12년 동안 약 0.47~0.50이
고 조사자료에서 산출한 지니계수는 약 0.45~0.48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수정된 지니계수가 조사자료 지니계수에 비해 높았으며, 조사자료는 시기
별 상위 1% 그룹의 변화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3) 한편, 유럽 11개국
에 대한 수정된 지니계수 산출결과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였다.4) 덴마크, 노르
웨이,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는 수정된 지니계수와 조사자료에서 산출한 지니
계수의 차이가 미미하였다. 수정된 지니계수는 대략적으로 덴마크 0.37(2010),
노르웨이 0.34(2011), 네덜란드 0.35(2012), 아일랜드 0.40(2009) 정도로 나타났
다.5) 스웨덴과 스위스에서는 두 자료에서 산출한 지니계수의 차이가 컸으며 수

1) Piketty & Saez(2003)의 연구는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나 1인당 소득
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Kuznet(1955)의 가설을 비판하였다.
2) 수정된 지니계수에 대한 선행연구의 표기는 adjusting survey-based Gini coefficients 등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Bartels & Metzing(2017)의 표기를 따랐다.
3) 독일에 대한 분석은 조사자료인 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와 독일 국세청
데이터(German income tax records)를 사용하였다.
4) 유럽 11개국에 대한 분석은 상위 1%의 가구소득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조사자료로는
EU-SILC(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와 최고소득 데이터인 WID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5) 본문에서 각 국가별 수정된 지니계수는 조사자료와 소득세 자료가 모두 있는 최근 연도에
대하여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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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지니계수는 스웨덴 0.35(2012), 스위스 0.34(2010)로 나타났다. 독일과 영
국에서는 두 자료에서 산출한 지니계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된 지니계수는 독일에서는 조사자료 지니계수보다 4〜7% 높았으며, 영국에서
는 2〜5% 높았다. 수정된 지니계수는 독일 0.40(2012), 영국 0.40 (2012)으로
나타났다. Hlasny & Verme(2018)의 연구는 유럽의 31개 국가에 대하여 EUSILC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자료에서 설문
에 대한 응답이 소득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불평등 측정 시 하향편의 가능성
을 제시하였으며, 수정된 지니계수로 이 편향을 보정하면 유럽의 지니계수는
3.7%포인트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낙년, 2012; 김낙년․김
종일, 2013; 김낙년, 2016; 김낙년, 2017; 김낙년, 2018). 위 선행연구에서는 국
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레토 보간법(Pareto interpolation)으로 상
위 소득 집중도를 산출하였다.6) 국세청이 소득세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다면 위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상위소득 집중도를 직접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국세청 자료로 소득 불평등을 분석한 연구는 김낙년(2016)의 연구에 한
정되어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개된 소득세 자료로 수정된 지니계수(top-corrected
Gini coefficients)를 산출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불평등 현황을 측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최상위 소득구간을 10%, 5%, 1%로 설정하였을
때 수정된 지니계수를 계산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분석에서 사용한 국세청의 근
로소득 천 분위 자료를 소개하고 국세청 자료와 조사자료인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 KLIPS)로 산출한 근로소득에 대한 최상위 소득
구간의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최상위 소득분포를 추정할 시 모수
적 분포함수로 선정하는 파레토(Pareto) Type I 분포와 Type II 분포에 대해 설
6) 국세통계연보 외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민계정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7) 국세청 자료는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되며, 홍종학의원실에서 2012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이 자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100분위
와 상위 10만 명에 대한 현황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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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파레토 분포하에서 지니계수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
는 국세청 데이터에서 도출한 파레토 Type I 분포와 KLIPS 소득분포를 비교한
후 수정된 지니계수 산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주요 내용
을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Ⅱ. 분석 데이터

본 연구에서 기존 소득 불평등 지수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한 행정 데이터는
국세청에서 공식발표한 2013~16년 근로소득 천 분위 데이터이다. 해당 데이터
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임금근로자 천 분위별
총 급여와 결정세액 데이터이다. 해당 데이터는 2018년 9월 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713sim/221350919960)에 공개되었다.8) [그
림 1]은 엑셀파일로 올려진 근로소득 천 분위 2016년 데이터의 일부분을 보여
준다. 2016년 전체 근로소득자는 1,774만 명이고 총 급여는 595조 원 그리고
근로소득세 총액은 30조 8천억 원임을 알 수 있다. 0.1% 구간별로 해당 구간에
속한 근로소득자 수 그리고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근로소득 천 분위(2016년)

자료 : 심상정 의원 블로그.
8) 당시 심상정 의원 블로그에서는 상위 0.1% 근로소득이 하위 10% 근로소득의 1,000배가
넘는다는 것을 주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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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데이터를 이용하면 2016년 구간별 평균 급여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상위 0.1% 평균 급여는 6.8억 원이며 상위 1%에 속한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4억 원이다. 고액 연봉의 기준인 1억 원의 경우 상위 3.6% 구간에 속한다.
<표 1>에서는 2013~16년 국세청 근로소득 천 분위에서 계산할 수 있는 최상위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초통계를 보여준다. 상위 0.1% 평균 급여는 2013년 6.37
억 원에서 2016년 6.84억 원으로 7.3% 증가하였다. 상위 1% 평균 급여는 1.33
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9.7% 증가하였다. 연 근로소득 1억 원의 백분위는
2013년 97.2%에서 2016년 96.4%로 낮아졌다. 즉 연 근로소득 1억 이상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0.1% 그룹의 근로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2.09%(2013년)에서 2.04%(2016년)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최상위 근로소득자 기초통계
(단위 : 억 원, %)

상위 0.1%
평균 급여

상위 1%
평균 급여

연 근로소득
1억 원 위치

상위 0.1%
근로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3

6.37

1.33

97.2

2.09

2014

6.56

1.37

96.9

2.07

2015

6.55

1.41

96.7

2.01

2016

6.84

1.46

96.4

2.04

본 연구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조사한 서베이 데이터로 KLIPS를 선
택한다. KLIPS의 가구원용 데이터는 15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활동 여부, 근로
소득자 여부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평균 급여를 조사하고 있다.9) 앞선
국세청 데이터와 매칭하기 위해서 KLIPS 16차(2013년)~19차(2016년) 조사차
수를 선택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9) 월평균 급여에 12를 곱해 연 근로소득으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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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는 KLIPS 근로소득과 국세청 근로소득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면 제약을 고려하여 2016년 근로소득만 비교한다. KLIPS
에서 연평균 급여는 가중치 적용여부에 따라 2,930만~3,005만 원이다. 그러나
국세청 데이터에서 연평균 급여는 3,359만 원이다. 서베이 데이터에서 평균 근
로소득이 낮은 이유는 고소득 임금근로자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KLIPS 데이터에서 중앙값 소득은 1,923만~1,954만 원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국세청 데이터에서 중앙값은 2,400만 원이다. 가장 근로소득이 높은
임금근로자는 KLIPS에서는 50,400만 원이지만 국세청 데이터에서는 최대값을
확인하기 어렵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 상위 0.1%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는 68,400만 원이다. 결과적으로 국세청 데이터에서 최대값은 KLIPS
소득 최대값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표 2>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서
베이 데이터에는 최상위 근로소득자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최상위 소득자의 제외는 근로소득 불평등 추정에 있어서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다.
<표 2> KLIPS와 국세청 근로소득 비교 : 2016년
(단위 : 만 원)

KLIPS
(표본)
2,930

KLIPS
(가중치 고려)
3,005

중앙값

1,923

1,954

2,400

최대값

50,400

50,400

NA

최소값

0

0

0

통계량
평균

국세청

3,359

주 : 1) KLIPS에서 가중치는 횡단 가구원 가중치를 사용함.
2) KLIPS 임금근로자 수는 5,765명(2016년)임.

최상위 소득그룹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KLIPS와 국세청 데이터
에서 비교하고 그 결과를 [그림 2]로 제시한다. 상위 6~10%, 상위 2~5%, 상위
1% 소득그룹이 전체 근로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이다.10)
상위 6~10% 그룹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세청 데이터에서
10) KLIPS 그래프는 횡단 가중치를 고려한 비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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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반 정도로 일정하다. KLIPS에서는 2014년 11.4%로 가장 높지만 2016
년 9.7%로 다시 감소한다. 상위 2~5% 그룹에서는 국세청 데이터에서 12% 중반
으로 거의 변화가 없으나 KLIPS에서는 9.1(2013년)~10.7%(2016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최상위 1% 근로소득 그룹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
며 격차 역시 일정하게 유지된다. 국세청 데이터에서는 7.6~7.7%이지만 KLIPS
에서는 4.2~4.8%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2]를 통해 최상위 1% 근로소득 그룹
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베이 데이터에서 훨씬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최상위 그룹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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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파레토 분포와 지니계수

1. 파레토 Type I과 Type II 분포
소득 또는 자산변수의 분포를 추정하는 모수적 분포함수(parametric distribution
function)로 파레토 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Bishop, Chiou, & Formb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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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htenbaum & Shahidi, 1988; Piketty & Saez, 2003; Schmitt, 2003; Heathcote,
Perri, & Violante, 2010; Alvaredo, 2011; Mishel, Bernstein, & Shierholz,
2013). 파레토 분포는 오른쪽 꼬리가 매우 두꺼운(hevay-thick) 분포이면서 양
의 왜도(positive skewness)를 가진 분포이다. 파레토 분포는 Type I과 Type II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Type I 분포는 분포모수가 1개이며 누적분포 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는 식 (1)과 같이 정의한다.


 


    


(1)



식 (1)에서 를 개인소득으로 가정하자. 따라서    이고  ≥     이
다. 즉   은 소득 하한(lower bound)으로 연구자의 일정한 가정에 의해 주어진
다. 파레토 Type I 분포는   이상의 소득(일정 이상 상위소득)에 대해서만 분
포함수를 정의한다. 분포모수인   는 오른쪽 꼬리가 어느 정도 두꺼운지를
측정한다. 가 작을수록 두꺼운 꼬리분포(fat-tail distribution)와 매칭된다. 파
레토 Type I 분포의  th 적률은   인 경우에만 존재한다. 분포모수   
이면 1차 적률인   와 2차 적률인     만 유한한 값으로 존재하며 3차
적률부터는     ≈ ∞ , ≥  이다.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는 분포모수가 1개인 데 비해 파레토 Type II 분포에
서 분포 모수는 식 (2)와 같이 2개를 가진다. 와  는 각각 척도 모수(scale
parameter)와 형상 모수(shape parameter)에 해당하며 모두 양의 값이다.   
조건을 만족하면 오른쪽 꼬리가 두꺼운 분포가 된다. 누적분포함수는 식 2에서
제시한다.11)



    







  
,     

 

(2)

파레토 Type II 분포의 th 적률은 역시    인 경우에만 존재한다. 파레
토 Type I 분포와 Type II 분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11) 파레토 Type II 분포는 Lomax 분포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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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파레토 Type II 분포에서    그리고    로 제약하면 파레토


Type I 분포가 된다. 2개의 분포모수를 모두 의 함수로 제약하면 파레토 Type
I 분포와 같아진다.

             ⇒        
파레토 Type II 분포는 분포 모수를 1개 더 가짐으로써 다양한 소득분포 함
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적합도(goodness of fit) 측면에서 Type
I 분포와 Type II 분포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Jenkins, 2017).
[그림 3]에서는 파레토 Type I과 Type II 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비교한다. Type I 분포에서    로 가정하였고 Type II에서는

     그리고 척도모수    로 가정하여 그린 결과이다.  의 최소값

    로 가정한다. 따라서 PDF는    범위에서만 나타난다. Type II 분포

에서 오른쪽 꼬리가 더 두꺼운 형상임을 알 수 있다. 극단적으로 높은 소득에
대한 밀도(density)가 더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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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3] 파레토 Type I과 Type II 분포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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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니계수 도출
본 소절에서는 근로소득 천 분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파레토 Type I 분포모수
를

추정한 후 해당 분포로부터 지니계수를 얻는 과정을 설명한다. Atkinson

(2007)에서는 식 (1)의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모수  를 식 3과 같이 추정한
다.12)


 
log   
 
log  







(3)



위 식에서  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그룹  의 인구비율
  : 그룹  의 인구비율
  : 그룹  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그룹  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령    이고    라면     와     는 각각 상위 0.1% 근로소
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상위 1% 근로소득이 전체 근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해할 수 있다. log   log    이
   
   
고 log  는 제II장에서 언급한 근로소득 천 분위 국세청 데이터에서 구
   





할 수 있다. 최상위 0.1% 그룹의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
 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분포모수
질수록 
 가 작아질수록 불평등(지니계수)이 커지기 때문에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파레토 Type I 분포의 하한(lower bound)   은 분포모수  가 주어지면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12) 식 3의 도출 과정은 김낙년(2012, 2016)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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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데이터에서 상위 1% 근로소득을 파레토 Type I 분포로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      이고  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서베이 데이터 소득이
된다. 예를 들어, 
  그리고 서베이 데이터에서 상위 1% 근로소득을 1억 원
으로 가정하면 
  인 파레
    만 원이 된다. 
    (만 원)이고 
토 Type I 분포의 PDF는 [그림 4]에서 제시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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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적합된 근로소득 분포 : 파레토 Type I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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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하위 99% 지니계수는 KLIPS 표본을 이용하고 상위 1% 그룹
의 지니계수는 파레토 Type I 분포로부터 도출한다. 두 지니계수를 병합하여
전체 그룹에 대한 수정된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Atkinson(2007)
13) [그림 4]에서 오른쪽 꼬리가 평평하게 보이는 것은 확률분포 값의 척도(scale) 때문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두터운 꼬리(fat tail)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시한  
=1,000만 원, =2로 가정한 후 (식 1)의 CDF 공식을 이용하여 오른쪽 꼬리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면 아래와 같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구간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간
확률

Pr(1×104≤X<2×104)
0.7500%

Pr(2×104≤X<3×104)
0.1388%

Pr(3×104≤X<4×104)
0.0486%

Pr(4×104≤X<5×104)
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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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lvaredo(2011)에서 전체 그룹의 지니계수가 서로 겹치지 않는(non-overlapping)
서브 그룹의 지니계수로 분해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 표본을 상위 1%
와 하위 99%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전체 그룹의 불평등 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전체 그룹의 불평등 = 상위 1% 그룹 내 불평등 +
하위 99% 그룹 내 불평등 +
(5)

두 그룹 간 불평등

식 (5)에서 두 그룹 간(between groups) 불평등은 각 근로소득자가 자신이 속
한 그룹의 평균적인 근로소득이라고 가정할 때 계산되는 불평등으로 정의한다.
식 (5)의 불평등 분해(inequality decomposition)는 지니계수뿐 아니라 여타 불
평등 지수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Alvaredo(2011)에 따르면 수정된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그룹 간 불평등과
그룹 내 불평등으로 계산한다.
                           

(6)

 는 대체하고자 하는 최상위 임금근로자 비율이고  는 최상위 근로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는 국세청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다.
   는 국세청 데이터에 근거한 파레토 Type I 분포로부터 계산한 지니계수이다.


 이 주어지면 지니계수    로
파레토 Type I 분포의 모수 추정치 





구할 수 있다(Cowell 1989).   는 최상위 소득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
서 계산한 KLIPS 지니계수이다. 하위 99% 그룹의 지니계수   는 식 (7)과 같
이 계산한다.





     
 
 
    



    



(7)



위 식에서   와   는 서베이 데이터(KLIPS)에서 하위 99% 그룹에 속한 근
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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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 분석결과

1. 파레토 분포의 적합
본 소절에서는 국세청 근로소득 천 분위 데이터에서 도출한 파레토 Type I
분포와 KLIPS 소득분포를 비교한다. KLIPS의 상위 1% 근로소득 그룹에 대한
경험적 분포(empirical distribution)와 모수적 분포인 파레토 Type I 분포 적합
결과를 비교한다.
식 (1)을 다시 쓰면 log     와 log  는 서로 선형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식 (8)에서  log  은 양의 상수(positive constant)가 되기 때문에
log     와 log  의 관계는 기울기가     인 우하향 직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log        log 



⇒ log       log    log 

(8)

KLIPS 근로소득  을 이용하여 log     와 log 변수 관계를 표현
한 결과는 [그림 5]에서 제시한다. [그림 5]는 Zipf plot이라고도 부른다.14) [그
14) Zipf plot은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킹즐리 지프(George Kingsley Zipf)가 소개한 Zipf’s
law에서 유래되었다. 이 법칙은 요소 개체의 규모는 요소 개체의 순위(rank)에 반비례한
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분포는 언어뿐 아니라 성씨 분포, 도시인구 분포 등
사회현상에서 자주 발견되는 경험적 분포로 알려져 있다. [그림 5]에서 요소 개체 규모
는 근로소득 이고 요소 개체 순위는     가 된다.  가 최대값인 경우 100백분
위 값    이므로 rank=1이 된다. 따라서 [그림 5]는 Zipf‘s law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X축과 Y축 변수에 대해 로그를 취한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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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5]에서 산포도(scatter plot)는 KLIPS 조사연도(wave)별 상위 1% 근로소득
에 대한 경험적 분포이다. 2016년 상위 1% 소득그룹 최소값을  로 표현하면
 축 값은 log    이고  축 값은 log    log  이 된다. 실선 부

분은 99~100% 누적확률에 대응하는 소득을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도출하여
로그 취한 값이다.  ≤    ≤  로 주어졌을 때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도
출한 소득  은 식 (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9)

[그림 5] Zipf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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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는 [그림 5]의 Zipf Plot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분포 모수인  와
 은 식 (3)에서    와    로 가정
  의 연도별 추정치를 정리한다. 

하였고   와   는 국세청 천 분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은 식 (4)를 이용하
여 계산하였고  는 KLIPS 데이터에서 구한 상위 1% 에 속한 근로자의 근로소
득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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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Zipf plot 작성을 위한  와  
(단위 : 만 원)






2013

2.067

983.5

2014

2.070

983.6

2015

2.118

1,064.7

2016

2.104

1,075.5

[그림 5]와 <표 3>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KLIPS 표본에 있는 상
위 1% 소득수준은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구한 상위 1% 임금수준보다 훨씬
낮다. KLIPS 서베이에서 상위 1% 소득수준이 과소추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KLIPS 서베이 데이터로 판단하였을 때 최상위 소득분포는 파레토
Type I 분포로 적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5]의 경험적 분포에서 도출한
Zipf plot은 거의 우하향하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그림
5]에서 실선의 기울기 
 가 완만할수록(작을수록) 상위 1% 그룹이 전체 근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즉 근로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15) <표 3>에서 정리한 
 를 통해 2013~14년에 비해 2015~16년에 근로소
득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수정된 지니계수 계산
하위 99%와 상위 1%의 지니계수를 각각 KLIPS 서베이 데이터와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도출한 후 식 (6)에 따라 수정된 지니계수를 계산한다.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최상위 근로소득을 어느 정도 대체할지에 따라 수정된 지니계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식 (3)의  와  조합을 <표 4>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한다(Bartels &
Metzing, 2017).

15)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지니계수는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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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와  에 따른 분포모수  추정치
  
  

  
  

  
  

2013

3.075

3.070

2.067

2014

3.054

3.049

2.070

2015

3.074

3.065

2.118

2016

3.033

3.013

2.104

수정된 지니계수를 얻기 위해 하위 그룹의 지니계수는 서베이 데이터에서 근
로소득을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계산하고 최상위 그룹의 지니계수는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계산한다. 두 그룹(하위 그룹과 최상위 그룹)의 지니계수를 통
합하기 위한 가중치는 식 (6)을 따라 정한다.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체하
고자 하는 최상위 그룹  은 상위 10%, 상위 5%, 상위 1%로 다양하게 정의한
다. 따라서 식 (6)에서  는 국세청 데이터에서 상위 10%, 상위 5%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해할 수 있다.    는 <표 4>에
주어진 
 을 이용하여 상위 10%, 5% 그리고 1% 그룹의 지니계수를 얻을 수
있다. <표 5>에서는 KLIPS 서베이 데이터에서 모든 임금근로자를 이용한 지니
계수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계산된 지니계수를 비교한다.
<표 5> 수정된 지니계수
KLIPS
지니계수
2013

0.329

최상위 10%
대체
  
0.400

2014

0.330

0.396

수정된 지니계수
최상위 5%
대체
  
0.380

최상위 1%
대체
  
0.355

0.379

0.355

2015

0.327

0.397

0.377

0.354

2016

0.323

0.391

0.371

0.348

주 : KLIPS 지니계수는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지니계수이다.

최상위 소득을 대체하지 않고 KLIPS 임금표본을 그대로 이용하여 계산한 지
니계수는 0.323~0.330이고 2013~15년에 비해 2016년에 0.323으로 근로소득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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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정된 지니계수는 KLIPS 지니계
수에 비해 훨씬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상위 소득 1% 그룹을 대체하
면 0.355~0.348로 KLIPS 지니계수에 비해 약 7.5% 더 높다. 대체하고자 하는
상위 그룹 비율이 더 높을수록 수정된 지니계수는 KLIPS 지니계수에 비해 더
큰 값을 갖게 된다. 상위 10% 소득그룹을 대체하면 수정된 지니계수는 0.391
~0.400으로 KLIPS 지니계수에 비해 20%나 높은 수준이다. 수정된 지니계수
에서도 최근 4년 중 2016년에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난다.
[그림 6]에서는 KLIPS 표본 데이터를 이용한 지니계수와 수정된 지니계수 추
세를 비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가계동향조사(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 HIES) 서베이에서 조사된 시장소득을 이용하여 계산된 지니계수와 비
교한다.16) 시장소득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포함한 불평
등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지니계수와 차이가 있다. KLIPS 지니계수는 가중
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고 수정된 지니계수는 최상위 1%를 대체하여 계산
된 결과이다. 수정된 지니계수는 0.348~0.355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근로소득

.32

.33

.34

.35

.36

[그림 6] 지니계수 추세 비교

2 01 3

2014
c or r ec t ed

2015
K L I PS

2016
H IE S

16)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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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 대한 가계동향조사(HIES) 지니계수는 수정된 지니계수
보다 낮은 0.336~0.353이다. 또한 2016년은 2013~15년에 비해 근로소득 불평
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세 종류의 지니계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표 5>와 [그림 6] 결과는 서베이 데이터에 나타난 근로자의 소득을 이용하
여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것에 비해 국세청 데이터에 나타난 최상위 근로소득을
결합한 수정된 지니계수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제II장에서 서베이 데이터에서 최상위 근로소득이 과소추계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근로소득 불평
등에서 더 나아가 전체 소득 불평등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조세 데이터
에서 도출한 상위 소득분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에서 보여
주고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가 소득분포의 최상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수정된 지니계수(top-corrected Gini
coefficient)를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2013~16년 근로소득 천 분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조사자료는
KLIPS를 사용하였다. 최상위 소득분포를 모수적 분포인 파레토 Type I 분포로
가정하고 분포모수를 추정한 후 수정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KLIPS 근로소득과 국세청 근로소득은 기초통계에서도 차이가 있
었다. 첫째, 국세청 자료의 근로소득 평균과 중앙값은 표본 조사자료인 KLIPS
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최상위 소득자 제외는 근로소득 불평등 추정에 있어서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전체 근로소득에서 상위 6~10%, 2~5%, 1% 그
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에 대한 두 자료의 차이가 나타났
다. 먼저 국세청 데이터에서는 각 그룹별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서베
이 데이터에서는 연도별 변동이 있다. 또한 최상위 1% 근로소득 그룹이 차지하
는 비중은 서베이 데이터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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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상위 근로소득 데이터에 기초하여 파레토 Type I 분포를 적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KLIPS 표본에 있는 상위 1%의 소득수준은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구한 상위 1% 소득수준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서베이 데이터
에서 상위 1% 소득수준이 과소추계됨을 알 수 있다. KLIPS 서베이 데이터는
경험적 분포에서 도출한 Zipf plot의 우하향 직선과 가까운 형태이므로 파레토
Type I 분포를 적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근로소득 불평등은
2013/14년에 비해 2015/16년에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정된 지니
계수 산출결과를 상위 10%, 5%, 1%로 구분하여 KLIPS 지니계수와 비교하였
다. 최근 년도일수록 근로소득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KLIPS
에서 산출한 지니계수에 비해 수정된 지니계수가 훨씬 큰 값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하는 상위그룹 비율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불평등은 더 높게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지니계수, 가계동향조사, KLIPS 지니계수로 추세를 비
교한 결과, 세 종류의 지니계수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수정된 지니계
수,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 KLIPS 지니계수 순으로 불평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베이 데이터에서 최상위 근로소득이 과소추계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
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근로소득 불평등에서 더 나아가 전체 소득 불평등을 정
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조세 데이터에서 도출한 최상위 소득분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향후 추가적으로 자료가 공개된다면 다른 소
득원에 대해서도 실증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
산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불평등 요인분해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었다. 셋째, 자
료의 한계로 2013~16년에 해당하는 불평등만 산출하였다. 장기적인 기간에 대
한 국세청 데이터가 공개되면 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 연구
가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고에서 수행한 파레토 Type I 분포 적합뿐만 아니
라 파레토 Type II 분포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을 추정한다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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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Approach to Measuring Earning Inequality
by Replacing Top Incomes
Yoo Hyerim․Min Insik
In this study, we employ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s to supplement the limits
on which the survey data did not adequately reflect the top of the income distribution.
We use both the National Tax Service of the 1000th-percentile recent income data
and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in 2013-2016. In the
descriptive analysis, the ratio of the highest income in survey data was lower than
that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mplying that excluding the highest income earners
could be biased in estimating earning inequality. Empirical analysis shows the
comparison of Pareto Type I distribution using the National Tax Service data and
the KLIPS income distribution. And we derive the result of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for the top 1% earning income level, the results of
KLIPS are underestimated than those obtained from the Pareto Type I distribution.
In detail,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s for 10%, 5%, and 1% of the highest income
in the National Tax Service data shows lower inequality in 2016. As the replacement
rate of the highest income higher from 1% to 10%, the degree of inequality is
growing greater. In addition, comparing top-correcte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KLIPS Gini coefficients, the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
measures the worst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is study highlights that the highest
income may be understated in the survey data, and in order to accurately estimate
earning inequality, it is necessary to utilize a revised Gini coefficient incorporating
income tax data.
Keywords : tax data, earning inequality,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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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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최경덕․안태현)

있는가?(유경준․이인재)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

◐ 제18권 제3호(2018년 9월)

을 주는 요인(김나영)
▪직무요구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퇴근 후

▪청년대상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의 정책설

모바일기기 업무사용과 일-가정 갈등의 다

계에서의 쟁점 진단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매개역할(박재춘)

중심으로(김태욱)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 및 개편방
안에 관한 소고(김태욱)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입 및 활용의
선행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홍종
윤․이준구)

◐ 제18권 제1호(2018년 3월)

▪TMT-종업원 임금격차와 조직성과(김재
엽․최장호)

▪개방적 소통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
향: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및 상호작용 공정
성의 매개효과(강수돌)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직접고용과 고용관
계 성과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사례와
함의(정흥준․노성철․김정훈)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의 관계: 인적자본 특성 및 인적자본 수준

◐ 제18권 제4호(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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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
교연구(강순희)
▪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최요한)
▪ 대학생 진로교육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
(박천수)
▪ 일터학습 참여활성화의 영향 요인에 대
한 개인수준 실증연구(심용보)

◐ 제18권 제2호(2018년 6월)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
도의 관계 : 청년층의 집단별 차이에 관한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
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오승연․김
효진․홍세희)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이상아․이승윤)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

비교(정도범)
▪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 : 성과배분의
조절효과(김동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