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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투자고유충격이 노동유형별
임금 및 고용 격차에
미치는 영향*

김 남 주**

본 논문은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를 가져오는 양(+)의 투자고유충격(investmentspecific technology shocks; 이하 IST충격)이 근로자의 노동유형별 임금 및
고용의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장기부호제약을 도입한 구조 베이지
안 VAR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자의 노동유형은 먼저 학력(대졸 이상/고
졸 이하)에 따라 숙련/미숙련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처음 시도된
방식인 직업의 직무특성별(반복․정형업무/非정형업무)에 따라 정형직/비정형
직으로도 구분하였다. 각각의 경우 양(+)의 IST충격이 발생하면 숙련 - 미숙
련 간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정형 - 비정형직 간 임금격차는 확대되었으나, 고
용 격차는 모두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설비자본은 생산과정에서 미숙련근로자에 비해 숙련근로자를, 정형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형직 근로자를 더 많이 대체하는 특성을 보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투자고유충격, 기술진보, 임금격차, 고용, 베이지안 구조벡터 자기회귀
모형
JEL classification: E22, O33, J31, J23, C32

논문접수일: 2019년 1월 10일, 심사의뢰일: 2019년 1월 22일, 심사완료일: 2019년 2월 26일
*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분석과의 원시자료 제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
었음을 밝힌다.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kimnamju@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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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술변동(technological change)은 소비, 고용, 임금의 양극화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동시장의 고용․임금구조 변화는 소
득․부의 재편, 소비패턴의 변화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기술변동으로 인한 노
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이러한 기술변동은 현실적으로 새롭게 축적되는 자본, 특히 설비자본에 내재
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신규 설비자본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 또는 성
능․품질에 변화를 가져오는 설비자본재 기술변화의 요인을 일반적으로 투자
고유충격(investment-specific technology shocks; 이하 IST충격)으로 정의하며
양(+)의 IST충격은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IST충격
은 소비와 투자의 상대가격, 노동투입에도 영향을 미쳐 임금 및 고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노동시장이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력(근로자)으로 구성된
경우, 생산과정에서 설비자본이 각 노동유형을 대체하려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면 IST충격은 이들 사이의 임금 및 고용 격차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설비자
본이 각 노동유형을 대체하는 정도는 고정되어 불변인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
제발전 과정에 따라 변모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 추정해 보는 것은 흥
미로운 연구주제이다.2)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학력 또는 직무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두
유형의 근로자로 구분한 뒤, IST충격이 각 근로자 간의 임금 및 고용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설비자본과 각 노
동유형 간 대체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유추해 보았다. 또한 IST충격
이외에 각 근로자 간 임금․고용 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주요 기술충격
1)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숙련편향적 기술변동(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 SBTC) 가
설, 정형대체적 기술변동(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 RBTC) 가설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김남주(2015a; 2015b)를 참조하기 바란다.
2) 기술진보 형태의 동태적 변화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세움․고선․조영준(2014)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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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각 충격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근로자를 학력수준에 따라 숙련(대졸 이상) 근로자와 미
숙련(고졸 이하) 근로자로 구분하였다. 이 노동시장에 IST충격․숙련편향적 기
술충격3)․숙련편향外 기술충격을 동시에 도입하여, 각 충격들이 숙련근로자와
미숙련근로자 간 임금격차인 숙련프리미엄(skill premium)과 고용격차인 숙련
노동의 상대고용(relative employment of skill)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설비자본 - 숙련노동 간 대체성, 설비자본 - 미숙련노동
간 대체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론해 보았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직무성격(tasks)에 따라 반복․규칙적
업무를 담당하는 정형직(routine)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비정형직(non-routine)
근로자로 구분하였다.4) 여기서 정형직 근로자란 생산방식이 반복․표준적이어
서 미리 정형화(routinized)되어 있는 업무를 지식 또는 육체노동을 통해 수행하
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직업으로는 사무행정원․생산
공․기능공․조작공․조립공 등이다. 반면에, 비정형직 근로자는 사전에 정형
화되기 어렵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지식이나 육체노
동을 통해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즉 관리자․전문가․공학기사․기술자․
전문직 판매원 등 지적 능력이 필요한 비정형 지식(Non-routine cognitive) 근로
자와

경비원․음식준비원․청소원․개인서비스원․간병인․비전문적

판매

인․저임금 단순노무자 등 육체적 능력을 활용하는 비정형 육체(Non-routine
manual)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된다.5)
이 노동시장에 IST충격․정형직노동의 생산성충격․그 외 기술충격을 함께
도입하여, 각 충격들이 정형직 근로자와 비정형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wage
gap)와 고용격차인 정형직노동의 상대고용(relative employment of routine)에
3) 이러한 용어정의는 SBTC가설을 반영한 것으로, 숙련편향적 기술충격은 숙련노동의 생산
성충격을 의미한다.
4) 이러한 구분은 Dorn(2009), Autor and Dorn(2013), 김남주(2015a)의 분류방법을 따른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남주(2015a)를 참조하기 바란다.
5) Jaimovich and Siu(2012), Tüzemen and Willis(2013), 김남주(2015a) 등에서는 정형 근
로자 모두를 중숙련(middle-skill), 비정형 지식근로자를 고숙련(high-skill), 비정형 육체근
로자를 저숙련(low-skill) 근로자로 재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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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설비자본 - 정형직노동 간 대
체성과 설비자본 - 비정형직노동 간 대체성 차이에 관해 추론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IST충격에 대한 연구는 근로자를 단일유형으로 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6) 다양한 유형으로 가정한 경우에도 숙련 - 미숙련 노동으로 구
분하는 정도였다. 이의 대표적 연구로, Krusell et al.(2000)은 IST충격과 함께
자본과 숙련노동 간 대체성이 자본과 미숙련노동 간 대체성보다 더 작다는 자
본 - 숙련노동 간 상대적 보완성(capital-skill complementarity) 가정7)을 도입하
여, 숙련프리미엄 변동이 대부분 설명됨을 밝혔다. 또한 Lindquist(2004)는
DSGE모형을 통해 자본 - 숙련노동 간 상대적 보완성 가정이 경기변동 시의 임
금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Balleer and Rens(2013)는 구조 베이지안 VAR모형을 이용하여
IST충격시 숙련프리미엄이 오히려 하락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자본과 숙련노동 간 대체성이 더 크다는 자본 - 숙련노동 간 상대적 대체성
(capital-skill substitutability)을 주장하였다. 이는 양(+)의 IST충격으로 오히려
미숙련근로자보다 숙련근로자가 더 빠르게 생산과정에서 대체되는 속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한편 IST충격에 대한 국내연구는 대부분 총고용 또는 산업부문 간 노동이동
효과에 관한 것이며, 숙련 - 미숙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
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노동시장을 정형직과 비정형직 노동으로 구
분하여 IST충격이 미치는 효과를 구조 VAR모형으로 실증분석한 연구는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학력에 따라 숙련 - 미숙련 노동시장으로,
직무특성에 따라 정형 - 비정형직 노동시장으로 구분한 후, 4가지 장기 식별제
약을 도입한 구조 베이지안 VAR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양(+)의 IST충격은 숙련프리미엄을 하락시키고 정형
6)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Greenwood et al.(1997; 2000), Fisher(2006), Kim(2010),
Justiniano et al.(2010; 2011), 김배근(2012) 등이 있다.
7) 이 경우, 양(+)의 IST충격(=설비자본재 기술진보)이 일어나면 숙련근로자보다 미숙련근로
자가 더 빠르게 생산과정에서 대체되어 미숙련근로자에 대비한 숙련근로자의 상대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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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노동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임금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생산기술에서는 설비자본 - 숙련노동 간 상대적 대체성, 설비자본 - 정형
직노동 간 상대적 보완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양(+)의 IST충격에 숙련노동 또는 정형직노동의 상대고용이 유의하게
반응하지는 않아, 동 충격이 고용구조 변화까지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
다. 아울러, IST충격으로 인한 설비자본재 기술변동의 영향은 고용변수보다는
임금변수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남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형 - 비정형직 노
동시장에 IST충격을 도입한 본 논문의 구조 VAR모형 분석은 국내외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실증분석 모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모형구성을 설명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
시장을 두 가지 분류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 분산
분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
하고 정리하였다.

Ⅱ. 분석방법론

본 논문의 관심인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 격차 등 노동시장 변수들과 투자
고유충격 등 다양한 기술충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변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작용하는 보편적 원리를 이론적으로 구성할 필
요가 있다. 그다음 어떤 방식으로 이를 실증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하
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실증분석의 전제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투자고유충격 등 기술진보와 관련된 주요 구조충
격(structural shocks)을 구분해내기 위해 장기식별제약(long-run identifying
restrictions)을 사용하는 실증분석 방법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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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배경
경제가 식 (1)~(5)와 같이 총생산(  ), 총소비(  ), 총투자(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총자본(  ), 건설자본(   ), 설비자본(   ), 총노동(  ), 노동유형
1(   ), 노동유형 2(   )로 이루어지며, 총생산함수는 식(6)과 같이 1차 동차인
콥 - 더글라스와 CES의 결합형태로 가정한다.8) CES 파라미터인    는


), 노동유형 1(   )과 노동
노동유형 1(   )과 설비자본(   ) 간 대체탄력성( 







), 설비자본(   )과 노동유형 2(   ) 간 대체탄
유형 2(   ) 간 대체탄력성( 



)을 각각 나타낸다. 건설자본(   )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력
력성( 





성은 모두 1로 일정하고,  및  는 각 자본의 감가상각률이다.
      

(1)

      

(2)

              

(3)



               ∙  

(4)

         

(5)



 
 

 


                          















(6)








이 경제에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4개의 변수            가 존재한다.


  는 신규 설비자본재 생산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데, 이의 변화를 가져오는

충격을 투자고유충격(investment-specific technology shocks; IST충격)으로 정
의한다. 동 충격은 생산된 소비재를 설비자본재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효율성
8) 이는 Krusell et al.(2000), Lindquist(2004), Balleer and Rens(2013)의 모형설정을 응용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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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의미하며, 양(+)의 IST충격이란 이전과 동일한 양의 소비재를 투입
하여 더 많은 수량 또는 더 좋은 성능․품질의 설비자본재(서비스)가 생산되는
기술진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9) 소비재와 설비자본재 생산이 완전경쟁적
이고 소비재로부터의 설비자본재 생산이 선형(linear)인 경우, IST충격은 소비
재가격(   )에 대한 설비자본재의 상대가격(     ) 역수로 관측될 수 있다.10)


  는 중립적(neutral)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써 건설 및 설비자본의 생산




성, 각 노동유형의 단위생산성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는 각각 노동유형
1과 노동유형 2의 생산성(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술수준 변수이다. 따라서 기술






수준 변수         를 각각 상승시키는 양(+)의 중립적 기술충격, 노동유형
1의 생산성충격, 노동유형 2의 생산성충격이 일어나면, 식 (6)에 따른 총요소생
산성(TFP)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11)
이제 각 노동유형별 근로자가 자신의 한계생산물가치에 따라 명목임금을 받
는다고 가정하면, 두 유형의 근로자 간 로그 임금격차(wage gap)는 식 (7)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이는 노동유형 2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노동수요함수를 의
미한다. Krusell et al.(2000)에 따라 식 (7)을 로그선형화하고 시간 t에 대해 미
분하면, 식 (8)과 같이 각 변수(  )의 증감률(    )로 표시한 임금격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9) Greenwood et al.(1997; 2000)은 이의 예로 컴퓨터 성능향상, 통신․운송수단의 고속화
와 효율화, 생산공정의 자동화 등을 들었다.
1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Greenwood et al.(1997; 2000), Krusell et al.(2000), Lindquist
(2004), Fisher(2006), Justiniano et al.(2011)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최근에는 자본재
와 투자재를 추가로 구분하고 투자재를 자본재로 전환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제반요인
(금융마찰요인 등)의 변화를 투자한계효율충격(shocks to 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
MEI충격)으로 별도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Justiniano et al.(2010; 2011)을 참
조하기 바란다.
11)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을 나타내는
        에 대한 전체 생산규모 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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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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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효율성효과
상대적 수량효과

  











   
             
     


자본과의 상대적 보완관계 효과

식 (8)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격차의 변화는 상대적 수량효과(relative
quantity effect), 상대적 효율성효과(relative efficiency effect), 자본과의 상대적
보완관계효과(relative capital complementarity effect)의 세 가지 요인에 영향
을 받게 된다. 양(+)의 IST충격은

  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즉




)이면 노동유형 2의 임금격차는 증가한다. 이는 노동유형 1과

 
 


설비자본 간 대체탄력성(  )이 노동유형 2와 설비자본 간 대체탄력성




(  )보다 크다는 노동유형 2의 ‘상대적 보완성(relative complementarity)’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즉    )인 경우는 양(+)의 IST충

 
격으로 노동유형 2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는 노동유형 2와 설비자본
간 대체탄력성이 보다 큰 노동유형 2의 ‘상대적 대체성(relative substitutability)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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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유형 1보다 노동유형 2의 노동공급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양(+)의
노동유형 2 상대공급충격은 상대적 수량효과인         의 증가를 가져
오는데,    이므로 노동유형 2의 임금격차를 감소시킨다.
한편 수요충격에 해당하는 각 노동유형별 양(+)의 생산성충격은      또
는    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와    의 값에 따라 노동유형 2의 임금
격차 변화방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들 충격의 식별을 위해서는 먼저 가정된
 값을 기초로 하여 <표 1>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사전적으로 임금격차의 방향

변화를 설정한다. 이후, 이러한 설정이 양(+)의 IST충격시에 알 수 있는
   의 부호결과와 서로 양립가능한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두 노동유형 간 대체관계(    )를 가정하는 경우, 음(-)의 노동유형 1
생산성충격은     를 감소시켜    ↑ 과  ↓ 을 가져온다. 반면에, 양
(+)의 노동유형 2 생산성충격은    를 증가시키는데, 노동유형 2에 상대적
대체성     또는 약보완성   ≥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시
   ↑ 을 가져오지만,  ↑ 이라는 다른 부호반응을 나타내므로 이 두 구조

충격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12) 따라서 이렇게 식별된 두 구조충격과 IST충격
<표 1> 노동유형별 생산성충격에 따른 임금격차의 변화방향
   ↑ ①   

<노동유형 간 대체관계 가정>

ⓐ     : 노동유형 2의 상대적 대체성

⇒  ↑

ⓑ     : 노동유형 2의 상대적 보완성

⇒  

② 

(약보완성) ↑
(강보완성) ↓

<노동유형 간 보완관계 가정>

ⓐ     : 노동유형 2의 상대적 대체성

⇒  

ⓑ     : 노동유형 2의 상대적 보완성

⇒  ↓

   ↑ ①   

<노동유형 간 대체관계 가정>

⇒  ↓

② 

<노동유형 간 보완관계 가정>

⇒  ↑

(강대체성) ↑
(약대체성) ↓

12) 또는 음(-)의 노동유형 2 생산성충격 시  를 감소시켜   ↓와  ↓라는 부호반
응으로도 두 구조충격을 일관되게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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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고려했을 때, 양(+)의 IST충격에 대한 임금격차의 변화방향 결과에 따
라    의 부호를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13)

2. 실증분석 구조 베이지안 VAR모형의 구성
이제 앞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된 식 (8)과 <표 1>을 바탕으로 하여, 이
를 어떤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
어, 만약 식 (8)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이 관측가능하고 외생적(exogenous)이
라면 이를 직접 회귀분석하여 계수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성변수 중 직접 관측이 어렵거나 내생적인(endogenous) 부분이 있고 추정해
야 할 계수간의 제약이 일부 비선형적인 복잡한 모습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성변수들의 내생적이고 동태적인 움직임을 반영하
면서도 非관측변수의 변동을 충격으로 포착하는 구조 베이지안 VAR모형을 실
증방법론으로 선택하였다. 즉 먼저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 격차 등을 포함하는
5가지 변수로 구성된 축약형 VAR모형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투자고유충격 등
여러 기술충격을 구별해낼 수 있는 타당한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구조모형으로
복원한 다음 이들 기술충격의 파급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모
형설정과 기술적인 설계부분은 <부록>을 통해 후술하였으며, 이하에서는 이러
한 실증방법론의 핵심개념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5변수로 구성된 축약형 VAR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 본 논문은
Minnesota Prior 방식을 이용하는 베이지안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OLS 등 전통
적 방법론을 쓰지 않고 베이지안 추정을 선택한 것은 분석대상 자료가 소표본
(32개)이고 5개 변수의 시차구조까지 반영하는 경우 추정계수에 소표본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베이지안
추정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즉 추정계수에 관해 사전적으로
13) 그러나 노동유형 2에 상대적 강보완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음(-)의 노동유형 2 생산성
충격으로 인한   감소로   ↑와  ↓가 나타나는데, 이는 음(-)의 노동유형 1
생산성충격 시와 동일한 부호반응이 되어 결국 두 구조충격은 부호제약으로 식별되지 않
는다. 또한 강보완성 가정 자체가 이미     이라는 양(+)의 IST충격에 따른 임금격
차의 변화방향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배제하고 식별제약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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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이를 추정 시 직접 반영하여 불필요한 효율성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특히 Minnesota Prior 방식은 시차구조를 갖는
변수들 간 VAR모형 구조에 있어 그 실용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전정보 설정방식이다. 예를 들어, 차분된 변수로 VAR모형을 구성한다면 이
모형의 추정계수들은 전반적으로 영(零) 근방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한 변수
가 자기의 과거 시차에 반응하는 정도는 시차가 멀어질수록 작아지게 될 것이
다. 아울러,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과거 시차에 반응하는 정도(스케일 조정 후)
는 자기의 동일시차 시 반응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이다.14)
다음으로, 이렇게 추정된 축약형 VAR모형으로부터 본 논문이 관심을 가지
는 투자고유충격(IST충격) 등 여러 기술충격을 동시에 구분해 낼 수 있다면 각
기술충격이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 격차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기술충격이 어떤 형태로 경제변수들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이론 또는 실증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식별제약(identifying restriction)
으로 도입하여 구조형 VAR모형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식별제약으로 4가지의 장기제약(long-run identifying
restriction)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장기제약은 식 (1)~(8), <표 1> 등 앞서의 이
론적 결과에 기초하면서 노동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여러 마찰요인(frictions)이
존재할 수 있어 이러한 결과가 매기마다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장기
적으로는 유효해야 함을 상정한 것이다. 4가지 장기 식별제약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2개의 장기 무영향제약(long-run zero restriction)과 2개의 장기 부호제
약(long-run sign restriction)으로 구성된다.
2개의 장기 무영향제약은 ① 투자고유충격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충격들은
장기적으로 설비자본재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② 본 연구에
서 식별하고자 하는 주요 기술충격 이외의 충격들은 VAR모형 변수들에 장기
적으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선 투자고유충격의 장
기적 영향력을 식별하고 앞서의 이론적 배경에서 도입하지 않은 구조충격들의
장기적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다.
14) Minnesota Prior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남주(2015b)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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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입되는 2개의 장기 부호제약은 앞서의 이론적 결과에 정합한 방향
으로 변수 간 관계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충격만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조충격이며, 이러한 방향조건(부호)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VAR변수 간 관
계를 살펴보는 것이 이론과 실증이 궤를 같이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
제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는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 격차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주요 기술충격들(노동공급충격, 각 근로자의 생산성 충격)이 식별될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4가지 장기식별제약을 통해서 도출된 투자고유충격이 근로자
의 노동유형별 임금 및 고용 격차에 미치는 효과는 이들의 임금 및 고용 격차에
큰 영향을 주는 노동공급충격, 생산성충격 등이 올바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분
석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실증분석

이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분석방법을 우리나라 연간자료에 적용하여, 투자고
유충격(IST충격)과 다른 구조충격들이 학력별/직무특성별 임금격차(상대임금),
고용격차(상대고용) 등 노동시장의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1. 투자고유충격과 숙련 - 미숙련(Skill-Unskill) 노동시장
가. 세부 모형설정 및 자료
먼저, 학력별로 근로자를 숙련(대졸 이상), 미숙련(고졸 이하)으로 구분한 경
우에 ADF 및 KPSS 검정으로 단위근 여부를 점검한 결과, VAR 구성변수의
수준값에서는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고 1차 차분값은 안정적임이 확인되어 1차
차분변수로 VAR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성변수 간의 요한슨 공적분 검정결과,
p=2인 경우에는 1% 유의수준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AIC, HQ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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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C 등의 정보기준값과 분석시계열이 소표본(차분값 기준 연간 32개)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VAR모형의 시차는 p=2로 결정하였다.
축약형 VAR모형의 베이지안 추정은 1,000번의 사후분포 임의추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때 이용되는 Minnesota Prior의 파라미터   =

 , 시차반영함수    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값들을 다
양하게 변화시켜 점검한 경우에도 주요 분석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동 분석에서 적용된 네 가지 식별제약은 앞서 설명된 대로 적용되었는데, 숙
련노동과 미숙련노동 간 대체탄력성(     )이 1보다 크다는 선진국에 관한
Katz and Murphy(1992), Teulings and van Rens(2008), 우리나라에 관한 문성
배․홍봉표(2004)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숙련 - 미숙련노동은 서로 대체관계
(      )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설비자본재 가격으로는 한국은행의 국내공급물가지수
중 ‘최종재자본재(국산) 지수’를 이용하였다. 설비자본재 가격으로 해당 GDP디
플레이터 지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동 지수에는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어
교역조건 변화 등 해외교란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Kim and Kim(2010)의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배제된 최종재자본재(국산) 국내공급물
가지수를 사용하게 되었다. 소비재 가격으로는 Fisher(2006), Kim and Kim
(2010) 등을 참고하여 GDP 소비 중 비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정부소비의
합으로 계산된 소비지출 GDP디플레이터를 산출하여 이용하였다.
학력에 따른 고용(근로시간)과 임금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중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원자료를 이용하였다.15) 숙련프리미엄
(상대임금)과 상대고용의 계산은 Mincer 회귀분석을 이용한 평균 로그임금 추
정치와 해당 그룹별 총근로시간을 이용하는 Balleer and Rens(2013), 김남주
(2015b)의 방식을 따랐다.16) 1인당 총고용 계산에 필요한 인구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만 15세 이상 인구를 이용하였다. 이상의 자료들은 모두
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된다.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교육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가사서
비스업, 개인운영 농림어업체. 또한 동 조사에서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된다.
16) 보다 자세한 계산과정은 김남주(2015b)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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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간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은 자료상의 한계로 1980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생
산성본부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2014)’ 산출기준(2003SNA)을 사용할 수밖
에 없었다. 이는 현재 2015년까지 발표된 2008SNA기준 자료의 경우 과거 시계
열이 1995년 이후부터 제공됨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구조 VAR
모형 분석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간자료들을 이용하여 추정하게 되
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재가격 대비 설비자본재의 상대가격은 1980
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설비자본재 상대가격의 역수는 설비자본재의 기술변동을 나타내므로, 상대가
격 하락은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를 의미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진보가 있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17)
[그림 1] 설비자본재 상대가격 추이
(1980=100)

17) 해외교란요인까지 포함하는 (국산+수입)지수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기에 일시적인 이탈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비자본재 가격지표는 이론적
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 투입을 위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실측가격에 기반
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가용 설비자본에서 실제로 꾸준한 성능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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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그림 3]에는 숙련노동의 숙련프리미엄과 상대고용,18) 각 근로자
의 절대고용 추이가 나타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숙련프리미엄은
1997년 외환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정체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일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그림 2] 학력기준 숙련노동의 숙련프리미엄과 상대고용
(     )

(    )

[그림 3] 학력기준 숙련․미숙련근로자의 고용수준

18) 그림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로그화하지 않은 임금과 고용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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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숙련근로자의 상대고용은 숙련노동수요의 지속적 확대에 힘입어
200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부분적으로 정
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의 양상은 지속적 경제성장 과
정에서 산업핵심인력인 대졸자에 대한 기업들의 고용수요가 증가하고 학력향
상으로 인한 대졸자의 노동시장 유입도 증가하면서, 이들의 임금상승은 제한되
고 상대고용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 약화에 따라 대졸자에 대한 기업들의 고용수요가 위축되면서 상대고용도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분석결과 : 충격반응함수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
네 가지 주요 구조충격에 양(+)의 한 단위 표준편차 충격이 발생할 때, 설비
자본재의 상대가격, 숙련근로자의 숙련프리미엄(skill premium)과 상대고용, 총
요소생산성, 인구 1인당 총고용의 로그수준 값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충격반
응함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베이지안 추정에 따른 사후분포 임의추출(1,000번)
과 장기 부호제약에 따른 회전행렬의 임의추출(1,000번)이 함께 적용됨으로써
조밀한 충격반응함수 분포를 구할 수 있었다. 이 중 중위값(median)과 16/84 분
위값(percentile)인 1표준편차(68%) 신뢰구간으로 결과를 도시하였다.19)
[그림 4]에서 보면, 양(+)의 투자고유충격(IST충격)으로 숙련프리미엄은 충격
발생기와 이후 8년 내에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양(+)의 IST충격은 설비자본
재의 기술진보로 해석되므로, 동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숙련근로자의 임금은 미
숙련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게 상승하거나 더 크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총생산함수의 자본 - 노동유형 간 상대적 보완
관계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경제전체의 생산기술상 숙련노동과 설비자




본 간 대체탄력성(  )이 미숙련노동과 설비자본 간 대체탄력성(  )보


다 크다면(설비자본 - 숙련노동 간 상대적 대체성;    ), 양(+)의 IST충격으로
숙련프리미엄은 하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 - 숙련노동 간 상대적 보완성에 주목했던 Krusell et al.
19) 이때의 Y축 값은 결국 각 변수의 변화율(%)를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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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숙련 - 미숙련 노동시장의 충격반응함수

(2000) 등과는 달리 상대적 대체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Balleer and Rens(2013)
의 견해가 우리 경제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과
함께 생산기술이 단순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대량도입이라는 초기
형태로부터 기능적 공정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를 정밀화․자동화하
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면, 미숙련근로자보다는 숙련근로자를 더 많이 대체하
려는 속성을 지닌 설비자본이 오늘날 우리 경제에서 가용 중인 것으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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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상대고용과 절대고용의 충격반응함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어 고용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위값 기준
으로 보면,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로 두 근로자의 고용이 단기에는 일시 증가
하였지만 숙련고용의 증가폭이 더 작았으며, 장기에는 두 근로자의 고용이 모
두 감소하였지만 숙련고용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중위값 기준에서는
숙련노동의 상대고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대체성의 효과를 고용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양(+)의 IST충격은 총고용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의 IST충격으로 인한 설비자본재의 기술진
보는 숙련프리미엄을 유의하게 하락시키는 임금구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20)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 총생산함수상 설비자본과 숙련노동 간 상대적 대체성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 충격이
숙련근로자의 상대고용도 하락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고용구조 변화까지 가
져오지는 못하였다. 다만, 중위값 기준으로 숙련근로자의 상대고용이 하락하는
결과(단기에 숙련고용 증가<미숙련고용 증가, 장기에 숙련고용 감소>미숙련고
용 감소)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의 IST충격은 총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다음으로 식별된 구조충격들의 평균적 설명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실시하였다. <표 2>에는 주요 변수의 로그 수준값에 대한 충격발생
후 5년, 10년, 20년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를 중위값과 1표준오차 신뢰구간
(16분위값, 84분위값)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고유충격(IST충격)은 노동시장 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구조충격이었다. 특히 숙련프리미엄 변동에는 약 16~20%의 상당한 설명력을
보였다. 반면에, 숙련 근로자의 상대고용이나 경제전체 1인당 총고용 등 고용변
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5~7%에 머물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IST충격은 노
20) 한국의 사회동향 2017(통계청)에 따르면, 1995～2016년 중 중졸 이하자의 임금은 144%,
고졸자는 169%, 4년제 대졸 이상은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술변화 요인 이외에도 경기변동, 노동시장 제도변화, 교육수준 향상 등 노동수
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쳐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 격차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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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예측오차 분산분해 - 숙련․미숙련 노동시장 분석
예측시점(년)

5년

10년

20년

92.75(82.2, 97.8)

97.22(92.7, 99.1)

98.84(97.0, 99.6)

2.35(0.2, 10.2)

0.95(0.1, 4.1)

0.40(0.04, 1.7)

0.56(0.1, 2.2)

0.21(0.04, 0.8)

0.09(0.02, 0.3)

1.39(0.2, 6.9)

0.56(0.1, 2.8)

0.24(0.03, 1.1)

투자고유충격

19.91(3.8, 45.0)

16.94(3.1, 44.6)

15.98(2.7, 45.4)

숙련편향적 기술충격
숙련노동의
상대공급충격
숙련편향外 기술충격

38.08(6.3, 72.4)

38.89(6.9, 74.9)

38.95(6.9, 75.9)

4.78(1.1, 16.2)

3.85(0.7, 14.5)

3.41(0.5, 13.6)

20.88(1.4, 55.2)

21.39(1.4, 56.4)

21.40(1.3, 56.8)

설비자본재 상대가격
투자고유충격
숙련편향적 기술충격
숙련노동의
상대공급충격
숙련편향外 기술충격
숙련프리미엄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투자고유충격
숙련편향적 기술충격
숙련노동의
상대공급충격
숙련편향外 기술충격

5.56(1.8, 16.6)

6.68(1.8, 20.0)

7.01(1.5, 24.1)

33.28(7.3, 59.9)

36.20(6.9, 65.4)

36.65(6.6, 67.8)

15.35(5.0, 33.2)

10.19(2.7, 26.4)

7.84(1.5, 23.5)

35.54(5.1, 68.2)

36.12(4.7, 70.4)

35.53(4.4, 70.8)

1인당 총고용
투자고유충격
숙련편향적 기술충격
숙련노동의
상대공급충격
숙련편향外 기술충격

4.62(1.4, 13.8)

5.68(1.4, 19.3)

6.00(1.3, 23.8)

22.35(3.7, 45.1)

20.62(3.3, 44.0)

18.83(2.8, 43.1)

12.95(3.0, 29.4)

13.10(3.1, 30.3)

13.25(3.0, 30.9)

21.68(2.3, 48.8)

20.36(2.0, 47.2)

19.06(1.8, 46.0)

주 : * 사후분포의 중위값이며 ( )안은 16 및 84분위값이다.

동시장 임금변수에 약 3배 정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에 관한 연구결과와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IST충격이 숙련프
리미엄에는 약 2~8%의 낮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숙련노동의 상대고용에는 약
38~51%, 1인당 총고용에는 약 7~12%의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
다.21)
이렇게 IST충격이 영향을 주는 노동시장 변수가 두 국가 간에 차이가 나는
21)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Balleer and Rens(2013)의 <Table 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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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ST충
격은 생산요소 간 대체관계로 인해 각 생산요소의 투입수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사회․제도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의
고용변동이 임금변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정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22)
이 경우, 고용변수보다는 임금변수를 통한 반응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반면에, 고용의 유연성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에서는 고용변수를 통한 반응
도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IST충격은 고용변수보다는
임금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투자고유충격과 정형 - 비정형직(Routine-Nonroutine)
노동시장
가. 세부 모형설정 및 자료
직업의 직무특성에 따라 노동시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단위근 검정에
따라 안정적인 1차 차분변수로 VAR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요한슨 공적분 검정
결과 p=2인 경우에 1% 유의수준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AIC,
HQIC, SBIC 등의 정보기준값과 표본규모(차분값 기준 연간 32개)를 고려하여
VAR모형의 시차는    로 결정하였다.
축약형 VAR모형 베이지안 추정 시 Minnesota Prior 파라미터   =

, 시차반영함수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값들을 다양하
게 변화시켜도 분석결과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정형 - 비정형직 노동시장 분석에 네 가지 장기 식별제약을 적용하는 경우,
정형 - 비정형직 근로자 간 대체탄력성(     )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섣
불리 이를 1보다 커서(      ) 서로 대체관계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정형 - 비정형직 노동 간 대체관계(      )인 경우
22) 본 연구에서는 고용량을 총근로시간(=총고용인원×노동시간)으로 설정한 관계로, 고용인원
을 변경하는 데 조정비용이 크게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노동시
간을 변경함으로써 조정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의 의미는 이러한 고
용여부 및 노동시간 결정까지를 포괄한 고용변동상의 제약이 임금변동상의 제약보다 큰
환경이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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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본전제로 하여 앞서 이론적 설명과 동일한 부호설정으로 분석하였고, 보
완관계(    )인 경우에 대해서는 부호설정을 달리한 장기 부호제약을 적용하
여 그 결과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본 분석에 필요한 설비자본재 상대가격, 총요소생산성, 1인당 총고용은 앞서
숙련 - 미숙련 분류 시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만, 직업의 직무특성에
따른 고용(근로시간)과 임금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원자료를 직업(occupation)에 따라 정형직, 비정형
직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23) [그림 5]∼[그림 7]에는 비정형직에 대비한 정
형직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고용변화가 나타나 있다.24)
먼저, 1980년대에 정형직의 임금은 비정형직 임금의 60% 내외였으나, 이후
비정형직 임금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최근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두 근
로자의 절대고용 수준은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상대고용 비율은
199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형직의 상대적 노동수요 증가와 상대적 노동공급 감소가 맞물려 나타난 것으
[그림 5] 정형직(Routine) 노동의
임금격차

[그림 6] 정형직(Routine) 노동의
상대고용

(     )

(   )

23) 직업의 세부적인 분류방법은 김남주(2015a)를 따랐으며, 중숙련(middle-skill) 근로자는
정형직, 고숙련(high-skill)과 저숙련(low-skill) 근로자는 각각 비정형직 지식노동 및 비
정형직 육체노동 근로자에 해당된다.
24) 그림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임금격차와 상대고용은 로그화하지 않은 비율로 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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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직무기준 근로자의 절대고용

[그림 8] 직무기준 근로자 간 임금격차
(     )

[그림 9] 직무기준 근로자의 절대고용

[그림 10] 직무기준 근로자의 고용비중

변화

변화

로 보인다. 즉 생산방식의 대량화에 따라 비정형직보다는 정형직에 대한 기업
들의 노동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비정형직 지식근로
자의 노동공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적으로 [그림 8]∼[그림 10]에서는 비정형 지식근로자와 비정형 육체근
로자의 임금과 고용추이가 제시되었다. 비정형 지식 및 육체근로자의 고용 간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들의 정형직 대비 상대임금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이들을 비정형직 하나로 묶어 정형직 근로자와 비교․분석하
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서는 비정형 지식근로자와 비정형 육체근로자를 분리하고 정형직 근로자와 함
께 3가지 노동유형으로 노동력을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은 부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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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노동유형의 노동과 설비자본재와의 결합형태, 이
들간 대체탄력성 관계의 설정, 노동유형 간 연쇄적 대체효과로 인한 구조충격
의 식별곤란 등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은 국내외적으로 뚜렷
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단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우선 정형/비정
형직으로 양분하여 사용가능한 실증방법론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정형/비
정형지식 또는 정형/비정형육체 근로자로 양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
나, 이러한 구분하에서는 본 논문에 설정하는 식별제약의 유용성이 크게 떨어
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즉 이들 노동유형 간 임금 및 고용 격차에 영향을 미치
는 기술충격들이 혼재되지 않고 서로 식별되는가가 중요한데, 근로자 구성에서
제외된 노동유형에서 일어나는 생산성충격 등의 영향이 여타 기술충격에 혼재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형/비정형지식 근로자로 분석하는 경우,
근로자 구성에서 제외된 비정형 육체근로자에서 발생한 양(+)의 생산성충격은
생산과정에서 노동력 대체를 통해 정형직 근로자와 비정형 지식근로자를 일부
대체시킬 수 있다. 이때, 정형직이 비정형지식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이 대체된다
면 정형/비정형지식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 격차는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현
상은 정형직 근로자에게 음(-)의 생산성충격이 일어나거나 비정형지식 근로자
에게 양(+)의 생산성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데, 비정형 육체근로자를
VAR모형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이들을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하 제시된 정형/비정형직 분석은 앞서 제시한 방법론적
지향점을 염두에 두면서, 설비자본재와의 대체관계에 있어 정형직 근로자와 차
별화될 수 있는 공통적 노동유형을 비정형직으로 간주하여 묶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는 비정형직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명시
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나. 분석결과 : 충격반응함수 및 예측오차분산분해
정형직과 비정형직 노동 간 대체관계를 전제로 하여, 주요 구조충격에 양(+)
의 한 단위 표준편차 충격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종속변수는 설비자본재의 상대가격, 정형근로자의 임금격차(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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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와 상대고용, 총요소생산성, 1인당 총고용으로 이들의 로그수준값 변화를
중위값과 1표준편차(68%) 신뢰구간(16~84 분위값)으로 나타냈다.
[그림 11]에서 보면, 양(+)의 투자고유충격(IST충격)은 정형근로자의 임금격
차를 유의하게(  ≥  ) 상승시켰다. 즉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정형
직 근로자의 임금은 비정형직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
하거나 더 작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의 원인을 총생산함수의 자본 - 노동유형
간 상대적 보완관계효과에서 찾아본다면, 정형노동과 설비자본 간 대체탄력성




)이 비정형노동과 설비자본 간 대체탄력성( 
)보다 작다는(    ) 설
(










비자본 - 정형노동 간 상대적 보완성(relative complementarity)이 존재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 경제에서 가용 중인 설비자본은 정형직 근로자보다는
비정형직 근로자를 더 많이 대체하려는 속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1] 정형 - 비정형직(대체관계) 노동시장의 충격반응함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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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정형화된 업무를 자본재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생산기술 진보
가 이루어진다는 정형대체적 기술진보(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 이
하 RBTC) 가설25)과는 배치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
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는 설비자
본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기능의 성능개선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RBTC는 이러한 성능개선을 넘어서 정형노동을 대체하는 신기능이 설비자본재
에 탑재되는 외연적(外延的) 기술발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용 컴퓨터의 공정처리속도 향상은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로 볼 수
있으나, 무인자동화된 자료입출력 기능까지 갖춘 산업용 컴퓨터의 도입은 설비
자본재의 기술진보가 아닌 정형적 일자리를 대체하는 RBTC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본 논문의 결과는 우리나라 가용 설비자본재의
기존 기능 성능향상에 국한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도 상대고용과 절대고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가 신뢰구간 안
에 0을 포함하고 있어 고용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중위값을 기
준으로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양(+)의 IST충격은 충격발생기(    )에는 정형
직 고용을 감소시키고 비정형직 고용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충격발생기 이후
(  ≥  )에는 비정형직 고용이 감소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되어, 결국 정
형직 고용의 감소폭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정형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정형직 근로자의 상대고용도 상승한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다만, 충격발생기에는 상대고용이 하락하다가 이후에는 상대고
용이 상승하는 변화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또한 양(+)의 IST충격은 숙련 - 미
숙련 분류에서와 같이 총고용 변화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
한 분석결과는 정형 - 비정형직 노동 간 보완관계를 가정한 충격반응함수에서
도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표 3>에서는 정형 - 비정형직 노동시장에 관한 5년, 10년, 20년 후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를 중위값과 1표준오차 신뢰구간(16분위, 84분위)으로
25) 보다 자세한 내용은 Autor, Levy and Murnane(2003), Autor and Dorn(2013), 김남주
(2015a)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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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측오차 분산분해–정형․비정형직 대체관계의 경우(      )
예측시점(년)
설비자본재 상대가격
투자고유충격
정형직노동의 생산성충격
정형직노동의 상대공급충격
그 외 기술충격
정형직노동의 임금격차
투자고유충격
정형직노동의 생산성충격
정형직노동의 상대공급충격
그 외 기술충격
정형직노동의 상대고용
투자고유충격
정형직노동의 생산성충격
정형직노동의 상대공급충격
그 외 기술충격
1인당 총고용
투자고유충격
정형직노동의 생산성충격
정형직노동의 상대공급충격
그 외 기술충격

5년

10년

20년

96.38(92.1, 98.4) 98.75(97.1, 99.5) 99.52(98.8, 99.8)
0.73(0.2, 2.6)
0.26(0.1, 1.0)
0.10(0.02, 0.4)
0.58(0.1, 2.1)
0.21(0.05, 0.7)
0.08(0.02, 0.3)
0.45(0.1, 1.5)
0.16(0.04, 0.6)
0.06(0.01, 0.2)
24.28(6.4,
36.83(12.3,
5.13(1.3,
12.18(1.9,

48.4) 39.22(11.1, 66.1) 47.10(13.9, 76.0)
69.6) 28.46(8.2, 62.6) 23.13(5.4, 59.1)
26.6)
4.43(1.1, 24.3)
3.86(0.9, 22.7)
40.0)
8.64(1.0, 32.2)
6.30(0.5, 27.9)

6.60(2.3,
37.15(14.0,
14.73(3.6,
21.84(2.9,

18.2)
9.61(2.7, 28.2)
65.5) 35.77(12.1, 64.9)
39.1) 12.55(2.5, 36.4)
55.7) 21.34(2.4, 55.0)

10.83(2.4,
33.55(9.9,
10.87(1.6,
20.23(2.1,

40.1)
64.4)
34.4)
54.3)

34.0)
44.8)
18.0)
15.6)

18.42(3.4,
18.89(4.9,
2.84(0.5,
2.76(0.4,

59.0)
41.0)
13.7)
13.6)

9.43(2.6,
23.75(8.2,
4.80(1.1,
4.01(0.9,

14.38(3.5,
20.93(6.5,
3.68(0.7,
3.30(0.6,

47.7)
42.5)
15.3)
14.3)

주 : * 사후분포의 중위값이며 ( ) 안은 16 및 84분위값임.

제시하였다. 투자고유충격(IST충격)은 정형직 근로자의 임금격차 변동을 약
24~47%에서 설명하였으며, 상대고용과 1인당 총고용에는 각각 7~11%, 9~18%
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IST충격이 고용변수보다 임금변수에 약 3배 정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앞서의 숙련 - 미숙련 분류 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앞서 숙련 - 미숙련 분류 시에 제시된 설명26)도
가능하겠으나 다음의 방식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형 - 비
정형직 근로자 간에는 고용변동성의 차이보다 임금변동성의 차이가 더 클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형직노동은 담당업무가 표준화․정규화(regularized)되
어 있어, 노동의 추가투입으로 인한 한계생산물이 비교적 예측가능하며 안정적
26) 즉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변동보다 고용변동시에 소요되는 조정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IST충격에 대한 임금변수의 반응이 고용변수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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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반면에, 비정형직 노동은 정형화되기 어려운 업무속성상 한계생산물이
추가투입된 노동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노동유형이 가지는 고용변동성의 차이보다, 한계생산물의 가치에 따
라 결정되는 임금변동성의 차이가 더 크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
라, IST충격에 대해 임금변수가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우
리나라에서 투자고유충격은 정형 - 비정형직 노동시장에서도 고용변수보다는
임금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Ⅳ. 맺음말

일반적으로 임금과 고용은 경기변동, 노동시장 제도변화, 교육수준 향상, 기
술변화 등 노동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게 된
다. 특히, 생산과정에서의 기술변화는 근로자가 여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노동투입 결정에 변동을 가져와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변화의
정도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대표적으로 설비자본재
의 성능이 향상되는 기술진보는 해당 설비자본이 어떤 유형의 노동력을 더 대
체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노동유형 간 임금 및 고용 격차의 방향
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노동을 대체하는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 현실
에 비추어 볼 때,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를 가져오는 양(+)의 투자고유충격(IST
충격)이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크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서로 다른 노동유형(근로자)이 존
재한다고 가정하고, 4가지 장기 식별제약을 도입한 구조 베이지안 VAR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근로자를 숙련도(학력)에 따라 숙련(대졸 이상) - 미숙련(고졸
이하) 근로자로 구분하고 IST충격과 함께 숙련편향적 기술충격․숙련편향外
기술충격의 다른 충격들도 동시에 도입하여, 각 충격이 숙련 - 미숙련 근로자
간 임금격차(숙련프리미엄, 상대임금비율)와 고용격차(상대고용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직무성격(tasks)에 따

28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2호

라 정형 - 비정형직 근로자로 구분하고 IST충격․정형직노동의 생산성충격․그
외 기술충격을 함께 도입하여, 각 충격이 정형 - 비정형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
(wage gap, 상대임금비율)와 고용격차(상대고용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1980년부터 2012년
까지 우리나라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양(+)의 IST충격으로 숙련프리미엄은 유의하게 하
락하고 정형 - 비정형직 간 임금격차는 유의하게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설비자본재에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숙련근로자의 임금은 미숙련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클 것(또는 상승폭이 작을 것)이라는 점과, 정형직 근로자
의 임금은 비정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을 것(또는 상승폭이 클 것)
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 원인을 총생산함수에 존재하는 설비자본과 각 노동
유형 간 대체성 차이에서 찾아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용 중인 설비자본은 미
숙련보다는 숙련근로자를, 정형직보다는 비정형직 근로자를 더 대체하려는 속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금구조와는 달리 양(+)의 IST
충격에 대해 숙련노동 또는 정형직노동의 고용격차(상대고용)는 유의하게 변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IST충격이 임금구조에는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고용구조에까지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ST충격은 숙련 또는 정형직 근로자의 상대고용, 경제전체 1인당 총고용
변동보다는 숙련프리미엄, 정형 - 비정형직 간 임금격차 변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IST충격이 노동시장의 고용변수보다는 임
금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동반된 설비자본재의
성능향상은 학력(대졸 이상/고졸 이하)에 따른 숙련/미숙련 근로자 간 임금격차
를 축소시키는 요인이었다. 즉 통상 직무눙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졸 이상
의 근로자(숙련근로자)에게 설비자본재 기술진보가 더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단하기 쉬우나, 실제 설비자본재 기술진보가 생산활동에 추가적으로
기여한 부문은 기존의 미숙련근로자(고졸 이하)보다 숙련근로자(대졸 이상)의
노동영역에 더 중첩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등 새로운 4차 산
업혁명 형태의 기술진보를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종래 우리가 경험한 설비자본

투자고유충격이 노동유형별 임금 및 고용 격차에 미치는 영향(김남주) 

29

재의 기술발전이 이어지는 수준에서도 대졸자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은 지속적
인 하방압력에 놓일 것이다. 이러한 하방압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졸 근
로자에 대한 이전 수준의 임금프리미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
는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정
책당국자들은 숙련/미숙련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문제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의 기술적 하방압력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면밀함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설비자본재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학력별(숙련/미숙련)
또는 계약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불균형보다는 직무특성별(정형직/비정
형직) 임금 불균형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까지의
설비자본재 기술진보는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더 우호적으로
작용했으며 이들의 임금프리미엄 상승에 기여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결과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이 현재와 같이 학력별 또는 정규직/비
정규직 간 임금 및 고용 격차 해소 등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정형직/비정형직
등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다차원적 정책처방을 내리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는 미처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
서 직업의 직무특성별 고용 및 임금자료가 분기 또는 월 단위로는 본 논문에서
적용한 세부분류대로 집계되지 않아, 부득이 연간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밖
에 없었다. 따라서 분기 또는 월 단위 분석이 가능한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을 비교․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경제이론모형과 보다 상세히 비교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의 경제환경과 유사한 DSGE
모형을 설계하고 주요 파라미터(   등) 변화에 따른 가상생성자료(simulated
data)에 대해 이 논문의 실증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가상생성자료로부터
의 충격반응함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와 실측자료를 이용한 본 논문의 결
과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실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파라미터의 범위를 특정해 보는 작업도 흥미로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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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정형/비정형직 근로자 구분은 보다 세분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정형직 근로자는 비정형 지식(cognitive)근로자와 비
정형 육체(manual)근로자로 세분이 가능한데, 이들의 임금과 고용에 별개의 영
향을 미치는 충격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유형을 정형직 - 비정형직 지식 - 비정형직 육체노동의 3가지 유형으
로 정의하고, 투자고유충격과 다른 충격들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
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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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세부 실증분석 방법론
본 논문에서 사용한 축약형 VAR모형의 구성과 4가지 장기식별제약을 도입
한 구조 VAR모형으로의 복원 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가. VAR모형 및 변수설정
투자고유충격(IST충격) 및 여타 구조충격들이 각각의 노동유형에 미치는 효
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5개의 차분변수로 구성된 VAR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두 가지 분류방법에 따라 노동시
장을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근로자를 학력(대졸 이상/고졸 이하)에 따라 숙련 미숙련(Skill - Unskill) 근로자로 나눈 경우이며, 두 번째는 직업의 직무특성
(tasks)이 반복․정형화(repetitive, procedural, routinized)될 수 있는가에 따라
정형 - 비정형직(Routine - Nonroutine) 근로자로 구분한 경우이다.
먼저, 학력에 따라 근로자를 숙련(대졸 이상), 미숙련(고졸 이하) 근로자로 구
분한 경우, 노동유형 1(   )은 미숙련노동(unskilled labor :   ), 노동유형 2
(   )은 숙련노동(skilled labor :  )으로 정의하였다. 두 노동유형 간의 임금격
차는 대졸 이상 근로자가 고졸 이하 근로자에 비해 더 받는 임금을 나타내며
숙련프리미엄(skill premium)이 된다. 또한 노동유형 2의 생산성충격은 숙련편
향적(skill-biased) 기술충격, 노동유형 1의 생산성충격은 미숙련편향적(unskillbiased) 기술충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증분석모형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기본 모형】
 축약형   ⋯              ⋯⋯       또는        

 
∞

     



  

∞

 



 

 구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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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개 내생변수들의 5×1 열벡터

․  : 5×1 상수항 열벡터,      … : 5×5 계수행렬
․  : 5×1 백색잡음항 열벡터,         ′       ′       for  ≠ 
∞

․       : A(L)의 역행렬

․ : 5×5 정칙(non-singular)행렬

 

․  : 5×1 구조충격 열벡터,         ′       ′       for  ≠ 
․     ′      ′ ′     ′   ′  ′  ′
【변수설정】숙련–미숙련
  
∆ log 




 
 


 

: 설비자본재의
상대가격

 

: 투자고유충격(IST충격)

 

: 숙련노동의 상대공급충격

 

: 숙련편향적 기술충격

∆ log 
 
 
∆ log 
  

: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 log

: 총요소생산성

 

: 숙련편향外 기술충격
(미숙련편향적 기술충격,
중립적 기술충격 포함)

: 1인당 총고용

 

: 나머지 설비자본재중립적 충격들

 


∆ log 


: 숙련노동의
숙련프리미엄

 

【변수설정】정형–비정형 노동시장 분석의 경우
  
∆ log 


: 설비자본재의
상대가격

 

: 투자고유충격(IST충격)

∆ log 
 

: 정형직노동의
상대고용

 

: 정형직노동의 상대공급충격

 
∆ log 
 

: 정형직노동의
임금격차

 

: 정형직노동의 생산성충격

∆ log

: 총요소생산성

 

: 그 외 기술충격
(비정형직노동의 생산성충격,
중립적 기술충격 포함)

: 1인당 총고용

 

: 나머지 설비자본재중립적 충격들




 

 
 


 

∆ log 


 

다음으로, 근로자를 직업(occupation)의 직무특성(tasks)에 따라 정형직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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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직으로 구분한 경우, 노동유형 1(   )은 비정형직노동(Non-routine labor:
 ), 노동유형 2(   )은 정형직노동(Routine labor:  )으로 정의하였다. 이 경

우, 두 노동유형 간의 임금격차는 정형직의 임금이 비정형직과 차이가 나는 정
도를 나타낸다. 노동유형 2의 생산성충격은 정형직 근로자의 생산성충격
(routine-labor productivity shocks), 노동유형 1의 생산성충격은 비정형직 근로
자의 생산성충격(nonroutine-labor productivity shocks)을 의미한다.

나. 식별제약
일차적으로 구한 축약형 VAR모형의 추정치 
  

 로부터 구조 VAR
모형을 복원하기 위해, 식 (9), (10)의 장기반응행렬과 장기분산을 이용한다.
이 때, 장기분산행렬인 
 

′ 를 
∙ 
 ′ 으로 분해한 결과는 유일하지 않
아 여러 개의 구조계수들이 식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를 만족하는
 라 놓으면,
임의의 정규직교행렬(orthonormal matrix)  에 대해서  ≡ 
′  
 ′
′  
 
′  

′  


′ 가 되어  를 이용한 또 다른 구

조모형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구조모형은 경제적 함의에 부합하
는 식별제약(identifying restriction)을 부여하여 도출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는 Blanchard and Quah (1989)의 장기 무영향제약(long-run zero restriction)과
Uhlig (1999)의 장기 부호제약(long-run sign restriction) 등이 있다.

 


   lim

 


    lim

→∞   

       

(9)

→∞   

  ′    ′ ′  ′   ′    ∙  ′

(10)


⇒


′ 

 ′ 
 ′
′ ∴  
  
       


1) 장기 무영향제약
먼저, 장기 무영향제약은 특정 구조충격이 어떤 내생변수에 장기적으로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약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비록 단기에는 교
란요인의 발생 등으로 특정 구조충격들의 영향이 유의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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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 제약은 내생변수를 적절
히 순서배치하여 장기분산을 하방삼각행렬  과 상방삼각행렬  ′ 의 곱으로 촐
레스키 분해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장기
무영향제약이 숙련(노동유형 2) - 미숙련(노동유형 1), 정형(노동유형 2) - 비정
형(노동유형 1) 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식별제약 (1)은 IST충격이 소비
재가격에 대한 설비자본재의 상대가격(     ) 역수로 관측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였으며,27) 식별제약 (2)는 식 (6) 및 식 (8)을 근거로 노동유형 2의 상대
공급충격․노동유형 2의 생산성충격․그 외 기술충격(노동유형 1의 생산성충
격, 중립적 기술충격) 이외에 노동유형 간 임금 및 고용 격차, 총요소생산성에
장기적으로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구조충격을 상정하기 어렵다
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1) IST충격(  )만이 장기에 설비자본재의 상대가격(log    )에 영향을 준
다.
⇒ 따라서 설비자본재 중립적 충격들인 노동유형 2의 상대공급충격(  ), 노
동유형 2의 생산성충격(  ), 노동유형 1의 생산성충격 등을 포함하는 그
외 기술충격(  ), 나머지 설비자본재중립적 충격들(  )은 장기적으로 설
비자본재의 상대가격(log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log    


×     
 
log  
×××××

      
 
    × × × × × ∙   ⇒ log   
×××××
log
 
× × × × × 

log
  
   



 



(2) 설비자본재 중립적 충격들 가운데 노동유형 2의 상대공급충격(  )과 노동유
형 2의 생산성충격(  ), 그 외 기술충격(  ) 만이 장기에 노동유형 2의 상대
고용(log      ), 노동유형 2의 임금격차(log          ), 총요소
생산성(log  )에 영향을 준다.
⇒ 따라서 나머지 설비자본재중립적 충격들(  )은 장기적으로 위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7)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장기 무영향제약을 부여하여 식별되는 IST충격에는 본래의 투자
고유충격 외에 설비자본재의 상대가격에 혹시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는 생산성충격이나
상대공급충격 등의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종 식별되는  ,  ,  구조충격
들이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한(lower bound)의 의미로도 해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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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     



log



 
×××× 

     
 
    × × × ×  ∙   ⇒ log   
×××× 
log
 
× × × × × 

log
  
   

 





2) 장기 부호제약
다음으로 장기 부호제약은 특정 구조충격이 내생변수에 장기적으로 어느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방법이다. 동 방법에서
는 먼저 동일한 방향의 내생변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구조충격들
의 부호를 미리 정하고, 이것과 상응하도록 장기반응행렬의 부호제약을 설정한
다. 그다음 정규직교행렬의 하나인 회전행렬(rotation matrix)로부터 임의추출을
반복한다. 이 중 장기반응행렬의 부호제약을 만족시키는 것만을 활용하여 구조
계수를 복원하고, 이 복원값들을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 예측오차 분산분해
등을 수행한다.

     
      ′  


′         ′  ′ ′

(11)

∴
    


′        
       





 





    ′     ∈     ∙   ∙ ⋯  ∙ 
 



 cos   sin   





  sin  cos     










(12)

cos   sin  
 


    cos  sin 



sin   cos 
  sin  cos 









본 논문에서는 장기 무영향제약을 반영한 장기계수행렬(
 )의 부분행렬

       에 대해, 식 (11)를 만족시키는  ′   인 회전행렬  를 식 (12)와 같

이 추출한다.28) 이렇게 추출된 
 와 촐레스키 분해에 의해 구한 
 의 곱인

        
∙ 
 의 원소들에 대해 부호제약이 충족되는 
 들을 구한다. 하나
28)    가 각각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지므로, 총 1,000개(=103)의  에 대해 부호제약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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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 대해 구조계수 복원, 충격반응함수,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실행할 수 있
으므로, 여러 
 들을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 예측오차 분산분해의 분포를 구
하고 이 중 중위값, 분위값 등을 활용하게 된다.29) 두 노동유형 간 대체관계
(    )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장기 부호제약은 다음에 정리된
식별제약 (3), (4)와 같다.30)



(3) 양(+)의 노동유형 2 생산성충격(     )은 장기에 노동유형 2의 임금격차
(log         ) 와 총요소생산성(log  )에 양(+)의 영향을 준다.
⇒ 반면에, 음(-)의 노동유형 1 생산성충격은 장기에 노동유형 2의 임금격차
에는 양(+), 총요소생산성에는 음(-)의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음(-)의
중립적 기술충격은 장기적으로 노동유형 2의 임금격차에 無(0), 총요소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노동유형 1 생산성충격과 중립적 기술충격을 포함하는 음(-)의


그외 기술충격(     )은 최종적으로 노동유형 2의 임금격차에는 양(+)
또는 無(0), 총요소생산성에는 음(-) 또는 無(0)31)의 영향을 미친다.



   



 
×  
×× × × 

      
 
    × ×  ≥   ∙
× ×  ≤  
× × × × × 



 

 log 
log  
⇒ log   





  

  

  





log
log
  


29) 회전행렬을 이용한 장기 부호제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Balleer and Rens(2013)
의 Web appendix, 김남주(2015b)를 참조하기 바란다.
30) 노동유형 간 보완관계(   )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표
1>의 변화방향에 맞게 장기 부호제약을 조정한다.
31) 여기서는 보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 無(0)를 포함시켜 非양(+) 조건으로 식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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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의 노동유형 2 상대공급충격(     )은 노동유형 2의 임금격차
(log         ) 에는 양(+), 노동유형 2의 상대고용(log      )에
는 음(-)의 영향을 준다.
⇒ 반면에, 양(+)의 노동유형 2 상대수요충격에 해당하는 양(+)의 노동유형


2 생산성충격(     )은 장기에 노동유형 2의 임금격차와 상대고용에 양
(+)의 영향을 주며, 역시 양(+)의 노동유형 2 상대수요충격인 음(-)의 그


외 기술충격(     )은 장기에 노동유형 2의 임금격차와 상대고용에 양
(+) 또는 無(0)의 영향을 미친다.
   



 
×  
×   ≥  

      
 
    ×   ≥   ∙
× × × × 
× × × × × 





 

 log  
log 
⇒ log   





  

  

  





log
log
  


위의 4가지 식별제약에 따라 구해진 장기계수행렬(
 )의 원소값 
       과 장
기분산 추정치 


 를 이용하여 
 의 나머지 원소들도 구할 수 있다.
     는 


 을 촐레스키 분해하여 얻는 하방삼각행렬  의      


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4×4행렬인      ∙     을 


       

에서 차감하여 
   
 
  는
    ∙
      ′


  를 구한 다음,32) 
    
  
 


 


 
의 관계를 이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는 



 
   
   
   을 계산한 후 촐레스키 분해하여 얻어진다.





  를 구한 다음, 앞서의 장기 부호제약을 적용하고 이
32) 실무적으로는 처음에 
후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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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nvestment-specific Technology Shocks
on the Gap of Wage and Employment by Workers’
Skill or Tasks
Kim Namju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 of investment-specific technology shocks(IST
shocks) on the gap of wages and employment between different groups of work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IST shocks can be identified by four long-run restrictions
in a Structural Bayesian VAR framework. First, workers are categorized into
skilled(college graduates and more) and unskilled(high-school graduates and less)
ones by their educational attainment. After each shocks activates, including IST․
skill-biased technology․other technology shocks, changes in the Skill-Unskill wage
gap(skill premium) and employment differentials are examined. Second, workers
are re-categorized into routine(tasked on repetitive and procedural jobs) and
non-routine ones by their occupational tasks. By simulating IST․routine-labor
productivity․other technology shocks respectively, it is originally checked how
the Routine-Nonroutine wage gap and employment differentials will change.
This paper shows that positive IST shocks can decrease the Skill-Unskill wage
gap and increase the Routine-Nonroutine wage gap. It is also found, however, that
positive IST shocks can not drive significant changes in employment differentials
by any categorization.

Keywords : investment-specific technology shocks, technological change, wage
differentials, employment, structural bayesian VAR
JEL classification: E22, O33, J31, J23, 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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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화로 인한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인구구조 및 다양한 사
회․경제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이주(migration)1)는 최근 가장 논쟁적인 화두
중 하나다. 이주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데 가족결합, 노동(경제), 인도주의
차원 등이 해당된다. 가족결합은 가장 대표적인 이주의 형태이며, 노동 혹은 경
제 이주는 취업을 목적으로 행해지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는 난민이 해당
된다. 이와 더불어 이주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이
끌어낸다. 즉,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주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기도 하며, 사회통합, 치안 등의 측면을 강조하여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정책의 대상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
양한 결과가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의 다양한 목적 중 노동(경제) 이주
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유입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이주정책의 대상과 그 방향은 상
이하다. 법무부(2018a)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취업가능 체류외국인 중
단순기능 인력이 약 9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중국동포와 외국인 노
동자이며 노동공급이 부족한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받는
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 여성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내 다문화가
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십여 년간 이 두 집단을
중심으로 한 이주정책을 실시해왔고2) 현행 이주정책은 전통 및 선발 이주국가
1) 이주(migration)는 크게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출(emigration)과 해외에서 국내로 들
어오는 이입(immigration)으로 나뉘며, 흔히 이주라는 용어로 통칭된다. 본 연구는 어떤
특징을 가진 이주민이 유입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기에 자국민의 해외로의 이출은
분석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이후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주, 이주정책, 이주
민)은 모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만을 가리킨다.
2)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수립 및 시행한「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년)」과「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의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결혼이주민 정착, 다문
화 이해, 이주민 자녀, 동포 관련 정책, 체류질서 및 외국인 차별금지, 외국인 관광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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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 대상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3)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주정
책이라기 보다는 외국인력 관리정책과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세계 각국은 고숙련 인력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
양한 전략을 수립 및 시행 중에 있다. 고숙련 인력의 유입은 지식기반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기술진보의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수용국가
의 경제적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 OECD는
2000∼2001년과 2010∼2011년 사이 고숙련 이주민 수를 약 70% 증가시켰다
(Czaika and Parsons, 2017). 그리고 고급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공공재정의 기여4)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고안 및
시행 중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특성의 이주민이 유입되느냐에 따라 유입국의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저출산, 인구고령
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 있다. 자국의 부족한 노동인력을 해외인력으로 채
움과 동시에 해외의 기술이전을 통한 자국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
력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주정책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술개발 수준의 저하
와 연구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세계적인 흐름
에 발맞추어 어떤 유형의 이주민을 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 규모와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주는 생산요소의 지리적 이동이
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이주민 송출국가와 수용국가 모두의 사회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OECD 주요 이주국

치, 난민정책, 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등에 대한 것이 해당된다. 이 중 대다수의 정책이
주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법
무부, 2018b).
3)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오랜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이주민이 주축이 되는
국가를 전통적인 이주국가로 분류하고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노동이주를 토대로 세계대전
전후로 대규모 이주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선발 이주국가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탈리
아와 일본, 우리나라는 후발 이주국가로 분류된다(이혜경 외, 2011).
4) 이주민의 재정기여와 관련하여 Dustmann and Frattini(2014)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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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그간 어떤 이주정책을 펼쳐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국가의 이
주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통해 일련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이주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Ⅱ장은 OECD 주요 국가들의 이주정
책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 국가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이주
정책의 역사와 숙련도별 인력 유치정책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OECD의 국
제 성인역량조사(OECD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역량변수와 이주변수가 이주민의 숙련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이주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OECD 국가의 숙련도별 해외인력 유치 전략

본 장에서는 OECD 국가의 해외인력 유치 전략을 살펴본다. 이에 앞서 분석
대상 국가를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개별 국가들의 저․고숙련 외
국인력 유치 전략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1. 국가유형의 구분
국가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
자본주의 경제모델과 복지자본주의모델을 고려하여 국가유형 구분 기준을 세
우고자 한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모델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그간 많은 연구에
서 다양한 유형화를 시도해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화로 인한 수렴과 다
양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중에서 Hall and Soskice(2001)의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은 현대자본주의론과 비교정치경제론을 대표하
는 이론으로서 서구 자본주의를 자유 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와
조정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의 두 형태로 유형화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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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명제의 타당성을 임노동관계, 숙련형성, 기업지배구조, 복지체제 등
여러 차원의 제도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윤상우, 2010).
Hall and Soskice(2001)는 사회 내 보호제도를 세 가지,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실업보호(Unemployment protection), 임금보호(Wage protection)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숙련을 기업 특수적(Firm-specific) 숙련, 산업 특수적
(Industry-specific) 숙련, 일반(General) 숙련으로 유형화하였다. 기업 특수적 숙
련은 특정기업 이외의 기업에서는 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이 숙련에 노동자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가 요구된다. 산업 특수적 숙련을 가
진 노동자들은 동일 산업 내 기업 간 이동을 할 수 있고 고용상태와 상관없이
숙련임금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금보호는 특정 스킬에 대한 임금
수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므로 고용과 실업보호 효과를 보다 강화시키는 측면
이 있다. 이들은 고용과 실업 모두의 보호수준이 높은 국가로 독일을 선정한다.
특히 상이한 숙련체계 만큼이나 직업훈련체계는 중요한 경제적 함의를 갖는데,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발달된 경우, 학생들은 숙련습득을 위한 기회를 제
공받을 수 있고 국가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반면에 직업훈련 프로
그램이 잘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고용은 유연할 수밖에 없다. 고용과 실업
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면 노동자들은 이전 가능한 숙련(Portable Skills)에 투
자함으로써 스스로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보호하고자 한다. 이 경우
일반 숙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 이들은 고용과 실업보호 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을 예로 들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숙련형성은 국가의 비교우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기업 혹은 산업 특수적 숙련에 기반을 둔 국가는 점진적인 혁신에 비교우위를
갖지만, 일반 숙련에 기반을 둔 국가는 R&D 분야에서의 급진적 기술혁신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그림 1]은 사회의 보호수준과 숙련에 의한 국가유형을 도
식화한 것이다. 주축은 복지생산 레짐(regime)을 기준으로 하며 보조 축은 유
럽 대륙 국가를 세분화하여 유형화하였다. 주축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캐나
다, 호주 등이 포함되는 앵글로 색슨 국가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북유럽
국가들이 해당되는 유럽 대륙 국가 간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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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의 보호수준과 숙련에 의한 국가유형

자료 : Hall and Soskice(2001), p.173.

고용보호, 소득수준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Esping(1990)의 복지자본주의
유형화 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의 연구는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가
장 대표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탈상품화5)의 정도와 사회
계층화체계에 따라 국가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며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가 해당된다. 자유주의적 복지국
가에 속하는 전형적인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가 해당되며, 조합주의적 복지국
가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포함된다.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스웨덴
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해당된다. Esping(1990)의 복지자본주의 국가
유형별 특징은 Hall and Soskice(2001)의 논의와 일정부분 중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앵글로 색슨 국가의 사회 보호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개인의
학력수준, 일반 숙련 수준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에 스스로 적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금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 혹은 산업 특수적 숙련을
중시하는 유럽 대륙 국가는 학위보다는 개인의 역량 강화에 좀 더 기반을 둔
5) 탈상품화는 어떤 서비스가 권리의 대상으로 주어질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장에 의존
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Esping, 1990). 즉, 개인의 복지가 시
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김태성․성경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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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을 보장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노동시장, 사회보
장 프로그램 등의 특성 차이는 이주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본적으로
유럽 대륙 국가는 인권적 관점에서 이주민에게 접근하며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
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앵글로 색슨 국가에서의 계층별 임금
격차는 크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최소한의 복지만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국가유형을 크게 영미형(앵글로
색슨 국가)과 유럽형(유럽 대륙 국가)로 구분한다. 전자에는 영국, 미국, 캐나다
가 포함되며, 후자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해당된다.

2. 영미형 국가의 해외인력 유치전략
<표 1>은 영미형 국가별 이주역사와 숙련정도에 따른 인력유치 전략을 정
리한 것이다. 영국은 초기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이주정책을 시행
하였고, 2005년 런던테러사건 이후 이주통제를 강화하고 비유럽연합 국가로부
터의 이주는 상한선(Cap)을 정하였다(강동관 외, 2017; 온대원, 2010). 그 결과
영국의 이주정책은 방임적인 성격에서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으로 선회하
였다. 영국은 호주 모델에 영감을 받아 2008년 3월부터 점수제(Points-Based
System)를 도입하였다.6) 점수제는 이주민 선별제도로 비유럽경제지역 출신의
노동 및 학업비자 발급을 위한 것이다(Gower, 2018). 영국의 고숙련 이주민 유
치 프로그램(Highly Skilled Migrant Programme)의 목적은 뛰어난 자격조건, 경
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자리 제의를 받지 못한 신청자를 수용하고자 함
이다. 기본적 의도는 구직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숙련자의 입국이 허용되
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갖는데 있다(Cerna, 2011).
6) 영국의 점수제도

해당 범위
Tier 1
고급 기술(고숙련) 이민(high skill/value migrants)
기술이민(sponsored skilled workers)
Tier 2
저숙련 노동자(low skilled workers)
Tier 3
Tier 4
유학생(students)
단기 노동자(temporary workers)
Tier 5
자료 : https://www.gov.uk/(검색일: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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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미형 국가의 이주역사 및 숙련도별 인력유치 전략
이주역사

저숙련 인력대상

고숙련 인력대상

영국

․초기 적극적인 이주정 ․2013년 3월 이후 비 ․2002년부터 고숙련이
책 시행
유럽경제지역
출신
주민 유치프로그램 시
․1960 년대~1990 년대
미숙련 노동자의 유
행
통제 정책
입필요가 없다고 판 ․Tier 1은 특정분야의
․이후 완화와 통제정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단하여 입국 전면 중
책이 시행되다 최근에
함.
단
통제가 강화됨.
․2008년 점수제 시행

미국

․19세기 후반~20세기
․그린카드(Green Card,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
영주권) 제도 시행
초반까지 규제적인 성
한 H-2비자를 발급
․영주권 취득 및 장기
격을 가짐
받은 자만 체류가능
․1952년 선별이민제도
체류가 가능
․단기체류만 가능
시작

캐나다

․1867년 대규모 이민 ․자국 고용주의 요구
프로그램 시행
에 따라 노동력이 부 ․2018년부터 고숙련 인
․1967년 점수제 도입
력을 위한 이주와 영
족한 일부산업에 한
․2000년 중반부터 경
주권 취득을 장려 및
정하여 저숙련 인력
제이민과
단기노동
정책적 지원확대
허용
․단기체류만 가능
이민에 중점을 둠.

미국은 1776년을 기준으로 몇 차례에 걸쳐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이주정책
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미국은 1952년「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을 제정하면서 선별이민제도를 시작하였다. 이 법은 고학력자와 기술 인
력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련함으로써 미국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의 허용을 골
자로 한다. 그리고 현대 미국이민법의 기초가 된 포괄적인 법안으로 평가를 받
으며, 국가별 쿼터를 포함하고 가족 재결합을 강조한다. 이후 불법체류자가 미
국 내 급증하게 됨에 따라 1980년대 또 한 차례 이민법이 수정되었다. 수정된
법령은 기존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숙련기술 인력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영주 취업비자를 확대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유입을 목적으로 한다(강동관 외, 2017; 김태근, 2017; 임형백, 2012). 미국의
대표적인 고숙련 인력유치 제도로는 그린카드(Green Card, 영주권) 제도가 있
다. 그린카드는 미국의 영주비자를 의미하며, 거주 및 일할 수 있는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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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한다. 그린카드 제도는 우선순위 제도(Preference System)7)로 운영된
다.8) 미국의 우선순위 제도는 고급인력 유치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 조
건이 충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STEM 분야 학위소지자에게 체류기간을 2년 연장 및 학생신
분으로도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1867년 대규모 이민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1900년과 비교하여
1913년의 이주민 수는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다(Boyd and Vickers, 2000). 그
러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발생하자 1952년부터는 이주민
유입을 제한하였으나, 1962년에 인종차별적인 이민정책을 포기하고 노동수요
에 부합하는 인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1967년부터 점수제를 도입하였고,
2000년 중반부터는 경제이민과 단기노동이민에 중점을 두는 이민정책으로 전
환하여 자국경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이주를 허용하
였다(강동관 외, 2017). 캐나다는 자국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일부 산업(제조, 운수, 농업)에 한정하여 저숙련 인력유입을 허용한다. 캐나다
의 고급인력을 위한 제도는 크게 연방전문 인력이주(Federal Skilled Workers)
와 퀘벡전문 인력이주(Quebec Selected Skilled Worker)로 구성된다. 두 제도
모두 점수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항목별 최대 부여점수는 상이하다. 전자
는 연령, 학력, 경력, 언어, 고용계약, 적응력을 심사하고, 후자는 배우자의 특
성, 퀘벡 주 내 가족체류 여부, 동반자녀 존재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이

7) 미국의 순위제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해당 범위
과학, 예술, 비즈니스, 운동에 매우 비범한 능력이 있는 자
우수한 연구업적을 갖춘 연구자나 교수, 특정 다국적 임원 혹은 관리자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 과학, 예술, 비즈니스에 뛰어난 능
력이 있는 자
전문가, 숙련 노동자
특수 이주민
투자가

8) http://www.uscis.gov/greencard(검색일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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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연방 기능직 기술이주(Federal Skilled Trades Class) 제도가 있다. 이 제
도는 캐나다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숙련기능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서 나이와 학력의 제한이 없고, 점수제가 아닌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유럽형 국가의 해외인력 유치전략9)
유럽연합 국가의 이주정책 대상은 크게 유럽연합 국민과 비유럽연합 국민으
로 나뉜다. 이후 자유로운 이동과 취업이 가능한 유럽연합 국민을 제외한 비유
럽연합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형 국가들은 고급인
재 유치를 위해 미국의 그린카드 제도를 본떠 만든 블루카드 제도(Blue Card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유럽연합 국가출신의 고숙련 인력유치
를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 위원회가 제안한 블루카드 제도는 지난 2009년
EU 블루카드 계획(EU Blue Card scheme)이 승인되고 2012년 8월부터 본격적
으로 유럽연합 국가에서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제3국의 고숙
련․고학력․경력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블루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
운 블루카드 제도는 개별 회원국의 자체 고숙련 인재유치 정책과 병행이 아닌
블루카드 제도를 우선시하도록 권장한다.10)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청노동자제
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다수의 이주민이 들어왔다. 그
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자, 이주민을 선별 및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선택적 이주정책’을 통해 점차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방향으로 이주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강동관 외, 2017; 박동열, 2010; 전현중․이남철, 2010). 프랑스는 건설업,
농업, 개인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을 고용하는 한편(IOM, 2012;

9)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경우, 여행 및 고용 등의 이유로 국경 이동시 별도의 비자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비유럽연합 출신의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통해 이동
할 경우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격요건 및
체류 기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http://ec.europa.eu/immigration/bluecard_en(검색일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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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렵형 국가의 이주역사 및 숙련도별 인력유치 전략
이주역사

저숙련 인력 대상

고숙련 인력 대상

프랑스

․초청노동자 제도 실 ․건설업, 농업, 개인서 ․재능비자( P a s s p o r t
Talent)와 블루카드
시
비스업 중심
․블루카드 제도 도입 ․단기체류만 가능
제도 시행

독일

․초청노동자 제도 실시
․숙련도가 낮은 외국
․저출산․고령화에 따
․블루카드 제도와 영
인력의 노동시장 접
른 해결책으로서 외
주허가 시행
근이 어려움.
국인력 유입허용

이탈
리아

․노동력 부족 문제 해
․농업, 제조업, 건설업, ․고숙련 인력전략이 두
결목적의 이주 허용
개인서비스업, 상업과
드러지지 않음.
․주로 단기체류를 위
․블루카드 제도 시행
운수업 중심
한 정책 시행

Safi, 2014), 고숙련 인재유치를 위해 재능비자(Passport Talent)와 유럽연합의
블루카드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주로 공학, 과학, ICT 직종 종사자를
선호하며 이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동반가족은 가족재능
비자(Family Passport Talent)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갱신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서 프랑스 및 인력 송출국 모두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삼는 전문 인력 유치정책을 시행한다. 최근 IT
전문 인력에 대한 유치노력의 결과로 프랑스 내 전문 인력의 체류비중이 증가
하고 있다.11)
독일 역시 1950년대 중반 부족한 노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순
환이주 방식의 초청노동자를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
한 경기침체로 인력 유입은 중단되었고, 오직 기존 체류 외국인의 가족결합 형
태만이 허용되었다. 1998년 사민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기존의 소극적이고 제한
적이었던 이주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주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었다. 새로운 이민법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외국 인력 유입의 허용을 골자로 하고, 고급인력
의 확보와 외국인 전문 인력 취업체류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채복, 2007). 독일은 숙련도가 낮은 외국 인력의 노동시장이 접근이 어려울
11) http://ec.europa.eu/immigration/what-do-i-need-before-leaving/france/(검색일: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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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비자제도가 주로 독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
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숙련 인력을 위한 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숙련 인력정책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블루카드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에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블루카드 발행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서 독일로 이주한 전문 인력이 1만 7천여 명에 달한다.
독일 연방노동청은 매년 6개월마다 노동시장을 분석하며 이주 장려 직업군 목
록을 정하고, 전문 인력 이주를 장려한다(서성민, 2017).
이탈리아는 1970년대 이후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 노동력을 본
격적으로 수입하였다. 이탈리아의 이주민 규모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0년 이후 가사노동자 도입정책의 결과로 여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특징
을 보인다(김시홍, 2005). 이탈리아는 높은 실업률 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장
기체류보다는 오히려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한 이주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 결
과 고숙련 외국 인력을 위한 전략이 타 국가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고숙련 인력유치를 위한 블루카드 제도를 시행 중이며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직종을 허용한다.
두 국가유형의 이주정책을 종합하여 본 결과, 정책시행시기와 유입규모, 이
주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근의 이주정책이 저숙련 인력에서 고숙련 인력
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Ⅲ. OECD 국가의 이주민 특성분석

1. 분석틀
가. 자 료
실증분석 시 이용한 자료는 2012년 국제 성인역량조사이다. 이 조사는 16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개개인의 주요 인지력과 작업장 내 기술
을 측정한 국제적인 조사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에 따르면 이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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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이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활용하는지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
택에 초점을 맞춘다. 국제 성인역량조사는 24개국12)을 대상으로 2011년 8월부
터 2012년까지 1차 조사가 시행되었고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국에 대
해 2차 추가 조사가 행해져 총 33개국이 참여하였다.13) 국제 성인역량조사는
역량수준 뿐만 아니라 인적특성, 노동시장 특성, 이주, 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며, 국가 간 특성차이 파악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주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을
제시한다.14) 본 연구는 이 자료가 주요국의 이주민 특성파악에 적합하다고 판
단하여 이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4개국 중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이며, 국가
유형 기준을 적용하여 영미형 국가와 유럽형 국가로 나눠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 중 이주민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은 이주세대, 부모의 이주 여부, 출
생국가 여부, 외국출생 여부, 최초 이주연령이 있다. 국제 성인역량조사는 이주
세대 변수를 파생변수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변수는 부모의 이주 여부,
출생국가 여부15), 외국출생 여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주세대 변수
는 이주 1세대, 이주 2세대, 이주민 아님의 응답문항으로 구성된다. 최초 이주
연령은 5세별 자료로 제공되며 응답문항은 0세 이상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위함이므로 이주 경험자만을 분석대상으
로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응답자 중 이주 2세대 및 최초 이주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는 이주자가 동반하는 피부양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석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외국출생자이며 이주 1세대라고 응답한 21세 이상의
12) OECD는 1차 조사대상국 중 호주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
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원자료를 제공한다.
13) http://www.oecd.org/skills/piaac/publicdataandanalysis/#d.en.408927(검색일: 2018.04.16).
14) 국제 성인역량조사는 각 개인의 구체적인 정착국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다만 출
신 국가가 포함된 대륙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출신대륙 변수의 무응답 비중이 높
아 분석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내에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내의 이동인지 비 유럽연합 국가에서의 유럽연합으
로의 이동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가 갖는 정보제공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
서는 유럽연합 역내 혹은 역외 이동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15) 출생국가 여부는 응답자가 조사시점 당시 거주하는 국가가 출생국가와 일치하는지에 관
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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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을 이주민으로 간주한다. 21세 이상의 전체응답자 수는 52,614명이며,
그 중 이주민은 5,456명이다. 국가별 이주민의 비중을 살펴보면, 캐나다 3,295
명(60.4%), 독일 648명(11.9%), 영국 567명(10.4%), 프랑스 391명(7.2%), 미국
317명(5.8%), 이탈리아 238명(4.4%)의 순으로 나타난다.

나. 모형설계
국가유형별 역량수준과 이주특성이 이주민의 숙련16)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사용하였다. 인구
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국가유형을 통제한 후, 역량변수와 이주변수
가 숙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추정방정식은 식 (1)과 같다.

log           

 

(1)

단           

(    이면 고숙련 이면 저숙련 을 의미 
 는 인구학적 변수 사회 ․ 경제적 변수 국가유형 변수 벡터 통제변수 
 는 역량변수 이주변수 벡터

이항 -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진형 변수로 구성되며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식 (1)의 종속변수는 이주민의 숙련수준을 의미하며,  의 확률로
고숙련은 1, 1-  의 확률로 저숙련은 0의 값을 갖는다. 회귀계수의 부호가 양수
이고 그 값이 커지면,  가 커지므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음수이면
서 절댓값이 커지면  가 작아지므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진다. 각 설명
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확률은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16) IOM(2012)는 숙련(Skill)을 정의내리는 일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용어는 학계, 공공 및 정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념적․경험적으로 매
우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IOM(2012)은 국제표준 학업분류(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를 기준으로 학력과 숙련도의 관계를 구분한다. 본 연구는
IOM(2012)의 분류를 토대로 4년제 대학 졸업이상 및 숙련직종 종사하는 경우를 고숙련, 그 외
경우를 저숙련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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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 수
분석변수는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국가유형 변수, 역량변수, 이
주변수로 구성된다. 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부모의 최종학력수준, 최종학
력 전공분야, 배우자 동거 여부, 자녀 유무를 포함한다. 최종학력 전공분야는
기타계열 전공이 준거집단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변수와 자연․공학계열 변수
로 구성된다. 부모의 최종학력수준은 더미변수이며,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고
등교육(대졸 이상)의 수준인 경우 1, 그 외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직종, 현재 종사 일자리, 월평균 소득분위, 경력 변수로
구성된다. 직종 변수는 학력수준과 숙련도 등을 반영하는 변수로 노동시장 내
상태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종사 일자리
변수는 사기업 종사를 준거집단으로 하며,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더미변수로
구성된다. 국제 성인역량 조사는 다양한 소득(주급, 월급, 연봉, 상여금)을 조사
하였지만,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한 국가의 개인별 소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인 소
득 10분위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소득을 가리킨다.
OECD(2011)는 국제 성인역량조사가 직장에서의 역량 활용성에 기반을 둔 수
요측면에 중점을 둔 조사임을 강조한다. 유입된 이주민의 역량수준에 따라 좁게
는 직장 내 성과물의 차이를 유발하며, 넓게는 산업 및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그러므로 역량변수를 통해 국가 유형별 선호하는 인력의 특징을 파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변수를 사용하였다.17)
이주변수는 최초 이주연령과 이주기간으로 구성된다. 최초 이주연령은 21세
이상부터 5세별 구간 값으로 주어져있다. 최초 이주시점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이주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즉, 나이제한을 두
거나 신진 연구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최초 이주연령이 다소 낮을 수 있으
17) OECD(2016)는 언어능력과 수리능력을 다른 분야에서의 역량발전을 위한 토대로써 기초
적인 스킬로 여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에 의하면 언어능력은 사회 참여, 개인의
목표 달성, 지식 및 잠재력 증진을 위한 문서화된 글을 이해, 평가, 활용하는 능력으로
바라본다. 이 능력은 글로 표현된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복잡한 문자의 이
해, 해석,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포함한다. 수리능력은 일상생활에서의 다양
한 수학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수학적 정보와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해석․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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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력직을 우대하거나 한 가지 분야에 특화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습득한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주연령이 높아질 수 있다. 이주기간은
개별 응답자의 전체 이주기간의 합을 의미한다. 이주기간이 길다는 것은 일차
적으로 장기체류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국제 성인역량조사 자료에서는 현재
의 정착국가가 몇 번째 국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각 국가가 고숙련 집단에게 장기체류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함을 통해
이주민의 숙련집단 간 이주기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 이용 변수 설명
변수
종속변수

인구
학적
요인

숙련정도
성별
연령
전공분야
(기타 전공계열 = reference group)
배우자 동거 여부
자녀 유무
부모의 최종학력
직종
(관리자․고위직 = reference group)

사회․
경제적
요인

국가
유형
변수
이주
변수
역량
변수

현재 종사 일자리
(사기업종사 = reference group)
월평균소득분위
경력
영미형
(캐나다 = reference group)
유럽형
(프랑스 = reference group)
최초 이주연령
이주기간
언어능력
수리능력

값
저숙련=0, 고숙련=1
여=0, 남=1
5세별
인문․사회계열=1
자연․공학계열=2
비 동거=0, 동거=1
무=0, 유=1
저학력=0, 고학력=1
전문가=1
기술공 및 준전문가=2
사무종사자=3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4
농림어업 기능종사자=5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6
장치․기계 조작종사자=7
단순노무 종사자=8
공공부문 종사=1
비영리단체=2
1분위∼10분위
각값
미국=1
영국=2
독일=1
이탈리아=2
5세별
각값
각값
각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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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분석 결과
숙련정도에 따라 통제변수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질
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인구학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준
다. 영미형 국가에서 숙련수준에 따른 성별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숙련 집단의 경우 남녀비율이 거의 비슷하지만, 저숙련 집단은 남성이 여성
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숙련 집단은
부모가 고학력인 비중이 59.5%를 차지하는 반면에 저숙련 이주민의 부모가 고
학력인 비중은 31%에 불과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주민의 최종학력 전공분야는 정착국가의 이주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국은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
유치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므로 선호하는 인재상의 변화는 특
정 전공이나 산업분야의 변화를 이끌게 된다. 고숙련 집단의 자연․공학 계열
전공비중은 39.9%로 가장 많은 반면에 저숙련 집단은 자연․공학 계열 전공비
중이 25.9%로 가장 적고 기타전공의 비중이 약 45%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
자료의 조사시점이 2012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영미형 국가의 이주정책 전개과
정에 비춰보았을 때, 이공계열 인력유치 전략 시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이주결정 시 가족재결합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숙련정도에 따
른 이주민 선별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미형 국가는 고숙련 인력에 한해서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배우자 동거 여부는 숙련정도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나며, 고숙련의 동거비중이 저숙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자
녀 유무 변수의 해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변수는 자녀를 동반여부가 아
닌 단순히 자녀 유무를 확인하는 변수이므로, 가족재결합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저숙련 집단과 비교하여 고숙련 집단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적다.
유럽형 국가의 성별 변수와 자녀 유무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숙련 집단의 부모의 학력수준이 고학력인 비중이
51.7%으로 저숙련 집단과 차이가 거의 없다. 유럽형 국가는 학력수준보다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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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중시 여기므로 부모의 학력수준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영미형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고숙련 집단은 인문․사회
계열 전공의 비중이 36.5%로 가장 많다.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와 독일 등의 국
가는 인문․사회 전공분야의 전통이 특히 강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
저숙련 집단은 영미형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타계열의 전공자가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한다. 숙련정도에 따라 배우자 동거비중의 차이가 나타나며, 고숙련 집
단은 90% 이상이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 인구학적 변수 기초통계량
(단위 : 명, %)

남
여
남
여

고숙련
성별
저숙련
검정 결과(   )
부모
학력
수준

저학력
고학력
저학력
고학력

고숙련
저숙련
검정 결과(   )
고숙련

전공
분야
저숙련
검정
배우자
동거
여부

고숙련
저숙련
검정

자녀
유무

고숙련
저숙련
검정

기타
인문사회
자연공학
기타
인문사회
자연공학
결과(   )
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결과(   )
유
무
유
무
결과(   )

영미형
689(50.1)
686(49.9)
1,183(57.8)
1,621(42.2)
23.3981***
557(40.5)
818(59.5)
1,935(69.0)
869(31.0)
311.2888***
304(22.2)
520(37.9)
548(39.9)
1,053(44.6)
697(29.5)
610(25.9)
194.5496***
1,102(90.2)
119(9.8)
2,043(80.0)
512(20.0)
62.8890***
992(72.2)
382(27.8)
2,179(77.7)
625(22.3)
15.3178***

유럽형
64(44.1)
81(55.9)
498(44.0)
634(56.0)
0.0011
70(48.3)
75(51.7)
932(82.3)
200(17.7)
88.2266***
42(29.0)
53(36.5)
50(34.5)
305(43.1)
172(24.3)
230(32.5)
12.8828**
109(90.1)
12(9.9)
744(76.4)
230(23.6)
11.7279**
101(69.7)
44(30.3)
844(74.6)
288(25.4)
1.6061

주 : ***, **는 각각 1%,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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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5>는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현재 종사
일자리와 직종변수의 기초통계는 동질성 검정방법을 통한 검정결과를 제시하
며, 경력과 월평균 임금 소득분위는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이 때 경력과 소득분
위 변수의 검정결과에 제시된 값은 두 그룹의 평균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의
p-value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은 양측검정결과로 평균의 차
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사회․경제적 변수 기초통계량
사기업 종사
공공기관 종사
종사
비영리단체 종사
사기업 종사
일자리
저숙련
공공기관 종사
비영리단체 종사
검정 결과(   )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고숙련
농림어업 기능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직종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저숙련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검정 결과(   )
경력
고숙련
저숙련
(평균 (표준오차))
검정 결과
월평균임금 소득분위
고숙련
저숙련
(평균 (표준오차))
검정 결과
주 :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고숙련

(단위 : 명, %)

영미형
781(67.3)
321(27.6)
59( 5.1)
1,583(85.0)
224(12.0)
56( 3.0)
133.6643***
196(16.9)
656(56.4)
311(2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6( 5.3)
110( 6.1)
181( 9.9)
209(11.5)
547(30.2)
13( 0.7)
223(12.3)
201(11.1)
232(12.8)
1.8e+03***
16.2(0.27)
16.4(0.27)
0.5602
6.7(0.06)
4.3(0.08)
0.0000
의미함.

유럽형
83(66.4)
33(26.4)
9( 7.2)
649(90.9)
53( 7.4)
12( 1.7)
57.6369***
14(11.2)
88(70.4)
23(18.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 1.0)
8( 1.1)
71(10.1)
47( 6.7)
173(24.5)
10( 1.4)
140(19.9)
93(13.2)
156(22.1)
600.3875***
16.2(0.87)
15.8(0.37)
0.6976
6.8(0.28)
4.1(0.09)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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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형 국가의 종사 일자리 변수는 숙련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숙련 집단의 경우, 사기업 종사비중이 67.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
로 공공기관 종사 비중이 27.6%를 차지한다. 공공기관은 대학이나 국가부설 연
구소 등이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저숙련 집단의 85%가 사기업에 종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학력과 숙련도를 반영하는 변수로 직종대분류에 따른
9개 하위 직종으로 나뉘며, 숙련정도에 따른 직종 분포의 차이가 상당히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고숙련 이주민은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직종에만
종사하며 특히 전문가 직종 종사비율이 56.4%로 가장 많다. 이와는 달리 저숙
련 이주민은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비중이 30.2%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단
순노무 종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월평균 임금 소득분위의 평균값을 살
펴보면 고숙련 이주민은 평균 6.7분위, 저숙련 이주민은 평균 4.3분위의 소득수
준을 보여 두 집단 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유럽형 국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숙련 이주민의 상당수가 사기업에 종
사하며, 26.4%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숙련 이주민
은 90.9%가 사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숙련집단 간의 직종 분포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숙련 이주민의 70% 이상이 전문가 직종에
종사하는 한편, 저숙련 이주민은 서비스․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
원 및 관련 종사자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영미형 국가와 비교하여
유럽형 국가의 전문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 혹은 기업 특수적 숙련을 선호하여 관련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분위 변수의 경우, 고숙련 이주민은 평균 6.8분위의
소득수준을 보이나, 저숙련 이주민은 평균 4.1분위의 소득을 받는다. 유럽형 국
가의 높은 소득수준은 특수한 숙련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실증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역량변수와 이주변수가 숙련수준별 이주민 집단 간의 특성차이
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통제변수인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국가유형 변수18)에 대해서 기초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 변수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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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검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실증분석은 성별,
연령, 부모의 최종학력, 배우자 동거 여부, 자녀 유무, 최종학력 전공분야, 현재
종사 일자리, 직종, 월평균 소득분위, 국가유형의 변수에 의해 조정된(adjusted)
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기초분석을 통해 각 변수별 두 집단 간의 차이
를 이미 확인하였기에 이 효과를 제거한 순수효과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영미형 국가 분석결과
영미형 국가에서는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 보다 자
세히 살펴보면, 고숙련 이주민의 최초 이주연령은 저숙련 이주민에 비해 승산
비로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미형 국가 이주정책과 연관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영미형 국가는 모두 선별적인 이주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학력 혹은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는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저숙련 인력에 비해
더 소요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이주 연령대가 높아질 수 있다.
이주기간 변수의 경우, 저숙련 이주민에 비하여 고숙련 이주민의 이주기간이
약 1.2배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미형 국가는 저숙련 인력에게는 오직 단기
간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를 발급하는 한편 고숙련 인력에게는 정주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정 기간 체류 후 자격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절차와 기간을 단축
하여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숙련 집단의 언어능력은 저숙련 집단에 비해 약 1.7배가 높다. 국
제 성인역량조사에서의 언어능력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정도를 뛰어넘어
업무 내용의 숙지, 토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반영한다. 높은 언어능력
수준은 고숙련 이주민의 대부분이 관리직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같은 맥락에서 고숙련 집단의 수리능력이 저숙련 집단보다 승
산비로 약 1.2배 높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에 의하면 수리능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수학적 내용, 정보, 아이디어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18)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숙련수준에 따른 국가유형의 차이에 대한 검정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정결과에 따른  은 12.1262와 8.8210로 각각
1%와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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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역량변수와 이주변수가 숙련수준에 미치는 효과분석†(영미형)
설명변수

계수(Coef.)

승산비(OR)

최초 이주연령

.326*

1.386

이주기간

.206***

1.229

언어능력

.507***

1.660

수리능력

.197***

1.218

경력

-.027***

.973

주 : ***, *는 각각 1%,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국가유형 변수에 의해 조정된(adjusted) 결
과임.

는 능력 혹은 실생활의 문제해결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문제해결 전
략을 세우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리능력이
높다는 것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이는 이
미 기초통계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끝으로 통제변수 중 경력변수는 기초통계분석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증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숙련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즉, 저숙련 이주민에 비하여 고숙련 이주민의 경력이 승산비
로 약 3% 낮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과 숙련도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늘 성
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저숙련 인력은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시장 진입 시기는 오히려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유렵형 국가 분석결과
유럽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
과, 이주변수와 수리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후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 변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저숙련 이주민과 비교하여 고숙련 이주민의 언어능력이 약 8배 높은데, 이는
영미형 국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유럽형 국가에
서 숙련집단 간 언어능력에서 큰 차이를 갖는 것은 국가유형의 특성을 반영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럽형 국가는 고용과 실업보호, 임금보호
의 수준이 높고 기업이나 산업에 특화된 숙련을 보유한 인력을 선호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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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역량변수와 이주변수가 숙련수준에 미치는 효과분석†(유럽형)
계수(Coef.)

승산비(OR)

최초 이주연령

.342

1.408

이주기간

.615

1.849

설명변수

언어능력
수리능력
경력

2.087***

8.057

.640

1.896

-.112**

.894

주 : ***, **는 각각 1%,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국가유형 변수에 의해 조정된(adjusted) 결
과임.

을 갖는다. 이 경우의 숙련은 기술뿐 아니라 관련 직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대
한 해석 및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19)
다음으로 경력변수는 기초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실증분석 결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 저숙련 인력에 비하여 고숙련 인력의 경력이 약 11%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노동(경제) 이주를 목적으로 체류 중인 이주민을 분석대상으로 삼
고, OECD 주요국의 이주 역사와 숙련도별 인력유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본 후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유형별 이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앞서
Hall and Soskice(2001)의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 Esping(1990)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토대로 하여 국가유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영미형 국가(앵
글로 색슨 국가)와 유럽형 국가(유럽 대륙형 국가)로 나뉘며, 전자에는 영국, 미
19) 전술하였듯이 유럽연합 회원국 간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자
료는 유럽연합 회원국 여부를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에 역내 이동에 따른 높은
언어능력수준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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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캐나다가 해당되고 후자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포함된다. 각 국가유
형의 이주정책의 전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분석대상 국가의 초기 정책 목적이 부족한 노동력 문제해결이라
는 점과 최근의 이주정책이 고숙련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
점이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시기, 유입 규모, 자격요건, 선별방식 등에서 차이
를 보인다.
이를 토대로 각 국의 이주정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2012년 OECD 국제 성인역량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 자료는 가장 최근의 이주정책의 효과를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의
이주정책의 시행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인적․노동시장 특
성, 이주특성, 개인역량 수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
점을 갖는다.
기초통계 분석결과는 이주민의 숙련도별 집단의 특성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
다. 첫째, 국가유형별 부모의 학력수준 분포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영미형
국가의 경우, 부모가 고숙련일 경우 자녀가 고숙련인 비중이 더 높지만, 유럽형
국가에서 부모의 학력수준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둘째, 두 숙련집단 간 직
종 분포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두 유형 모두 고숙련 이주민은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만 종사한다. 셋째, 숙련집단 간 임금
격차는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고숙련 집단의 높은 소득수준은 두 가지로 해
석된다. 고숙련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고임금을 제시하는 것과 특정 학
력수준이나 숙련수준에 대한 보상이 해당된다. 특히 후자에서 숙련수준에 대한
보상의 경우 유럽형 국가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상의 기초통계 분
석을 통해 국가유형에 따른 숙련집단별 인적 및 경제․사회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역량변수와 이주변수가 이주민의 숙련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미형 국가의 경우 저숙련 집
단과 비교하여 고숙련 집단의 최초 이주연령은 높다. 이는 개인의 인적자본형
성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이주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연령은 낮을지라
도 이주연령대는 높을 수 있다. 둘째, 고숙련 이주민은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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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서 역량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업무 내용 파악을 기본으로 하
여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고숙련 집단의 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확인되
었다. 셋째, 유럽형 국가의 고숙련 이주민은 저숙련 이주민에 비하여 언어능력
이 매우 높다.
이상의 기초통계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는 국가유형별 특성을 확인하
였다. 두 국가유형 구분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유입되는 이주민의 특성과 관계
되며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역량변수와 이주변수
를 고려한 실증분석을 통해 영미형 국가의 고숙련 이주민은 저숙련 이주민 집
단에 비해 언어능력뿐 아니라 수리능력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미형 국가
는 이공계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자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으며, 이는 고숙련
이주민 집단이 언어 및 수리 능력이 높은 수준을 갖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반면
유럽형 국가는 2012년 이후 블루카드 제도의 도입 등 정책방향이 선회되었기
에 본 연구는 이후의 정책효과를 살펴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12년 이전까지
유럽형 국가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 및 소통 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인력
유입을 허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이주정책과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주요 이주국
의 이주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정책을
보완 및 수립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특히 세계적
인 이주정책의 흐름이 고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넓은 의미로는 인구구조 및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예측에 따른 대
응으로 볼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구
축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기
도 하였으나, 출산율 제고만을 목표로 한 정책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 제고 정책 이외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주정책은 효과적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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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책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정책의 대상을 고숙련 인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우리
나라는 고숙련 인력을 위한 정책을 도입 및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수의
정책이 저숙련 인력과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숙련 인력을 주된
대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고숙련 인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유입 규모․시기․세부분야 등을 고려한 유치 전략을 시기
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최근 세계 각 국이 우수과학인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과 산업
변화는 고용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ICT, STEM, SW 분야에서 인력부족현
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AI와 로봇이 기존의 중․저숙련 일자리
를 대체하는 한편, 분석능력․사회적 스킬을 요구하는 고숙련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CT와 SW 관련 취업자 수가 급증할 것이다. 그 결과 고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적인 인재유치 경
쟁은 더 심화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국 전문 인력 비중이 1.76%에 지나
지 않고, 핵심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 역시 직시해야 할 것이
다(고용노동부, 2018; 기획재정부, 2017; 서성민, 2017; 손병호 외, 2017; 이시
균 외,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수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숙련 해외 인력의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및 기반을 마련해야 한
다. 이선미․송해련(2018)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은 총인구
가 감소하는 시점인 2030년 이후부터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부
양비 경감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주정책이 부양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순환노동이주 혹은 결혼이
주 중심이 아닌 정주를 중심으로 한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
다. 우수 인력의 정주는 생산과 소비, 저축의 증대를 가져오고 총 요소생산성
증가, 부가가치 창출, 사회 재정 확보 및 부양비 경감 등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숙련노동자와의 기술보완을 통한 내국인 스
킬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우수 인력의 정주를 위해서
유입 인력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까다롭게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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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연구를 위한 환경, 주거지원, 세제혜택 등의 인
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국인과의 사회적 유대감 또는 긍정적인 정서 확산
을 위한 이들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주민의 역량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실
증분석을 통해 두 국가 유형 모두 저숙련 이주민에 비해 고숙련 이주민의 역량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학력수준, 경력기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이 아닌 우수한 언어․수리․ICT 능력 등 개별 역량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
면에서 인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부문별 역량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는 세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분석
대상을 유형화하고 분석을 통해 유형을 정형화시켰다. 둘째,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유형에 따른 숙련도별 이주민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
로 우리나라의 이주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분석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 중 출신 국가 혹은
소득 등 일부가 불충분하여 정책분석과 실증분석이 동일선상에서 이뤄지지 못
하였다. 둘째, 원자료에는 한국도 조사국가에 포함되지만 이주민에 대한 관측
치(71명)가 매우 적어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활용 가능한
타 자료와 연계를 통한 분석으로 향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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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migration Policies in OECD Countries and the Analysis
on the Immigrants’ Characteristics
Song Hae-ryeon
This study examines immigration policies in OECD countries and analyzes global
trends and immigrants’ characteristics. Prior to the examination, we classify six
countries by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nd welfare capitalism theory: one is
Anglo-Saxon countries and the other is European countries. By reviewing strategies
for attracting immigrants by types of the states and the skill level, we find out
that most countries have tried to attract from the lower skilled to highly skilled
immigrants recently. And we analyze immigrants’ characteristics using OECD 2012
PIAAC data with skill and immigration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basic statistics present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highly skilled and the lower skilled. Second, the immigrants’ reading and numeracy
skill levels in Anglo-Saxon countrie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lower skilled.
It means that the high skilled group has excellent abilities to communicate,
understand, discuss, and deal with some problems at work. Third, the higher skilled
is excellent in reading skill compared to the lower skilled in European countries.
We find out immigration trends through reviewing policies and analyzing data and
it will be useful and helpful to reestablish and enforce the immigration policies
in Korea.

Keywords : OECD immigration policy, attracting the highly-skilled, demographic
structural changes, typology of th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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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후 일자리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요인
검증 : 다집단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원직복귀와 재취업 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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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희

본 연구는 산재보험패널조사 1~5차년도의 자료를 통해 원직복귀 여부에
따른 산재 근로자 일자리 만족도의 변화 및 영향요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은 모두 정(+)적으로 선형변화하
였다. 둘째, 재취업자보다 원직복귀자의 일자리 만족도 초기치가 높았다. 셋
째, 근로기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원직복귀자와 재취업자의 일자리 만
족에 모두 유의하였으며, 작업능력평가 및 직업복귀 소견서를 받은 여부, 사
업장의 추가보상 협약 여부, 사업장이 제공한 편의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는 원직복귀자에게, 요양 종결 90일 후 업무수행능력,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여부, 의료기관의 주기적 회복평가 여부는 재취업자에게 유의하였다. 요양
종결 90일 후 업무수행능력평가,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여부, 사업장이 제공
한 편의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력은 집단마다 상이하였다. 이를 토
대로 본 연구는 원직복귀 여부에 따라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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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직장에서의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 장해와 정신적 고통
을 안겨줄 수 있으며, 생계유지 등 생활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하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는 책임보험으로서뿐만 아니라, 국
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64년에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현금급여 서비스 중심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2000년대에
는 직장복귀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활서비스 사업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근
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 산재 치료 후 근로 능력을 회복한 근로자 82,885
명 중 63.5%가 원직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을 하였으며, 2016년 처음 60%대
로 진입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일보, 2018).
이에 따라 국내 학계에서도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류만희․김송이, 2009; 박수경, 1999).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재
해 당시 재직하던 직장으로의 복귀를 산재 요양의 궁극적 목표로 간주하여 원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로 탐색하였다. 하지만, 산재 근로자 중 절
반 가까이가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근로복지공단, 2018) 원직장에 복귀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면, 원직장복귀 외에도 다른 경우의 직장복귀
를 다룬 연구 또한 필요하다. 즉, 근로자의 개인적 측면에서 원직장복귀와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실제로 일자리 만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한 복귀 후
만족도가 계속 유지 혹은 변화되는지 등에 대해 고찰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대체로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이 연구주제로 관심받
지 않았으나, 일자리 만족도가 결국 근로생활의 질과 연결되고(이웅․엄명용,
2016), 조직몰입과 조직동일시, 직무성과 등을 높여 이직 의도나 사고율을 낮춘
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성지미․안주엽, 2016). 따라서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에 대한 산재보험 서비스의 실질적 장기효과에 관한 검증도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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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재 발생 시 금전적 보상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의료서비스와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
가 실제로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했을 때 직장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해서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직장복귀 여부에 따라 산재 근로자의 전반적인 일자
리 만족도가 종단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원직장복귀자와 재취
업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장기적
인 측면에서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밝힐 수 있으며,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재활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산재보험 재활
사업 프로그램 설계에도 적절한 제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산재 근로자 및 산재보험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
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한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는 신체적 장해는 물론 신
체 기능 저하․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재
수준이 심한 경우 우울증을 앓거나, 대인관계 단절, 소득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김미옥․박은주, 2013). 따라서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
자가 겪는 어려움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본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금
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서비스(원직장복귀,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
의료재활서비스(합병증 등을 예방하는 관리제도), 사회재활서비스(사회복귀 등
을 지원) 등의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근로복지공단, 2018).
그러나 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실제로
김상호(2011)가 지적하였듯이, 재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는 현금급여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개인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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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편이다. 최근에서야 산재 근로자가 받은 재활서비스에 집중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 직장복귀에 미치는 효과를 살피
는 것에 국한되었다. 신혜리․김명일(2015)은 직업재활과 의료재활서비스는 직
장복귀 및 원직장복귀에 유의하지 않았고,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오히려 부적
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며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직업재활과 사회재활서비스가 의료재활서비스에 비해 직장
복귀에 영향을 준다는 류만희․김송이(200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박은주․홍백의(2012)는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졌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복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
였다고 보고하며 서비스의 질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서비스의 체계성이나 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공통적이었으나,
재활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체
적으로 어떤 재활서비스가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
는 작업은 향후 산재보험의 재활사업 설계에 있어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재활
서비스가 실제 직장복귀 이후에 산재 근로자가 인식하는 업무수행이나 만족도
의 변화 등에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는 오랫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복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성별, 결혼상태, 연령, 최종
학력, 임금소득 등이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박수경, 1999),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최종학력이 높을수록(류만희․김송이, 2009; Blackwell
et al., 2003)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류
만희․김송이, 2009; 박수경, 1999; Blackwell et al., 2003), 소득이 높을수록(강
희태 외, 2006)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았다.
제도적으로는 산재 근로자의 산재 종류나 장해 등급 및 근로기간과 요양기간
등이 직장복귀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질병보다는
사고재해일 때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박은주․홍백의, 2012).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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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중할수록 직장복귀가 어렵고, 불안정한 직장이나 미취업 상태가 될 경
우 직장복귀가 높았다는 결과(강희태 외, 2006; 박은주․홍백의, 2012)도 있었
지만, 장해등급과 직장유지가 큰 관련이 없었다는 연구(박은주, 2014)도 있다.
근로기간이 길수록 원직복귀율과 직장유지율이 높고(강희태 외, 2006; 박은주,
2014), 요양기간은 길수록 직장복귀 가능성이 떨어졌다(류만희․김송이, 2009).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재취업과 원직장복귀를 함께 보거나, 재취업은 미취업
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직장복귀의 영향요인만을 찾고자 하
였다. 그러나 산재 근로자 중 절반이 임시직(15.4%)과 일용직(29.1%)이라는 점
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근로복지공
단, 2018). Butler et al.(1995)은 원직장복귀만을 산재 종결의 성공지표로 삼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첫 직장복귀 이후의 직장생활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함
을 주장하였다. 이는 장기간의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원직복귀뿐만 아니라 재
취업한 산재 근로자가 느끼는 직업 만족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3.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 및 영향요인
앞서 언급했듯이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이후, 업무에 적응하고 심리
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근로 생활의 질적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의 높은 일자리 만족도는 산재 재활서비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공지표가 될 수 있다.
일자리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무, 급여, 환경 등 직무와 관련된 요소
들에 대해 갖는 태도(Szilagyi & Walace, 1980)로 정의된다. 일반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일반적으로 성별, 학력, 연령, 혼인상태, 장해정도, 근로소득, 근로시간 등
이 일자리 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요인들에 더해 산재 근로
자의 경우에는 요양․보상․재활서비스 경험의 영향 또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직장복귀 후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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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직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가 미취업자나 직장유지에 실패한 근로
자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고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더 적다고 보고하
였다(Bültmann et al., 2007). Viana et al.(2007)은 남성이거나 기혼자일 때, 소
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음을 밝혔다. 송진영(2016)은 산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도를 부분매개하여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생활만족도를 살펴
보는 것은 성공적인 직업재활 및 직장복귀라는 산재보험의 목적을 넘어 광범위
한 측면이 있다. 일자리 만족도와 같이 직업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재활서비
스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의 일자리 만족을 조사한 이웅․엄명용(2016)의 연
구에서는 재취업자의 일자리 만족이 더 낮았다. 또한, 원직장복귀자의 일자리
만족에는 성별, 학력, 소득 등 다양한 요인과 특히 사업주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으며, 재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와 지속근무 여부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최종학력, 임금소득 등과 같이 산
재 자체와 관계가 적은 개인적 특성이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로 작용
했을 가능성이 있고, 직장복귀 직후의 자료만을 활용한 횡단 연구라는 한계점
이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후 일자리 만족도의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후 일자리 만족도 변화궤적은 원직장복귀자와 재
취업자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후 일자리 만족도 변화궤적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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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PSWCI)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비장해인을
포함하여 2012년에 산재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제1차
(2013년)부터 제5차(2017년)까지 매년 반복측정하였다. 본 자료는 종단조사로
설계되어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에 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또한, 전국 단위로 표집한 대규모 자료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재 근로자의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일자리 만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조사의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자료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산업재해를 입었던 임금근로
자이면서 제1차에 근무한 직장이 제5차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산재 근로
자 중 관련 문항에 모두 응답한 원직장복귀자 381명과 재취업자 199명으로 총
580명이다.

2. 측정 도구
가. 일자리 만족도
본 연구는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 중 현재 주된
일자리에 만족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5점 척도(1 :
매우 만족, 2 : 만족, 3 : 보통, 4 : 불만족, 5 : 매우 불만족)로 설계되어 있다. 해
석의 편의를 위해 역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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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자리 만족도의 영향요인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된 독
립변수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해당 요인들이 일자리 만족 변화궤적에 대
한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제1차
(2013년) 자료의 응답을 바탕으로 일자리 만족의 영향요인을 측정하였다. 이때
영향요인은 산재 근로자의 특성에 관한 개인적 요인과 직업․의료․사회재활서
비스에 대한 경험여부 혹은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 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근로기간, 재해유형, 요양기간, 장해등급, 산재 요양 종결
직후 업무수행능력,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석 달째(90일) 업무수행능력, 자기효
능감, 자아존중감의 총 8개의 독립변수가 사용되었다. 산재보험패널에서 정의
한 바에 따라 근로기간은 14점 척도(1 : 1개월 미만, 2 : 1개월～2개월 미만, 3
: 2개월～3개월 미만, 4 : 3개월～4개월 미만, 5 : 4개월～5개월 미만, 6 : 5개
월～6개월 미만, 7 : 6개월～1년 미만, 8 : 1～2년 미만, 9 : 2～3년 미만, 10 : 3～
4년 미만, 11 : 4～5년 미만, 12 : 5～10년 미만, 13 : 10～20년 미만, 14 : 20년 이
상)로, 요양기간은 6점 척도(1 : 3개월 이하, 2 :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3 : 6개
월 초과～9개월 이하, 4 : 9개월 초과～1년 이하, 5 : 1년 초과～2년 이하, 6 : 2년
초과)로 구성되었다. 장해등급(1 : 장해등급 있음, 2 : 장해등급 없음)과 재해유형(1
: 사고, 2 : 질병)은 해석의 편의를 위해 각각 ‘장해등급 없음’(0점), ‘장해등급
있음’(1점) 및 ‘사고’(0점), ‘질병’(1점)의 더미(dummy)변수로 변환하였다. 자기
효능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
성된 23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부터
‘대체로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된 10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대체
되었으며, 두 경우 모두 일부 문항을 역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장해등급
과 재해유형을 제외한 모든 개인적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많거나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제도적 요인은 특성에 따라 산재서비스와 사업주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최종
보상금액과 산재 후 사업장의 지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가 이분형으로 조사되었으며, 해석의 편의를 위해 해당 변수들을 모두 더미변
수(0 : 없음, 1 : 있음)로 변환하였다. 최종 보상금액은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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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산재 후 사업장의 지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척도(1 : 매우
만족, 2 : 만족, 3 : 보통, 4 : 불만족, 5 : 매우 불만족)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역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표 1> 변수별 문항 내용
변수
일자리
종속
만족도
근로기간
재해유형
요양기간
장해등급
업무수행
능력(직후)
업무수행
능력
(90일 후)

개인
요인

자기
효능감

내용
○○○님은 현재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가공변수(근로복지공단의 행정자료)
산업재해 직전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이 10이라고 한다면 산재 요양 종
결 직후 어느 정도의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산업재해 직전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이 10이라고 한다면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석 달째(90일) 정도 되던 때 어느 정도의 업무수행능력
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역)
어떤 일을 첫 번에 잘못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포기한다 (역)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것을 피한다 (역)
나는 어떤 일을 너무 복잡해 보이면 해 볼 시도조차도 안한다 (역)
유쾌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을 끝마칠 때까지 반드시 한다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새로운 어떤 일을 배우려고 시도할 때 처음에 성공할 것 같지 않
으면 바로 포기한다 (역)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면 잘 대처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역)
실패는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 뿐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역)
자신감이 있다
나는 무슨 일을 쉽게 포기한다 (역)
인생에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역)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역)
친구가 보고 싶으면 와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간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람이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나
는 사귀는 것을 금방 포기한다 (역)
첫 눈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나는 사회적(사교적) 모임에서 내 자신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역)
지금의 내 친구들은 나의 사교성 때문에 사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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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변수

개인
요인

자아
존중감

산재서비스
1
산재서비스
2
산재서비스
3
산재서비스
4
산재서비스
5
산재서비스
6
산재서비스
제도
7
요인 산재서비스
8
산재서비스
9

내용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역)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역)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사회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치료과정에서 주치의로부터 직업복귀와 관련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님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작업능력평가 및 직업복귀 소
견서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의사가 다친 부위, 정도, 치료예상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까?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인 회복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님은 치료기간이 적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님은 지역사회지원(복지관, 보건소, 심리상담센터, 취업알선
기관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님이 일하시던 사업장(직장)은 산재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지원
휴업급여 이외의 추가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약(노조와 합의
1
등)이 있었습니까?
사업주지원
2
사업주지원
3
사업주지원
4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외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았습
니까?
최종 보상금액
전반적으로 볼 때 산업재해 후 사업장(직장)이 제공한 편의내용
및 경제적 지원 등에 만족하십니까?

주 : 역처리한 문항은 (역)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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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일자리 만족의 영향요인이 갖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른 기타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통제된 변수는 성별
(1 : 남자, 2 : 여자), 나이, 최종학력(1 : 무학, 2 : 초졸, 3 : 중졸, 4 : 고졸, 5 : 대졸
이상), 근로소득, 산업재해 당시 혼인상태(1 : 미혼, 2 : 혼인, 3 : 별거, 4 : 이혼,
5 : 사별)이다. 성별(0 : 남자, 1 : 여자)과 산업재해 당시 혼인상태(0 : 배우자 없
음, 1 : 배우자 있음)는 더미코딩을 하였으며, 근로소득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
용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하
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 LGM)을 활용하였
으며, 원직장복귀 여부에 따라 일자리 만족의 변화와 그에 대한 영향요인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접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변인에 대해 관측되지 않은 잠재성장요인을 추정
한 것으로 변화함수를 도출하여, 해당 변인의 변화궤적을 정의하고 각 응답 간
의 변화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모형이다(Duncan & Duncan, 2004).
잠재성장모형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단계에 걸쳐 분석이 진행되지만, 본 연
구는 다집단분석과 결합한 모델을 검증하고자 크게 세 단계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unconditional LGM)을 적용한다. 여기서는 반복
측정된 자료에서 평균과 공분산을 도출하여 일자리 만족에 대한 평균변화곡선
을 추정한다. 평균변화곡선은 초기치와 변화율의 잠재성장요인들로 구성된다.
이때 초기치와 변화율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일자리 만족의 변화궤적에 개인차
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일차함수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1)
은 개인 내 모형을, 식 (2)와 식 (3)은 개인 간 모형을 나타낸다. 는 시간이

 일 때  번째 개인의 값을, 와 는 각각  번째 개인의 초기치와 일차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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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뜻한다. 이를 통해 집단의 초기치 평균  과 일차변화율 평균  을 추정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분산은 각 잠재성장요인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한다.

      

(1)

    

(2)

    

(3)

두 번째로 앞에서 추정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을 바탕으
로 산재 근로자의 변화궤적이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다. 특정 모수에 대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가 요구되므로, 다집단분석은 비교집단
간의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홍세희 외, 2007).
형태동일성은 각 집단을 나타내는 모형 형태의 동일성을, 측정동일성은 잠재변
수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홍세희 외, 2007). 잠재
성장모형의 경우 형태동일성의 성립이 각 요인계수의 동일한 제약이 가능하다
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태동일성이 만족되었다면 이미 측정동일성 또한 동시에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절편요인과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절편과 기울기를 고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고
정되지 않은 모형과 비교․평가한다.
세 번째로 원직장복귀 여부에 따라 일자리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영향요인이 투입된 조건 잠재성장모형(conditional
LGM)에 대한 다집단분석을 실시한다.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의 잠재성장요
인에 대한 각 영향요인의 계수를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
형을 평가하여 집단에 따라 영향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어느 영향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상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Mplus 7.2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결측값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 FIML)을 통해 처
리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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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검토하여 평
가하였다.  은 표본 수에 쉽게 영향을 받고 귀무가설이 엄격하여 대립가설을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교적 모형의 간명성과 설명력을 동시에 고
려한 TLI, CFI, RMSEA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홍세희, 2000). 일반적
으로 TLI와 CFI는 .95 이상일 때(Hu & Bentler, 1999) RMSEA는 .05 이하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으며, 시각적
편의를 위해 유의한 상관은 굵게 표시하였다.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제1차(2013년)부터 제5차(2017년)까지 전반에 걸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
다. 이를 통해 일자리 만족도가 해당 조사연도 이전의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성별의 경우, 남성이 511명(88.1%), 여성이 69명(11.9%)으
로 나타났다. 나이의 평균은 약 48.19세로 표준편차는 9.881이었으며, 최종학력
은 무학 14명(2.4%), 초졸 68명(11.7%), 중졸 93명(16.0%), 고졸 296명(51.0%),
대졸 이상 109명(18.8%)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의 평균은 약 1,929.97만 원으
로 1,287.61의 표준편차를 가졌다. 산업재해 당시 배우자가 있었던 산재 근로자
는 454명, 없었던 산재 근로자는 1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후 일자리 만족 변화형태 분석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먼저 일자리 만족에 대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확인하였다. 초기치
와 변화율의 잠재성장요인에 기반을 두어 무성장모형, 일차함수모형, 이차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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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1 1
2 .42 1
3 .42 .44
4 .30 .36
5 .27 .35
6 .35 .27
7 .12 .12
8 0.01 0.01
9 -.05 -.00
10 0.08 0.05
11 .11 .10
12 .35 .19
13 .31 .19
14 -0.03 0.03
15 -0.06 0.02
16 -0.04 0.01
17 0.05 .11
18 0.05 .11
19 -0.04 0.01
20 0.07 0.04
21 .13 0.07
22 0.04 0.03
23 0.07 .09
24 0.08 0.06
25 .09 0.07
26 -.26 -.19
M 3.42 3.39
SD .62 .63

3

4

5

6

7

8

1
.46 1
.43 .45 1
.29 .19 .28 1
.10 0.06 .11 .30 1
0.05 0.01 -0.01 0.05 0.08 1
-.05 -.08 -.03 .07 .01 .32
.09 -0.01 0.06 .18 0.00 -.08
.15 0.02 0.05 .14 -0.04 -.14
.16 .17 .16 .20 0.07 -0.06
.12 .15 .10 .16 0.08 -0.06
0.00 0.03 0.02 -0.01-0.03 .14
0.00 -0.06 -0.06 0.04 0.06 .36
-0.01 0.00 0.02 0.04 0.06 .25
.10 0.03 0.08 .17 .09 .09
.09 -0.03 0.01 0.07 0.06 .10
-0.01-0.03 -0.04 -0.03 0.00 0.05
0.08 0.06 0.05 0.02 -0.04 .12
0.04 0.05 0.03 0.04 -0.01 -.10
-0.01-0.04 0.03 .09 0.07 .15
0.02 0.05 0.02 0.03 0.02 0.00
.14 0.04 -0.01 .14 0.03 0.05
.15 0.04 0.01 .14 0.02 0.08
-.18 -.15 -.13 -.28 -0.02 0.06
3.38 3.47 3.46 7.08 .11 2.35
.57 .56 .58 4.68 .31 1.07

9

1
-.11
-.11
-.03
-.05
.13
.35
.08
.02
.04
.08
.09
-.10
-.04
.10
.10
.01
-.03
.81
.3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67 1
0.08 .16 1
0.03 .13 .58 1
-0.02 0.00 0.00 -0.08 1
-0.07 -.10 -.13 -.11 .15 1
-0.03 -0.06 -0.05-0.03 .40 .20 1
0.06 -0.01 -0.06-0.06 0.03 0.03 0.05 1
0.03 0.00 -0.03-0.05 0.02 0.01 .11 .22 1
0.04 0.02 0.00 0.03 0.02 0.01 0.00 .12 .08 1
0.06 -0.01 0.08 .10 -0.01 0.05 0.03 .16 0.05 .44
.17 .15 0.00 0.04 -0.06-0.06 -0.01 0.05 0.08 .13
0.02 0.02 -0.01-0.06 -0.02-0.03 0.07 .12 .10 0.03
0.04 -0.02 -0.04-0.05 -0.01 0.01 0.04 0.03 .11 0.05
0.05 0.02 0.05 0.03 0.08 0.01 .12 0.04 .10 -0.06
0.03 0.02 0.05 0.01 0.07 0.03 .12 0.04 .11 -0.05
-.13 -.10 -0.01-0.03 0.03 0.01 0.02 -.11 -0.07 -0.04
6.33 7.09 3.50 3.06 .14 .34 .21 .28 .12 .95
2.19 2.07 .47 .41 .34 .47 .41 .45 .37 .22

20

21

1
.15
0.02
0.00
0.00
0.01
-.11
.88
.32

1
0.05
0.03
0.05
0.04
-.26
.59
.50

22

23

1
0.03 1
-0.01 .15
0.00 .16
0.03 -0.04
.10 .45
.71 .97

24

1
.98
-.24
.10
.31

25

26

1
-.23 1
.63 2.93
1.89 .82

주 : 1 ∼5 번까지는 각각 제1 차(2013 년) 부터 제5 차(2017 년) 까지의 일자리 만족도를 의미함. 그 이외의 변수 순서는
< 표 1> 과 동일함.

모형 순서로 분석되었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무성장모형의 경우
  검증 결과, 모형과 자료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RMSEA 또한 .05 이상으로 적

합도가 좋지 않았다. 이차함수모형은 전체적으로 적합이 양호하기는 했으나 일
차함수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더 높았고 모형의 간명성에서도 우세하여 산재 근
로자의 일자리 만족이 선형적인 변화궤적을 따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 무조건 잠재성장모형별 적합
모형
무성장모형
일차함수모형
이차함수모형
주 : * p<.05, **

  (  )

53.664(13)
17.876(10)
11.225( 6)
p<.01, *** p<0.001.


TLI

CFI

RMSEA

0.951
0.988
0.986

0.936
0.988
0.922

0.073
0.03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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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에 대한 일차함수 잠재성장모형은 [그림 1]과 같
이 도식화할 수 있다. 시각적 편의를 위해 측정변수의 오차항과 잠재변수의 분
산을 생략하였다. 측정변수에 대한 초기치의 계수는 모두 1로 고정되어있으며,
일차변화율의 계수는 시점이 빠른 순대로 0부터 4까지 고정되어있다.
[그림 1]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 무조건 일차함수모형
1차년도
일자리 만족

2차년도
일자리 만족

3차년도
일자리 만족

4차년도
일자리 만족

5차년도
일자리 만족

산재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차함수 잠재성장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
에 대한 추정치는 <표 4>와 같다. 먼저,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의 초기치
평균은 3.389, 분산은 .18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2012년에 산
재 요양을 종결한 후 최초 측정 시점인 2013년에 나타난 일자리 만족이 ‘보
통’(3점)에 가깝게 형성되었고, 개인별로 형성되는 수준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일차변화율 또한 평균이 .018, 분산이 .010
으로 유의하였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이 완만하
게 증가하며, 증가하는 속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한
편,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져, 초기 일자리 만족이 높은
산재 근로자가 낮은 산재 근로자보다 만족도의 속도가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값이 이미 높게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증가속도가 더뎌지는
양상으로 종단연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Bray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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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자리 만족 변화궤적의 추정치
모수
평균
초기치
분산
평균
일차변화율
분산
초기치-일차변화율 공분산
주 : * p<.05, ** p<.01, *** p<0.001.

추정치
3.389
0.186
0.018
0.010
-0.021







표준오차
0.023
0.020
0.007
0.002
0.005

3.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의 일자리 만족 변화형태 다집단분석
원직장복귀 여부에 따라 일자리 만족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다집단분석을 실행하기 앞서,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에 대한 형태동일
성을 확인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일자리 만족의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지수
는 <표 5>와 같다. 두 집단 모두 무성장모형에 있어서,   검증 결과가 유의하
였으며 RMSEA가 .05보다 높았다. 특히 재취업 집단의 경우는 TLI와 CFI가 각
각 .899, .868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일차함수모형에서
TLI와 CFI는 제일 높고, RMSEA는 값이 제일 낮게 나타나 잠재성장모형 중
가장 적합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차함수모형의   검증 결과 또한 양호하였다.
이차함수모형 또한 적합한 결과를 보였으나, 일차함수모형과 비교해 TLI와 CFI
가 낮았고, RMSEA가 높았다. 정리하면, 원직장복귀 집단과 재취업 집단 모두
일차함수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에 대한
형태동일성이 성립함과 동시에 측정동일성 또한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 원직장복귀 여부에 따른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  )

모형
원직장복귀

CFI
0.966

RMSEA
0.051

25.657(13)

일차함수

11.746(10)

0.995

0.995

0.021

이차함수

7.680( 6)

0.992

0.995

0.027

무성장

39.150(13)

0.899

0.868

0.101

0.976
0.951

0.976
0.970

0.049
0.070

일차함수
14.726(10)
이차함수
11.856( 6)
주 : * p<.05, ** p<.01, *** p<0.001.
재취업

TLI
0.974

무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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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을 만족하여, 원직장복귀 여부에 따른 일자
리 만족 변화양상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각각의 무성장
잠재성장모형 추정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초기치를 살펴보면 원직장복귀
집단의 평균이 3.485로 재취업의 3.206보다 높았다. 즉 최초 시점(2013년)에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가 재취업한 산재 근로자보다 재직하는 일자리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초기치의 분산이 유의하여 두 집단 모두 초기
일자리 만족에 대해 집단 내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6> 일자리 만족 변화궤적의 집단별 추정치
추정치
원직장복귀
재취업

모수



3.206



0.027

0.041

분산
0.146 
0.012
평균
변화율
분산
0.007 
초기치-변화율 공분산
-0.013 
주 : * p<.05, ** p<.01, *** p<0.001.

0.212
0.028
0.014
-0.034



0.021
0.008
0.002
0.006

0.037
0.013
0.004
0.011

초기치

평균

3.485

표준오차
원직장복귀
재취업





변화율의 경우, 원직장복귀 집단의 평균이 .012로 재취업의 .028보다 낮았다.
다시 말해 원직장복귀한 산재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재취업한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때 원직장
복귀의 변화율 평균이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재취업 집단과 마찬가지로 분산
이 유의하여 개인마다 일자리 만족이 변화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두 집단 모두에서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재취
업 집단이 원직장복귀 집단보다 부적인 정도가 강하였다. 즉 원직장복귀 여부
에 관계없이 최초 시점(2013년)에서 일자리에 만족할수록 만족도의 증가폭은
완만해졌으며, 특히 재취업한 산재 근로자일 때 일자리 만족도가 올라가는 속
도가 더 느려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6>에서 확인하였던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 검증한 결
과는 <표 7>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초기치와 변화율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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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자리 만족 변화궤적의 집단 간 차이
모형

  (  )

기저모형
26.472(20)
초기치-변화율 고정모형
70.896(22)
초기치 고정모형
57.172(21)
변화율 고정모형
27.565(21)
주 : * p<.05, ** p<.01, *** p<0.001.




TLI
0.989
0.922
0.939
0.989

CFI
0.989
0.914
0.936
0.988

RMSEA
0.033
0.088
0.077
0.033

잠재성장요인이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초기치와 변화율을 자
유롭게 추정한 모형(기저모형)과 모두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을 비교한 결과,  
차이검증 결과가 매우 유의하였으며, 적합도 지수 또한 제약 모형이 기저모형
보다 나빠졌다. 이는 원직장복귀 집단과 재취업 집단 간에 적어도 하나의 잠재
성장요인이 다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초기치와 변화율 중 어떤 것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지 탐색하
기 위해 초기치와 변화율만 같게 제약한 모형을 각각 기저모형을 기준으로 평
가하였다. 초기치 고정모형은 모든 지수에서 기저모형과 비교해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반면 변화율 고정모형은   차이검증 통계량이 1.093(    )로 유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저모형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CFI의 경우에도 차이가 .01보다 작아 두 모형이 대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Cheung & Rensvold, 2002). 이러한 경우 보다 간명한 모형이 권장됨에 따라
(Kline, 2016), 최종적으로 변화율 고정모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의 일
자리 만족 초기치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며, 일자리 만족이 변화하는 속
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 영향요인 다집단분석
원직장복귀 여부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 변화궤적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
치고 집단별로 그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조건 잠
재성장모형에 적용하였다. <표 8>은 모형 내 존재하는 경로계수 중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영향요인 계수 42개를 자유롭게 추정하는 모형(기저모형)과 42
개의 계수를 모두 동일 제약하는 모형을 비교․평가한 결과다. 두 모형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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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이면 적어도 한 개의 계수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을 살펴본 결과, 경로계수 제약모형에서 TLI와 CFI가
각각 .890, .914로 기저모형보다 낮았으며,   결과 또한 유의하였다. 이와 더불
어 기저모형과 경로계수 제약모형 간의   차이검증 통계량은 77.121(  =42)
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집단에 따라 영향요인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8> 조건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모형
기저모형
경로계수 제약모형

  (  )

TLI
0.937
0.890

CFI
0.960
0.914

208.288(177)
285.409(218) 

77.121( 42) 
∆

주 : ∆ 은 경로계수 제약모형과 기저모형 간의   차이 값을 나타냄.
* p<.05, ** p<.01, *** p<0.001.

RMSEA
0.025
0.033

[그림 2]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 조건 잠재성장모형
1차년도
일자리 만족

2차년도
일자리 만족

3차년도
일자리 만족

4차년도
일자리 만족

5차년도
일자리 만족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에 대한 조건 잠재성장모형은 [그림 2]와 같이 도
식화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은 각각 하나의 사각형으로, 통제변
수는 점선의 사각형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 내용은 [그림 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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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별로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
증한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를 살펴보면 원직장복귀
집단의 경우, 개인적 요인에서 근로기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
향력을 가졌고, 제도적 요인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한 작업능력평가 및 직
업복귀 소견서를 받은 경험 여부(산재서비스 5), 사업장의 추가보상에 대한 협
약 여부(사업주지원 1), 산재 후 사업장이 제공한 편의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사업주지원 4)가 원직장복귀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에 유의하였다.
개인적 요인 중 근로기간이 길수록 산재 근로자의 복귀 후 초기 일자리 만
족도 수준은 높아졌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원직
장복귀자는 초기에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이때 자
아존중감은 변화율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종단연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Bray et al.,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산재 근로자일 경우 일자리 만족도의 초기치가 높
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제도적 요인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한 작업능력평가 및 직업복귀 소견서
를 받은 경험(산재서비스 5)과 사업장의 추가보상에 대한 협약(사업주지원 1)
이 있었던 원직장복귀자는 초기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달리, 산재 후
사업장이 제공한 편의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사업주지원 4)는 일자리 만족도
의 초기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동시에 변화율에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즉, 사업장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복귀 직후(2013년)의 일자
리 만족이 낮았지만, 일자리 만족도를 더 빠르게 증가시키는 데는 유의한 효과
가 있었다.
한편, 재취업자 집단의 경우, 개인적 요인에서 근로기간, 산재 요양 종결 90
일 후 업무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고, 제도
적 요인에서는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여부(산재서비스 2), 요양 및 의료서비스
중 의료기관의 주기적 회복평가 여부(산재서비스 7)가 재취업 산재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궤적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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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초기치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원직장복귀
영향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재취업

∆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0.024 (0.012) 

0.172

0.167

-0.074

1.902

0.023 (0.039)

0.053

0.133

근로기간

0.019 (0.006) 

0.195

재해유형

0.099 (0.070)

0.086 -0.141 (0.159)

요양기간

0.040 (0.026)

0.107

장해등급

-0.123 (0.065)

-0.122 -0.044 (0.105)

-0.038

0.417

업무수행능력
(직후)

0.008 (0.015)

0.046 -0.019 (0.022)

-0.087

1.059

업무수행능력
(90일 후)

-0.013 (0.016)

-0.067

0.062 (0.021) 

0.287

7.800 

자기효능감

0.165 (0.065) 

0.185

0.277 (0.091) 

0.300

1.018

자아존중감

0.144 (0.069) 

0.145

0.286 (0.107) 

0.259

1.232

0.104

2.288

0.238

5.813 

산재서비스 1

-0.064 (0.076)

-0.055

0.138 (0.110)

산재서비스 2

-0.010 (0.053)

-0.012

0.232 (0.085)

산재서비스 3

-0.025 (0.065)

-0.026 -0.097 (0.095)

-0.085

0.402

산재서비스 4

0.006 (0.052)

0.008 -0.017 (0.087)

-0.014

0.051

산재서비스 5

0.141 (0.067) 

0.125 -0.041 (0.138)

-0.025

1.410



산재서비스 6

-0.016 (0.112)

-0.009 -0.414 (0.215)

-0.183

2.698

산재서비스 7

0.061 (0.079)

0.049 -0.086 (0.132)

-0.061

0.910

산재서비스 8

0.054 (0.049)

0.067

0.041 (0.077)

0.044

0.020

산재서비스 9

-0.003 (0.029)

-0.007

0.120 (0.076)

0.127

2.296

0.159

0.005 (0.034)

0.011

2.314

-0.532

0.203 (0.660)

0.107

1.195

0.563 -0.049 (0.104)

-0.163

1.697

-0.358 -0.021 (0.044)

-0.038

9.663 

사업주지원 1

0.070 (0.026) 

사업주지원 2

-0.631 (0.381)

사업주지원 3

0.109 (0.062)

사업주지원 4

-0.192 (0.033)



주 : ∆  는 해당 변인의 경로계수를 제약하지 않은 모형과 기저모형 간의   차이 값
을 나타냄.
산재서비스 1∼9, 사업주지원 1∼4가 나타내는 변수는 <표 1>에 제시된 순서와 동일함.
* p<.05, ** p<.01, *** p<0.001.

개인적 요인 중 근로기간은 재취업자 집단에서도 원직장복귀자와 일맥상통
하는 영향력을 보였다. 근로기간이 길었던 재취업 산재 근로자일 때, 초기(2013
년)에 일자리에 만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산재 요양 종결 90일 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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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능력이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했다고 인지할수록 복직한 직후(2013년)의
일자리 만족의 수준은 증가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재취업자
는 원직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
아졌다.
<표 10> 변화율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원직장복귀
영향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 
  

(0.002)
(0.024)
(0.009)
(0.022)

-0.010
-0.049
-0.003
0.076

-0.001
0.018
-0.002
-0.051

(0.004)
(0.056)
(0.014)
(0.037)

-0.033
0.037
-0.014
-0.164

0.047
0.266
0.007
2.510

업무수행능력
-0.006 (0.005)
(직후)

-0.135

0.000

(0.008)

-0.004

0.326

업무수행능력
(90일 후)

(0.006)

0.054

-0.010 (0.007)

-0.171

1.695

-0.018 (0.022)

-0.088
-0.233
0.126
-0.148
0.060
0.028
-0.169
-0.069
-0.044
-0.084
-0.055
-0.147
-0.621
0.532
0.352

-0.039
-0.061
-0.033
-0.059
0.014
0.008
-0.002
0.066
0.095
-0.008
-0.023
0.005
0.342
-0.046
-0.016

-0.160
-0.211
-0.096
-0.229
0.047
0.025
-0.003
0.111
0.255
-0.031
-0.093
0.040
0.685
-0.583
-0.106

0.304
0.036
2.060
0.768
0.001
0.005
0.618
1.288
3.953 
0.059
0.363
1.681
3.646
2.686
9.830 

근로기간
재해유형
요양기간
장해등급

자기효능감

0.000
-0.013
0.000
0.018

재취업

0.002

자아존중감 -0.053 (0.024) 
산재서비스 1 0.033 (0.026)
산재서비스 2 -0.028 (0.018)
산재서비스 3 0.013 (0.022)
산재서비스 4 0.005 (0.018)
산재서비스 5 -0.044 (0.023)

6
7
8
9
1
2
3
사업주지원 4
산재서비스
산재서비스
산재서비스
산재서비스
사업주지원
사업주지원
사업주지원

-0.028
-0.012
-0.015
-0.006
-0.015
-0.168
0.023
0.043

(0.039)
(0.027)
(0.017)
(0.010)
(0.009)
(0.132)
(0.022)
(0.012) 

(0.031)
(0.037)
(0.038)
(0.030) 
(0.033)
(0.031)
(0.048)
(0.075)
(0.046) 
(0.027)
(0.026)
(0.012)
(0.231)
(0.036)
(0.015)

주 : ∆  는 해당 변인의 경로계수를 제약하지 않은 모형과 기저모형 간의   차이값
을 나타냄.
산재서비스1∼9, 사업주지원 1∼4가 나타내는 변수는 <표 1>에 제시된 순서와 동일함.
* p<.05, ** p<.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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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인의 경우,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여부(산재서비스 2)가 재취업자
일자리 만족도 변화궤적 전반에 유의하였다. 의료재활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초
기(2013년)에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속도는 더뎠다.
이는 의료재활서비스를 받은 근로자가 받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요양 직후
(2013년) 자신의 일자리에 높게 만족하여 이후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주기적 회복평가(산재서비스 7)는 일자리
만족의 변화율을 더 높이는 데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으로부터 회복양상이 어떠한지 안내받을 경우, 재취업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은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원직장복귀와 재취업 집단 각각에서 유의했던 영향요인의 효과
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는 여러
변수를 동시에 제약할 수 있는 다변량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비교집
단 사이에 계수 차이가 작게 나타나는 변수부터 차례로 누적하여 제약하는 방
법이 권장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고려하는 변수가 너무 많고 각 변수의
영향력을 하나씩 탐색해보는 단계에 있으므로, 잠재성장요인에 향하는 영향요
인의 경로계수를 하나씩 제약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위해 경로계수 42개
를 자유롭게 추정하는 모형(기저모형)을 기준으로 두 집단 내의 42개의 계수를
각각 하나씩만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42개 모형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표 10>의 오른쪽 열에 제시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산재 요양 종
결 90일 후 업무수행능력평가가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별로 유의하게 달
랐다. 즉, 이 변수는 원직장복귀 집단보다는 재취업자 집단에서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졌다. 한편, 각 집단 내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 이
용 여부(산재서비스 2)의 영향력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의료재
활서비스 이용 여부는 재취업자의 일자리 만족 초기치와 증가율에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후 사업장이 제공한 편의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사업
주지원 4) 또한 초기치 및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달랐다. 재취업
집단에 큰 효과를 보였던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여부(산재서비스 2)와는 달리,
사업장의 지원 만족도는 원직장복귀 집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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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과 다집단분석을 적용하여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 후 일자리 만족도 변화궤적을 살펴보았으며, 원직장복귀 근로자와 재취업
근로자 집단의 변화궤적 차이를 규명하고 각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변화는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궤적을 보였다. 직장복귀 후 초기 일자리 만족
도는 보통 수준으로 증가율도 매우 완만한 기울기를 보였다. 일자리 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초
기 일자리 만족이 높은 산재 근로자가 낮은 산재 근로자와 비교해 만족도가 느
린 속도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초기치는 원직장복귀 집단이 3.485, 재취업자
3.206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자리 만
족도는 이직의사나 사고율을 낮추는 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간주되므로(성지
미․안주엽, 2016) 산재 근로자를 위한 재활사업을 구상할 때 장기적으로 일자
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 만족의 변화궤적은 원직장복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초기에는 원직장복귀자가 재취업자에 비해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산재
근로자에게 있어 원직장복귀가 바람직하다는 수많은 선행연구의 주장과도 일
치한다. 일자리 만족도의 변화율은 재취업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재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더 빠르게 증가한
다는 점에서 원직장복귀가 재취업보다 근로자에게 항상 최적의 결과라고 할 수
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취업자의 상승률 역시 매우 완만하고, 5차 조
사까지도 원직장복귀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거의 유지되고 있음을 역시 고려해
야 하며, 더욱 장기간의 추적 조사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원직장복귀 여부에 따라 일자리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 중 근로기간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원직장복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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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재취업자의 초기치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간이 길수록, 자기효
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의 초기치는 높게 나타났다. 재취
업자에 한해 요양 종결 90일 후에 업무수행능력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일자리
만족도의 초기치가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원직장복귀자의 일자리 만족 변화율
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의
초기치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율이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도적 요인 중 직업 관련 재활서비스와 사업주의 지원은 주로 원직장복귀자
에, 의료 관련 산재서비스는 주로 재취업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직장복귀자는 작업능력평가나 직업복귀 소견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사업
주의 추가보상 협약이 있었던 경우에 일자리 만족의 초기치가 더 높았다. 그러
나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내용과 경제적 지원의 만족이 높을수록 초기 일자리
만족이 낮아졌고, 변화율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산재 요양 중 사업주에
게 받았던 편의제공에 대해 만족할수록 복귀 직후 직무 협상과정 등에 부담을
느낀 것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주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재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경
우가 많아 복귀 직후 직무 유지 혹은 전환 등과 관련해 사업주와의 협상이 원활
히 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이달엽 외, 2010). 따라서 이러한 사업주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요양 중 제공받은 편의내용 혹은 경제적 지원에 만족했던 경험이
오히려 복귀 직후 직무 협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초기 일자리 만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 완료된 초기 시점 이후에 결국 장기적
으로 일자리 만족도를 더 빠르게 높이는 데에는 사업주가 제공했던 편의내용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이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정
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편의내용과 경제적 지원이 무엇이었는지, 직무 복귀 협
상과정 중의 사업주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논의가 후
속 연구에서 필요하다.
재취업자의 경우, 의료 관련 서비스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
재활서비스를 받은 경우 초기치는 높게 나타났으나 증가폭은 작아졌다. 이 역
시 초기 만족도가 높아 증가 속도는 느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기관의
주기적인 회복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재취업자 일자리 만족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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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정기적으로 자신의 회복상태에 대해 안
내받은 재취업자는 안내받지 못한 경우보다 일자리 만족도가 더 빠르게 증가
하였다.
집단 간 유의한 효과 차이를 보인 일자리 만족의 영향요인은 90일 후의 업무
수행능력과 의료재활서비스 경험 유무, 사업장이 제공한 편의내용 및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 의료기관의 주기적인 회복 정도에 대한 평가였다. 원직
장에 복귀할 경우 주로 사업장의 지원과 사업주와의 관계 측면이 영향을 미쳤
는데 이는 이웅․엄명용(201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재취업자의 경우 의
료 관련 서비스가 향후 일자리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자 중에 애초에 원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임시직, 일용직인 경우가 많아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재취업에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곧 일자리 만족도와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원직장
에 복귀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원직장복귀 예정자와는 차별화된 재활서
비스 또한 필요하다. 이는 원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의 복귀도 고려한
세밀한 재활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김상호 외(2014)의 논의와도 일치
한다.
본 연구는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 간의 일자리 만족 변화궤적 및 영향요인
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증적 함의가 있다. 첫째,
직장복귀 후 산재 근로자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특히 산재 근로자가 직
장에 복귀한 이후 일자리에 적응․만족하고 있는지는 산재보험의 목표에 비추
어봤을 때, 매우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둘째, 원직장복귀 여부에 따른
일자리 만족 변화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 원직장복귀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차별화된 재활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더욱 실
효성 있는 산재보험 정책설계 및 서비스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산재 서비스 내용 및 일자리 만족도의 다
각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패널 자료를 이용할 경우 표본이 크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패널 조사에서 측정한 문항만을 사
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원직장복귀와 재취업자를 이원적
으로 분리하였으나, 실제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과정에서는 단계가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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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산재 요양 후 바로 재취업하는 경우 외에도 원직장에 복귀하였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등 다양한 직장복귀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여
러 직장복귀 유형과 더불어, 산재 서비스 프로그램 경험과 산재 근로자의 직무
동기나 조직적응 등 직장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인을 추가한다면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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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 Satisfaction Trajectory of Injured Workers after
Return-to-Work : Analysis by a Multi-group Latent Growth
Model
Nam Yeji · Lee Cheongah · Hong Sehee
This study examined the job satisfaction trajectory of injured workers after
return-to-work and its related factors. The study used Panel Study o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SWCI) from the first to the fifth wave data. Two
groups of injured workers were compared; those who had returned to their
pre-injury workplace and those who got a new job. The data of each was
analyzed by a latent growth model. The result showed that the job satisfaction
of both groups linearly increased. The initial state was higher in the pre-injury
workplace group whereas the slope of the trajectory was steeper in the new
workplace group. Personal factors such as employment period, self-efficacy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both groups. Other factors,
however, such as experiences of rehabilitation services and the relationship
with pre-injury employer had different affects on each group.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proposes practical and academical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words : job satisfaction, work-related injury, return-to-work(RTW), latent growth
modeling, multi-grou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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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임금,
직무만족도, 이직에 미치는 영향*
문 영 만**

첫째,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대기업(17.8%)이 중소기업(5.5%)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9.2%)이 비제조업(8.5%)보다 높았다.
이는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기업 규모와 산업별로 불균등하게 시행되고 있으
며, ‘교육훈련 격차 → 생산성 격차 → 노동시장 성과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둘째,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목적은 업무능력 향상(93.4%)이
가장 높았으며, 창업 및 재취업 목적의 교육훈련은 대기업(1.1%)보다 중소
기업(6.5%)이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자
의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재직
자의 교육훈련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
록, 노조에 가입할수록, 노동시간이 길수록, 기업 규모가 클수록, 화이트칼라
일수록 직업훈련 참여율이 높았다. 넷째,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를 추정한 결과,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임금(1.8%)과 직무만족
도(4.7%)를 유의하게 높이고, 이직(5.1%)은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섯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의 장기적
인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교육훈련 직후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임금효과가 더욱 증가하였다.
핵심용어 : 재직자 교육훈련, 노동시장 성과(임금효과, 직무만족도, 이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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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다. 고급기술과 숙련인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노
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진
선진국의 경우는 수확체감의 법칙(diminishing returns)으로 인해 생산요소 투
입의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경제발
전이 어느 정도 이뤄진 국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보다는 인적자본투자의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과 기술진보에 의한 질적 성
장이 중요하다.
인적자본은 노동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
며, 기술진보란 R & D를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범용기술을 응용하
거나 융합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혁신(공정혁신 및 관리혁신 등)을 의
미한다. 그리고 인적자본투자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학교 정규교육과 노동시
장 진입 이후 직장에서 이뤄지는 재직자의 교육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생산기술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급속한 기술변
화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생산기술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직자 교육
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OECD의 연구보고서(OECD, 2016)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관련성을 높이고, 도제제도(apprenticeship)와 작업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의 강화 등 고기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정
책을 강화하고 있다. OECD는 고품질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강조하는 한편, 저숙련․저임
금 노동에 기반을 둔 저기술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저기술 함
정에 빠지면 기술혁신과 고숙련에 대한 투자의 유인이 사라지게 되며, 전통적
인 노동시장의 지표인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더라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도가 약해지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임금, 직무만족도, 이직에 미치는 영향(문영만) 

105

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교
육훈련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진학률과 디지털화 속도는 매
우 빠른 편이지만 고숙련 산업기술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고용
노동부에서 조사한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36.7%의 기업이
근로자 숙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해결책은 재직자에 대한 직업
훈련 강화(39.2%)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기업의 교육훈련도 규모와 산업에 따
라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직자
의 교육훈련 참여율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3배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기업
규모와 산업에 따라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
급격한 기술변화와 더불어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중요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Brown, 1989; Lynch, 1992; Lillard et al., 1992; Dolton, 1993; Dolton, et
al., 1994; Frazis et al., 1999; Loewenstein et al., 1998; 강순희․노홍성, 2000;
김안국, 2002; 이상호, 2005; 김창환․김형석, 2007; 김보배․고석남, 2017; 윤
정혜․박세정, 2017)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
동패널조사’를 통해 1998년부터 교육훈련과 관련된 조사가 수행되면서 재직자
의 교육훈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재직자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의 대표적 성과인 임금효과만을 추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직무만족도와 이직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리고 연구내용과 분석방법의 경
우 특정 시점의 교육훈련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장기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관측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9
년(2009~2017년)간의 자료를 병합하여 재직자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
석하고,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와 이직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할 것
이다. 또한 교육훈련의 효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에서 구조방정식인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기적 효과
도 추정할 것이며, 본 연구의 주요한 내용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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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직자의 교육훈련 실태(교육훈련의 참여 현황, 참여 목적, 교육훈련
장소 등)에 대해서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와 산업(제조업/비제조업)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할 것이다.
둘째, 어떠한 요인들이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교육훈련 참여 결정요인’을 추정할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와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재직자
간의 노동시장 성과(임금, 직무만족도, 이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볼 것이다.
넷째,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훈련의 순효과를 추정할 것이며, 임금효과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와 이직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추정할 것이다.
다섯째, 재직자의 교육훈련 효과는 교육훈련 직후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기적 효과도 함께 추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재직자의 교육훈련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재직자 교육훈련의 효과추정에 대
해 교육훈련 초기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도 함께 추정
하였다는 측면과 역인과성과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의 순효과를 추
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과 더불어 직무만족
도와 이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제Ⅱ장에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연구방법(연구자료 및 기술
통계, 변수정의 및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제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것
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Ⅴ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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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및 선행연구

1. 재직자 교육훈련의 개념 및 이론
기업의 교육훈련은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의미하며, 그 개
념은 정태적이지 않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재직자의 교육훈련은 기초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양성훈
련과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지식(knowledge)과 기술(technology)
을 습득하는 재직자의 향상훈련이 있으며, 교육 내용과 형식에 따라 공식적
인 훈련(formal training)과 비공식적인 훈련(informal trai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인 교육훈련은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강의실 등에서 전문 강사에 의
한 강의, 세미나,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로 작업과정과 구분된 사
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비공식적 직업훈련은 사업장 내에서 관리
자와 직장상사 등에 의해 직무와 관련된 기능을 습득하는 일상적인 과정을 의
미하며, 주로 작업과정 중에 비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장소에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장 내에
서 이뤄지는 OJT(on-the job training)와 사업장 외부에서 전문 강사에 의해 진
행되는 OFF-JT(off-the job training)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OJT는 계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하에 공식적인 형태로 시행되는 ‘구조화된
OJT’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작업과정 중에 직장상사나 동료에게 개별적으로
기능을 습득하는 ‘비구조화된 OJT’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재직자의 공식적인 교육훈련은 ‘OFF-JT’와 ‘구조화된 OJT’로 구성되
며, 비공식적 교육훈련은 ‘비구조화된 OJT’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 기업에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식적인
교육훈련을 의미하며, 교육훈련의 참여 목적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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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향상이 9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훈련 장소는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체 내에서 실시하는 OJT(57.2%), 사업체 외에서
실시하는 OFF-JT(36.5), 인터넷 및 기타(6.3%) 순으로 나타나 OJT가 가장 높았
다. 하지만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훈련’을 받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장소와 방법을 묻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
육훈련(OFF-JT, 구조화된 OJT)’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재직자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이론은 인적자본이론
(human capital theory)과 직무경쟁이론 그리고 분단노동시장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등이 있다. 먼저 인적자본이론은 1960년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Schultz(1961), Becker(1975) 등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인적자본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 직장에서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인간에게 축적된 기술, 지
식, 기능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인적자본이론은 18세기 아담 스미스가 제시했
던 보상격차의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도 증가한다는 것이다(문영만,
2019).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해 재직자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를 설명해 보
면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을 받은 재직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재직자에 비
해 업무능력 향상과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임금
을 받게 되어 교육훈련 참여 여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임금수준, 직무만족도,
이직)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직무경쟁이론은 미국 MIT대학의 Thurow(1972)에 의해 제시된 이론
이다. Thurow는 현실의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직무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으며,
노동자들의 경쟁은 신고전학파의 주장과 같이 임금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
고, 직무를 놓고 경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인 정규교육
은 그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의 생산성은 오로지 기업에
서 시행되는 기업 특수적 직업훈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직업훈련의 효과가 크고, 훈련비용이 절약되기 때문
에 고용주는 채용단계에서 고학력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분단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은 단일노동시장이 아니라 내부노동시
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이 두 시장은 서로 다른 임금결정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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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노동시장이란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체
내에서 일련의 관리 규칙과 절차에 의해 임금과 직무배치 등이 이뤄지는 노동
시장을 말하며, 외부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의 상대적 개념으로 기업체 밖의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각 기업의 특
수적 기술과 그에 따른 숙련된 노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은 고용
주와 노동자 간에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효과로 작용하며,
직장 내 직업훈련 등으로 습득한 전임자의 특수한 기능은 그 직장의 후임자에
게만 전수되기 때문에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부노
동시장은 대기업 등에서 발달되어 있으며, 외부노동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내부노동시장의 구성원은 그 내부에서 특수훈련 등으로 경력개발과 내
부 규칙이나 관행 등에 의해 임금과 승진 등이 결정되며, 상대적으로 외부노동
시장의 노동자보다 장기근속과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문영만, 2019).
내부노동시장이론은 Doeringer and Piore(1970) 등에 의해 이중노동시장이론
(Dual labor market theory)으로 발전되었으며, 노동시장은 단일한 시장이 아니
라 1차 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과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
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Doeringer and Piore는 노동시장의 분단요인을 상
품시장의 경쟁 정도, 상품수요의 안전성, 생산기술의 특성 등으로 보고 있다. 1
차 노동시장은 생산제품의 시장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어 수요가 안정적이고
마크업률(     생산물 가격  한계비용 )이 높고 기업 특수적 기술이
높은 데 반해, 2차 노동시장은 경쟁적 상품시장과 불안정한 수요로 인해 마크
업률이 낮고 기업 특수적 기술도 낮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장구조로 인해 1차 노동시장에 속한 재직자들은 기업 특수적 숙련
과 임금수준이 높고, 내부 승진과 고용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이직률이 낮은 반
면,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재직자는 기업 특수적 숙련과 임금수준이 낮고, 내부
승진 기회가 없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이직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문영만․홍장표, 2017a).
이중노동시장이론을 적용해 교육훈련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설명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생산기술과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는 1차 노동시장
에 속한 재직자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훈련 투자가 이뤄져 높은 생산성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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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는 반면에, 생산기술과 지불능력이 낮은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재직자
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육훈련 투자가 적게 이뤄져 노동시장 격차가 발생한다
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생산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중요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이
후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Lynch, 1992; Lillard et al., 1992; Dolton, 1993; Dolton, et al.,
1994; Frazis et al., 1999; Loewenstein et al., 1998), 전반적으로 교육훈련 투자
가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
Lynch(1992)는 패널 자료인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를 활용하여 미국 청소년들의 교육훈련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졸 이상의 학력
을 가진 청년들의 교육훈련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전 직장에서 교육훈련을 받
은 청년들의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Dolton(1993)과 Dolton et al.(1994)은 영국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업장 외 교육훈련(off-the job training)이 임금수준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Frazis et al.(1999)은 미국의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를 사용하여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교육훈련이
임금에 3년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Loewenstein et al.(1998)은 미국
의 NLSY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 직장보다 이
전 직장에서의 직업훈련 임금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재직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연구(강순희․노
홍성, 2000; 김안국, 2002; 이상호, 2005; 김창환․김형석, 2007; 김보배․고석
남, 2017; 윤정혜․박세정, 2017)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편이며 연
구결과도 분석자료와 방법에 따라 상반되고 있다. 강순희․노홍성(2000)은 한
국노동패널 1차 연도(1998년)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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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전체), 교육훈련을 받은 취업자가 그렇지 않은 취업자보다 12.8% 높은 임
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안국(2002)은 같은 자료인 한국노동패널
(1998~2000년)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교육훈련 경
험은 임금에 유의한 정(+0.046)의 영향을 미쳤으나 선택편의를 고려한(임금함
수 1계 차분)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호(2005)는 한국노동패널 7차 연도(2004년) 자료를 사용하여 교
육훈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한 결과(고정효과), 임금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김창환․김형석(2007)
은 한국노동패널(1988~2005년)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훈련의 임금 불평등 효과
를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이 임금을 5% 정도 올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교
육훈련을 받을 확률은 고학력, 대기업, 노조원, 고임금 산업 종사자 등 상대적
으로 유리한 시장 상황에 있는 노동계층이어서 임금 불평등을 증가시켰다고 분
석했다.
김보배․고석남(2017)은 한국노동패널 12~15차(2009~2012년) 자료를 사용
하여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교육훈련이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교육훈련의 임금효과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
에 대해서는 분석방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분석 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겹치는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윤정혜․박세정(2017)은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을 연결한 피보험자 데이터와
재직자 직업훈련 DB를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여 이직확률과 임금효과를 분석
한 결과(모형 1), 직업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의 이직확률(-0.637)이 유의하게 낮
고, 임금수준(0.048)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중요해지면서 이와 관련
된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분석결과 또
한 분석방법에 따라 상반되고 있어 이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
고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한 시점(교육훈련 직후)의 교육훈련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기효과에 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의 초기효과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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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기적 효과도 함께 추정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대
표적 성과인 임금효과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와 이직 등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2차(2009)~20차(2017)까지 총 9년간의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
하였다. KLIPS는 국내 유일의 노동관련 가구(또는 개인) 패널조사로 횡단면 자
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
국의 5,000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매년 1회씩 조사하고 있으
며, 2019년 현재 20차 조사까지 공개하고 있다.
KLIPS의 개인용 조사자료는 각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교육 및 직업훈련, 임
금, 근로조건, 직무만족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표본
의 전국대표성 확보를 위해 1,415가구 표본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도 이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불
균형 패널), 전체 분석대상 재직자(임금 노동자)는 결측값을 제외하고 49,379명
이다(09년 5,185명, 10년 5,289명, 11년 5,358명, 12년 5,442명, 13년 5,453명,
14년 5,310명, 15년 5,591명, 16년 5,784명, 17년 5,985명). 이 중 교육훈련에
참여한 재직자는 3,858명(09년 471명, 10년 443명, 11년 417명, 12년 379명, 13
년 470명, 14년 377명, 15년 437명, 16년 425명, 17년 439명)이며, 세부적인 기
술통계는 <표 1>과 같다.
교육훈련 참여 여부에 따른 임금(월평균 임금), 전반적인 직무만족도(5점 리
커트), 이직 여부(이직=1)를 살펴보면, 교육훈련에 참여한 재직자가 미참여한
재직자에 비해 임금과 직무만족도는 높고 이직은 낮았다. 성별(남=1)은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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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대상의 기술통계

월평균 임금(만 원)
직무만족도
이직
성별(남=1)
나이
고졸 이하
학력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용형태(정규직=1)
노조(가입=1)
근속연수
주당 노동시간
기업규모(대기업=1)
직업(화이트칼라=1)
산업(제조업=1)
OBS
[가중치, 천 명, %]

전체
Mean
St. Dev.
231.612 (152.125)
3.391 ( 0.605)
0.133 ( 0.339)
0.583 ( 0.493)
42.458 ( 11.792)
0.459 ( 0.498)
0.198 ( 0.399)
0.343 ( 0.475)
0.641 ( 0.480)
0.100 ( 0.300)
7.064 ( 7.381)
44.848 ( 12.242)
0.224 ( 0.417)
0.637 ( 0.481)
0.215 ( 0.411)
49,397
[100.0]
[101,534]

교육훈련 참여
Mean
St. Dev.
303.810 (166.005)
3.615 ( 0.583)
0.091 ( 0.288)
0.602 ( 0.490)
40.474 ( 9.813)
0.291 ( 0.454)
0.217 ( 0.412)
0.491 ( 0.500)
0.813 ( 0.390)
0.239 ( 0.426)
9.375 ( 8.574)
45.937 ( 10.188)
0.382 ( 0.486)
0.756 ( 0.429)
0.226 ( 0.418)
3,858
[8.3]
[8,389]

교육훈련
Mean
224.780
3.370
0.137
0.581
42.645
0.475
0.196
0.329
0.625
0.087
6.842
44.741
0.167
0.626
0.214
45,539
[93,144]

(단위 : %)
미참여
St. Dev.
(148.946)
( 0.603)
( 0.344)
( 0.493)
( 11.947)
( 0.499)
( 0.397)
( 0.470)
( 0.484)
( 0.282)
( 7.216)
( 12.404)
( 0.373)
( 0.484)
( 0.410)
[91.7]

주 : 기술통계는 2017년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함.

교육훈련 참여 비중이 높았으며, 나이(연속변수)는 교육훈련 미참여자가 더 많
았다. 학력은 고졸 이하에서는 미참여 재직자 비중이 높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
력에서는 교육훈련 참여자가 높았다. 노조 가입률(가입=1)은 교육훈련 참여가
월등히 높았으며, 근속연수와 주당 노동시간도 교육훈련 참여자가 길었다. 기
업 규모(300인 이상=1) 비중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교육훈련 참여가 두 배 이
상 높았으며, 직업(화이트칼라=1) 및 산업(제조업=1) 비중도 교육훈련 참여가
약간 높았다.

2. 변수정의 및 분석방법
가. 변수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 분석 시에
는 직업훈련 더미 변수(참여=1)를 사용하였으며, 노동시장 성과분석 시에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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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임금과 직무만족도, 그리고 이직 여부(이직=1) 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특성 및 인적자본 변수로 성별(남=1), 연령 및 연령제곱, 학
력변수를 사용하였다. 학력변수는 더미 변수(참조변수=고졸 이하)와 연속변수
를 사용했으며, 연속변수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무학 0, 초졸 6, 중졸 9, 고
졸 12, 초대졸 14, 대졸 16, 석사 18, 박사 21’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근로조
건 및 기업특성 변수로는 기업 규모, 주당 노동시간, 고용형태(정규직=1), 근속
연수 및 근속연수 제곱, 노조(가입=1), 산업 및 직업변수 등을 투입하였으며, 세
부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개인특성
독
립
변
수

근로조건
및
기업특성

변수명
교육훈련
로그 임금
직무만족도
이직
성별
연령 및 제곱
학력
기업 규모
노동시간
고용형태
근속연수 및 제곱
노조
산업
직업

조작적 정의
더미 변수(참여=1)
log(월평균 임금)
전반적인 직무만족도(5점 리커트)
더미 변수(이직=1)
더미 변수(남=1)
연속변수
더미 변수 및 연속변수
더미 변수(300인 이상=1)
연속변수(주당 노동시간)
더미 변수(정규직=1)
연속변수(조사 연월-취업 연월)
더미 변수(가입=1)
더미 변수(제조업=1)
더미 변수(화이트칼라=1)*

주 : * 화이트칼라는 직업 대분류 기준, ‘관리자(1), 전문가 및 관련직(2), 사무직(3)’을
의미함.

나. 분석방법 및 연구가설
첫째, 직업훈련 참여 여부에 따른 임금, 직무만족도, 이직률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교차분석과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교육훈련 참여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성과(임금,
직무만족도, 이직)를 추정하였으며,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continuous variable)가 아닌 이산형 변수(discrete variable)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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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참여 결정요인과 이직의 경우, 패널 프로빗(probit) 또는 패널로짓(logit)
모형을 주로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인 경우

   


     ≤ 인 경우

               

(1)

식 (1)에서    는 관찰되지 않는(latent) 실제 종속변수이고    는    의 관찰
값(observed value)이다. 그리고 오차항이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는 패널개
체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나타내지만 하나의 패널개체 내에서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고,  는 시간과 패널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따라서      (참여 or 이직)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 r       P r       P r                  

(2)

위 식 (2)에서  ∙는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확률분포의 누적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 CDF)이다. 이를 표준정규분포로 가정하면
프로빗 모형이 되고, 로지스틱 분포1)로 가정할 경우 로짓 모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패널로짓’ 모형을 사용하였
으며, 하우스만 검정(Hausman-test) 결과 ‘패널로짓 확률효과’ 모형이 효율적
추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패널로짓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교육훈련 효과를 추
정하기 위해 ‘패널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추정식 (3)은 다음과 같다.
ln  or                       

(3)

위 식에서 ln  or   는 종속변수인 로그임금과 직무만족도를 의미하
며,      는 교육훈련 효과,  는 개인의 인적특성(성, 연령, 학력 등)을
나타내는 벡터이며,  는 기업 및 산업특성을 나타내고,    는 오차항이다.

1) 로지스틱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이며,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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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재직자 교육훈련의 참여는 기업 특수적 숙련이 높고 고용이 안정화 되어
있는 기업과 직종 및 산업일수록 높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업 특
수적 숙련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정규직일수록, 그리고 고
학력 직종인 화이트칼라일수록 교육훈련 참여비율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임금, 직무만족도,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교육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의 임금과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고, 반면 이
직은 유의하게 낮을 것이다.

셋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사용하여 대표적 노동시장 성
과인 교육훈련의 임금효과에 대해 교육훈련 초기효과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장기효과도 함께 추정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에 기초하여 3회 이상 반복 측정된 종단자료의 초기효과와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장기효과(기울기)를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Duncan et
al., 1999; Bollen et al., 2006; Hardy et al., 2009).
잠재성장모형의 장점은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변수의 진정한 변화를
알아볼 수 있으며, 잠재변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닌
개념 그 자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Sayer & Cumsille, 2001). 또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구성하여 단순히 변수 간의 관련성 검증뿐만 아니라 한 변수의
변화와 다른 변수의 변화 사이에 대한 관계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며, 내생성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내생성 문제는 오차항의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데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매우 유연한 오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
찰변수와 잠재변수 사이의 상관이 분배된다. 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OLS에 비
해서 내생성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동적 패널모형인 시스템 GMM 모형 역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내생성 문제
를 해결하고 있으나, 시스템 GMM 모형의 경우 정보의 손실이 너무 많아 표준
오차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시스템 GMM
모형과는 달리 정보의 손실이 거의 없어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Wilson, 2011; 석진홍․박우성, 2013; 문
영만․홍장표, 2017b).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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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속변수  는 연도별 로그 임금이며,   는 재직자  의 초기 값(Intercept)을
의미하며,    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본 수치이고,   는 시간 변화에 따른 재직
자  의 변화율(Slope) 나타내며,  는 각 시점에서 관찰되지 않은 측정오차이다.
이를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잠재성장 조건모형(Latent Growth Model)

종속변수(wage2009~wage2017)는 연도별 월평균 임금에 자연 대수(log)를
취했다. 독립변수는 교육훈련(x1), 성별(x2), 연령(x3), 학력(x4), 고용형태(x5),
노조(x6), 근속연수(x7), 노동시간(x8), 기업 규모(x9), 직무만족도(x10), 직업
(x11), 산업(x12) 등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Intercept는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초
기효과이며, Slope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기적 효과(기울기)를 나타낸다.
E1~E9는 연도별 측정오차, D1~D2는 구조오차, 일방향 화살표(→)는 인과관계,
양방향 화살표(↔)는 공분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석모형의 오차분산 동질성
검증결과,   분포에서    =208.9(제약 1,870.8, 비제약 1,661.9)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비제약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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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3.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교육훈련 초기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
기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결과

1. 재직자의 교육훈련 실태 및 참여 결정요인
가.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 현황과 목적
<표 3>은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재
직자의 교육훈련 참여비율을 기업 규모와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표이다.
전체 재직자의 8.7%가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7.8%, 중소기업이 5.5%로 나타나 대기업이 중소기
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9.2%)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비제
조업(8.5%)보다 약간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기업 규
모와 산업별로 불균등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교육훈련 격차 → 생산
성 격차 → 노동시장 성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 현황
(단위 : 명, %)

인원수
비율
인원수
중소기업
비율
인원수
제조업
비율
산업
인원수
비제조업
비율
인원수
전체
비율
기업
규모

대기업

받았음
639,528
(17.8)
683,168
(5.5)
370,109
(9.2)
1,322,984
(8.5)
1,693,093
(8.7)

현재 진행
15,420
(0.4)
24,514
(0.2)
9,090
(0.2)
55,422
(0.4)
64,512
(0.3)

주 : 한국노동패널 2017년 원자료, 횡단면 가중치 사용함.

없음
2,935,932
(81.8)
11,798,178
(94.3)
3,640,121
(90.6)
14,148,046
(91.1)
17,797,842
(91.0)

Total
3,590,880
(100.0)
12,505,860
(100.0)
4,019,320
(100.0)
15,526,452
(100.0)
19,555,447
(100.0)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임금, 직무만족도, 이직에 미치는 영향(문영만) 

119

<표 4>는 지난 9년간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훈
련 목적을 기업 규모와 산업별로 비교한 표이다. 전체적으로는 업무능력 향상
93.4%, 창업 및 재취업 3.8%, 자격증 취득 및 기타 2.8%로 나타나 대다수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업무능력 향상은 대기업(97.3%)이 중소기업(89.1%)보다 높
았으며, 창업 및 재취업은 대기업(1.1%)보다 중소기업(6.5%)이 높았다.2) 산업
별로는 업무능력 향상은 제조업(97.5%)이 비제조업(92.2%)보다 높았으며, 창
업 및 재취업은 제조업(1.2%)보다 비제조업(4.6%)이 높았다. 자격증 취득 및
기타의 목적에서도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의 재직자가 대기업과 제조업 재직자보다 업무능력 향
상 비율은 낮고, 창업 및 재취업, 자격증 취득 및 기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새
로운 직장으로의 이직과 창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적
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
인다.
<표 4>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 목적
(단위 : 명, %)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산업
비제조업
전체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창업 및
재취업

업무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등

57,205

4,947,748

80,131

5,085,084

(1.1)

(97.3)

(1.6)

(100.0)

348,087

4,742,891

233,330

5,324,308

전체

(6.5)

(89.1)

(4.4)

(100.0)

37,566

2,942,470

38,738

3,018,774

(1.2)

(97.5)

(1.3)

(100.0)

480,191

9,724,197

338,722

10,543,109

(4.6)

(92.2)

(3.2)

(100.0)

517,757

12,667,715

377,459

13,562,931

(3.8)

(93.4)

(2.8)

(100.0)

주 : 한국노동패널 원자료(2009~2017), 2017년 종단면 가중치 사용함.
2) 고용노동부 자료(2017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당 연평균 집체훈련 시간
도 대기업(23.6시간)이 중소기업(14.8시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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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재직자의 교육훈련 장소에 대해 기업 규모와 산업별로 비교․분석
한 표이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체 내에서 실시하는 OJT(57.2%), 사업체 외에서
실시하는 OFF-JT(36.5%), 인터넷 및 기타(6.3%) 순으로 나타나 OJT가 가장 높
았다. OJT는 계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하에서 시행되는 ‘구조화된 OJT’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직장상사나 직장동료에게 개별적으로 배우는 ‘비구조화된
OJT’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 훈련’을 받
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장소와 방법을 묻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OJT’ 성격이 강하다.
기업 규모별 교육훈련 장소는 OJT와 OFF-JT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인터넷
등 통신(e-learning) 교육은 대기업(9.6%)이 중소기업(3.2%)보다 3배 정도 높았
다. 산업별의 경우 OJT는 제조업이 더 높고, OFF-JT는 비제조업이 높았다. 이
러한 분석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한 개별적인 교육훈련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단체적으로 받는 집체훈련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 통신을
활용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접근성이 편리한 대기업과 비제조업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표 5> 재직자의 교육훈련 장소
(단위 : 명, %)
사내
(OJT)
대기업
기업
규모
중소기업

제조업
산업
비제조업

전체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사외
(OFF-JT)

인터넷 등
(e-learning)

351,629

201,382

58,687

611,698

(57.5)

(32.9)

(9.6)

(100.0)

313,216

179,611

16,044

508,871

(61.6)

(35.3)

(3.2)

(100.0)

263,316

88,337

15,840

367,493

(71.7)

(24.0)

(4.3)

(100.0)

467,526

378,854

64,915

911,295

(51.3)

(41.6)

(7.1)

(100.0)

730,842

467,191

80,754

1,278,787

(57.2)

(36.5)

(6.3)

(100.0)

주 : 한국노동패널 2017년 원자료, 횡단면 가중치 사용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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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 결정요인
<표 6>은 어떠한 요인이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교육훈련 참여 결정요인을 추정한 표이다.
‘Model 1’은 ‘패널로짓 확률효과’ 모형, ‘Model 2’는 ‘패널로짓 고정효과’ 모형
으로 추정한 것이다.
<표 6>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 결정요인

성별(남=1)
연령
연령 제곱
학력
고용형태(정규직=1)
노조(가입=1)
근속연수
근속연수 제곱
노동시간
기업 규모(대기업=1)
직업(화이트칼라=1)
산업(제조업=1)
상수항
LR-test
rho
OBS

Model 1(패널로짓_RE)
Coef.(S.E)
Odds Ratio
-0.194***
0.824
(0.001)
0.077***
1.080
(0.000)
-0.001***
0.999
(0.000)
0.095***
1.099
(0.000)
0.411***
1.509
(0.001)
0.884***
2.420
(0.001)
-0.011***
0.989
(0.000)
0.001***
1.001
(0.000)
0.013***
1.013
(0.000)
0.853***
2.346
(0.001)
0.379***
1.460
(0.001)
-0.081***
0.922
(0.001)
-7.405***
0.001
(0.008)
2,955.40***
0.506
48,828

주 : * p<0.1; ** p<0.05; *** p<0.01.

Model 2(패널로짓_FE)
Coef.(S.E)
Odds Ratio
0.000
omitted
(0.000)
0.105***
1.111
(0.001)
-0.002***
0.998
(0.000)
0.044***
1.045
(0.002)
0.334***
1.396
(0.002)
0.554***
1.740
(0.002)
-0.036***
0.964
(0.000)
0.001***
1.000
(0.000)
0.015***
1.015
(0.000)
0.456***
1.577
(0.001)
0.216***
1.241
(0.002)
-0.065***
0.937
(0.003)
176.55***
4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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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만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chi2=172.83, p=0.000)이 기
각되어 확률효과 모형보다는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이후 분석결과 해석은 ‘패널로짓 고정효과’ 모형으로 할 것이다.
먼저 연령 및 연령제곱 변수의 추정계수 승산비(Odds Ratio)를 살펴보면, 연
령이 한 단위 증가하면 교육훈련 참여율도 1.1배 높아지지만, 그 증가 폭은 체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 고용형태(정규직=1), 노조(가입=1), 노동
시간, 기업 규모(대기업=1), 직업(화이트칼라=1) 등의 변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반면 근속연수, 산업변수(제조업=1)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력(1.0배)이 높을수록,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일수록(1.4배), 비노조원
에 비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일수록(1.7배), 노동시간(1.0배)과 기업 규모(1.6
배)가 클수록, 생산직 등 블루칼라보다는 관리․전문직 등 화이트칼라일수록
(1.2배) 교육훈련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증가 폭은 체감), 제조업일수록 교육훈련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직자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가. 교육훈련 참여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차이(One-way ANOVA)
<표 7>은 지난 9년 동안(2009~2017년) 교육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와 교육훈
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재직자 간의 노동시장 성과(임금, 직무만족도, 이직)를
One-way ANOVA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한 것이다. 먼저 월평균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훈련을 받은 재직자(303.8만 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재직자
(224.8만 원)에 비해 월평균 79.0만 원 높았다.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의 차이(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는 교육훈련
을 받은 재직자(3.61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재직자(3.37)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반면 이직은 교육훈련을 받은 재직자(9.1%)가 그렇지 않은 재직자
(13.7%)에 비해 4.6% 낮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훈련의 가장 대표적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와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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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육훈련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f-test)

참여(a)
미참여(b)
차이(a-b)

월평균 임금
평균
f
303.8
891.70***
224.8
79.0만 원

직무만족도
평균
f
3.615
536.53***
3.370
0.245점

이직
f

평균
0.091
0.137

51.83***
-4.6%

자료 : 한국노동패널 원자료(2009〜2017), 2017년 종단면 가중치 사용.

한 노동시장 성과 차이는 각 변수(임금, 직무만족도,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성
별, 연령, 학력,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단순한 차이이다.

나. 재직자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추정(패널 회귀분석)
<표 8>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훈련 순효과를 추정한 표이다. ‘Model 3’은 임금, ‘Model 4’는 직무만족도,
‘Model 5’는 이직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분석방법은 하우스만 검정 결과, 귀무
가설(chi2=2,701.95, p=0.000)이 기각되어 임금과 직무만족도는 ‘패널 고정효
과’ 모형으로, 이직은 ‘패널로짓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교육훈련 변수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교육훈련에 참
여한 재직자가 임금은 1.8%, 직무만족도는 4.7% 높고, 이직은 5.1%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순효과
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생성과 역인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훈련 변수의 당기와 전
기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부록 1 Fixed-effects 모형 참조), 당기(t
기)와 전기(t-1기, t-2기) 변수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차분한 후 그 차분 값의
과거 값을 추가적인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는 ‘시스템-GMM’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부록 1 시스템-GMM 모형 참조), 종속변수인 로그임금 차분 값의
과거 값(t-1기, t-2기)을 투입한 상태에서도 교육훈련 변수가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쳤다. 따라서 내생성과 역인과성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재직자의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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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최소한 3년간
지속된다는 Frazis, Herz et al.(1998)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표 8>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추정(패널 고정효과)

교육훈련(참여=1)
성별(남=1)
연령
연령 제곱
학력
(기준 :
고졸 이하

전문
대졸
대졸
이상

고용형태(정규직=1)
노조(가입=1)
근속연수
노동시간
임금
기업 규모(대기업=1)
직업(화이트칼라=1)
산업(제조업=1)
연도 더미
상수항
F-test/LR chi2
R-sq(overall)
OBS

Model 3
(임금)
Coef.(se)
0.018***
(0.005)
0.000
(0.000)
0.064**
(0.027)
-0.001***
(0.000)
0.144***
(0.038)
0.383***
(0.051)
0.154***
(0.009)
0.013*
(0.007)
0.009***
(0.001)
0.008***
(0.000)
0.044***
(0.006)
0.020*
(0.012)
0.066***
(0.013)
통제
3.035**
(1.256)
676.73***
0.560
48,828

주 : * p<0.1; ** p<0.05; *** p<0.01.

Model 4
(직무만족도)

Coef.(se)
0.047***
(0.011)
0.000
(0.000)
-0.024
(0.040)
0.000***
(0.000)
-0.074
(0.045)
-0.118*
(0.061)
0.110***
(0.014)
0.024*
(0.014)
-0.004***
(0.001)
-0.003***
(0.000)
0.242***
(0.013)
0.058***
(0.011)
0.100***
(0.018)
0.009
(0.021)
통제
2.821
(1.873)
54.55***
0.126
48,828

Model 5
(이직)
Coef.(se)
OR
-0.051***
0.950
(0.001)
0.000
omitted
(0.000)
0.157***
1.170
(0.008)
0.001***
1.001
(0.000)
0.074***
1.077
(0.004)
-0.160***
0.852
(0.005)
-0.346***
0.708
(0.001)
-0.341***
0.711
(0.002)
-0.112***
0.893
(0.004)
0.001***
1.001
(0.000)
-0.282***
0.754
(0.001)
-0.034***
0.966
(0.001)
-0.034***
0.966
(0.001)
-0.120***
0.887
(0.001)
통제
208.42***
4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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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의 장기적인 임금효과(Latent Growth Model)
<표 9>는 구조방정식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 LGM) 분석을
통해 교육훈련의 초기효과뿐만 아니라 지난 9년간(2009~2017)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기적인 임금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NFI(Normed Fit Index) 0.982, RFI(Relative Fit Index) 0.966, TLI(TuckerLewis Index) 0.968, CFI(Comparative Fit Index) 0.983, RMSEA(Root Mean
<표 9> 교육훈련의 장기적인 임금효과
Model 6(임금효과)


직업훈련(참여=1)
성별(남=1)
연령
학력
고용형태
(정규직=1)
노조(가입=1)
근속연수
노동시간
직무만족도
직업(블루칼라=1)
산업(제조업=1)
기업 규모
(대기업=1)

S.E.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0.026
0.023
0.257
0.013
0.057
-0.475
0.301
0.046
0.246

0.087
0.007
0.355
0.002
0.002
-0.002
0.048
0.001
0.334

C.R.

P

0.025
0.004
0.012
0.002
0.000
0.000
0.002
0.000
0.014

3.457
1.779
30.669
0.872
4.960
-24.069
26.258
2.316
23.585

***
0.075
***
0.383
***
***
***
0.021
***

Slope

-0.178

-0.021

0.002

-9.493

***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0.025
0.042
0.245
-0.087
0.198
-0.189
0.115
-0.074
-0.098
0.054
0.053
0.015
0.155

0.057
0.008
0.022
-0.001
0.010
-0.001
0.114
-0.006
-0.132
0.006
0.095
0.002
0.258

0.021
0.003
0.001
0.000
0.000
0.000
0.009
0.001
0.014
0.002
0.015
0.002
0.017

2.692
2.524
24.295
-4.818
23.339
-12.377
13.176
-4.721
-9.453
2.916
6.167
0.966
14.999

0.007
0.012
***
***
***
***
***
***
***
0.004
***
0.334
***

Slope

-0.04

-0.006

0.003

-2.155

0.031

OBS

주 : * p<0.1; ** p<0.05; *** p<0.01.

4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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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26으로 적합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3)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임금효과 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치(Intercept)와 변화
율(Slope)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훈련
의 임금효과는 교육훈련 초기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표준화 회귀계수,  는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나타내며, C.R.(critical ratio)은 일반적 회귀분석의 t값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2009~2017년)를 사용하여 재직자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임금, 직무만족도, 이직)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재직자의 8.7%가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이 17.8%, 중소기업이 5.5%로 나타나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9.2%)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비제조업(8.5%)보다 약간 높았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기업 규모와 산업별로 불균등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교육훈련 격차 → 생산성 격차 → 노동시장 성과(임
금, 직무만족도, 이직)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 목적을 분석한 결과, 업무능력 향상이 93.4%,
창업 및 재취업이 3.8%, 자격증 취득 및 기타가 2.8%로 나타나 대다수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규모별
로는 업무능력 향상은 대기업(97.3%)이 중소기업(89.1%)보다 높았으며, 창업
및 재취업은 대기업(1.1%)보다 중소기업(6.5%)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업무능력
3) 구조방정식 개발 초기에 사용했던 Chi-sq 검정은 표본의 크기, 상관계수, 정규분포 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잘 사용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NFI, RFI 등 적
합도 지수가 주로 사용된다. NFI, RFI, CFI, TLI 등은 0.9 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판
단하며, RMSEA는 0.05 이하이면 매우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MacCallum et al.,
1996; Bollen et al., 2006; Byrne, 2001; 홍세희, 2000; 김계수, 2010; 강현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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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은 제조업(97.5%)이 비제조업(92.2%)보다 높았으며, 창업 및 재취업은 제
조업(1.2%)보다 비제조업(4.6%)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
기업과 비제조업의 재직자가 대기업과 제조업 재직자보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재직자의 교육훈련 장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사업체 내
에서 실시하는 OJT(57.2%), 사업체 외에서 실시하는 OFF-JT(36.5%), 인터넷
및 기타(6.3%) 순으로 나타나 OJT가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별 교육훈련 장소
는 OJT와 OFF-JT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인터넷 등 통신(e-learning) 교육은 대
기업(9.6%)이 중소기업(3.2%)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산업별로는 OJT는 제조업
이 더 높고, OFF-JT는 비제조업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
한 개별적인 교육훈련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단체로 받는 집체훈련 성격이 강
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터넷 등 통신 교육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접근성이 좋
은 대기업과 비제조업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
과,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노조에 가입할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관리․전문직 등 화이트칼라일수록 직업훈련 참여율이 높았으
며, 반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제조업일수록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았다.
다섯째, 지난 9년 동안(2009~2017년) 교육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와 교육훈련
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재직자 간의 노동시장 성과(임금, 직무만족도, 이직)를
One-way ANOVA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교육훈련을 받은 재직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재직자에 비해 임금이 월평균 79.0만 원 높았다. 전반적
인 직무만족도는 교육훈련을 받은 재직자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직률도 교육
훈련을 받은 재직자가 그렇지 않은 재직자에 비해 4.6% 낮았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재직자 교육훈련의 효과가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와 이직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임금, 직무만족도, 이직)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훈련의 순효과를 추정한 결
과, 교육훈련에 참여한 재직자가 임금은 1.8%, 직무만족도는 4.7% 높고,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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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교육훈련에 참여 따른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순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의 장기적
인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초기치(Intercept)와 변화율(Slope) 모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교육훈련 초기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
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직자의 교
육훈련은 가장 대표적 근로조건인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와 이직에
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 효과는 교육훈련
직후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직무능력 향상과 생산성 향상
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 증가 등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고 있
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기업 규모와 산업
에 따라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3배 이상 교
육훈련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이로
운 외부성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재직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임금 불평등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이
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86%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
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는 사회 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최
근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문영만, 2019),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44.9%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임
금 격차는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인 청년 인재들의 이직으로 연결되고 있다. 청
년 취업자의 기업 규모별 이직률을 분석한 문영만․홍장표(2017b)의 연구에 의
하면, 중소기업의 이직률(소기업 25.6%, 중기업 25.1%)은 대기업(17.2%)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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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인재들의 중소기업의 이직률
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
하고, 부품단가의 현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임금인상과 직무만족도
향상 그리고 이직률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중소
기업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후 교육훈련의 효과 분석은 특정 시점의 효과뿐만 아니
라 장기적 효과도 함께 추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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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육훈련의 임금효과 : 고정효과(전기) 및 시스템-GMM 모형

당기(t)
교육훈련
(참여=1)

전기(t-1)
전전기(t-2)

Fixed-effects
Coef.(se)
0.021***
(0.006)
0.010*
(0.006)
0.011*
(0.006)

전기(t-1)

-

전전기(t-2)

-

로그 임금

성별(남=1)
연령
연령 제곱
학력
(기준 :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용형태(정규직=1)
노조(가입=1)
근속연수
노동시간
기업 규모(대기업=1)
직업(화이트칼라=1)
산업(제조업=1)
연도 더미
상수항
F-test/wald chi2
R-sq(overall)

0.000
(.)
0.062*
(0.037)
-0.001***
(0.000)
0.199***
(0.059)
0.388***
(0.077)
0.138***
(0.011)
0.008
(0.008)
0.009***
(0.001)
0.008***
(0.000)
0.035***
(0.007)
0.027*
(0.015)
0.053***
(0.015)
통제
3.165*
(1.779)
189.98***
0.512

주 : * p<0.1; ** p<0.05; *** p<0.01.

시스템-GMM
Coef.(se)
0.012*
(0.007)
0.337***
(0.037)
0.100***
(0.018)
0.435
(0.455)
0.016**
(0.006)
-0.000***
(0.000)
0.088
(0.057)
0.185**
(0.093)
0.101***
(0.016)
-0.006
(0.009)
0.002
(0.002)
0.005***
(0.000)
0.008
(0.008)
-0.001
(0.023)
0.022
(0.022)
통제
2.121***
(0.481)
2,48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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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mployee Training on Wag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Moon Young-man
First,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was the large
corporations (17.8%) more than three times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5.5%), By industry, manufacturing (9.2%) was higher than non-manufacturing
(8.5%). Second, The purpose of training was The highest to improve job skills
(93.4%), Education and training for entrepreneurship and re-employment were
higher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6.5%) than in large corporations
(1.1%).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of
the employees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Education, regular workers, unions, working hours, and firm size
variables were higher in participation rate of vocational training. Fourth, as
a result of estimating labor market perform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panel regression analysis, Wage (1.8%) and job satisfaction (4.7%)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urnover rate (5.1%) decreased. Fifth,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to estimate the long-term wage effect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beginning of training and not only in time in the long
run, the wage effect has also increased.

Keywords : education and training, labor market performance(wage, job satisfaction,
turnover),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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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김 태 훈**

이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비중의 연도별․지역별
차이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임금변수들에 미친 영향을 종합
적으로 분석한다. 지역별 고용조사 2008〜2018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15〜64세 인구의 전체 고용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과 평균 월급여액을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상용직에 비해 일용근로자 집
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대적으로 큰 하위 집단인 15〜
24세 청년층, 60세 이상 고령층, 15〜64세 여성 인구집단 각각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수행했으며 15〜64세 전체 인구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핵심용어 : 최저임금, 고용, 임금, 근로시간, 일용근로자

Ⅰ. 머리말

한국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종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
논문접수일: 2019년 1월 21일, 심사의뢰일: 2019년 1월 24일, 심사완료일: 2019년 4월 16일
* 본 논문에 대한 유용한 조언과 제안들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tkim@khu.ac.kr).

136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2호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논쟁이 있었으며 지금까
지도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8,350원으로 10.9% 인상된
2019년 최저임금을 포함하여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었고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친 인과적인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역․산업․직종에 관계없이 단일한 최저
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
된 식별전략이 필요하다. 단일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참고
할 수 있는 해외 연구로 영국의 1999년 최저임금 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Stewart
(2004)와 미국의 1990년 연방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한 Card(1992)를 들
수 있다. Stewart(2004)는 개인별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처리집단)과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던 근
로자들(비교집단) 사이에 최저임금 도입 전후로 고용유지율 변화를 비교함으로
써 최저임금 도입의 효과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최저임금 도입의 고용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국내에서는 이병희(2008), 정진호 외(2011), 홍
민기(2018)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서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했으며 최저임
금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ard(1992)의 연구는 미국에서 기존의 연방 최저임금과 1990년부터 적용되
는 새로운 연방 최저임금 사이의 임금을 받는 10대 근로자들을 최저임금 인상
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로 상정하고 이러한 10대 근로자 비중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10대들의 고용감소가 더 크게 일어났
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없었으며 임금 인상
효과는 있었다. 국내에서 이를 활용한 연구로 이정민․황승진(2016)이 있다. 이
정민․황승진(2016)은 지역별 임금분포의 차이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업체규모, 근속연수에 따른 인구집단별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다른 것을 활용해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고용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 감소를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배진한(2019)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지역별 중위임금의 50% 대비 최저임금과 고
용률의 관계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중위임금의 50% 대비 최저임금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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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고용률이 낮아지고 특히 청년층, 고령층,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2)
본 연구는 Card(1992)의 방법을 응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
자 비중의 연도별․지역별 차이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임금 지
표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가 존재한다면 현재의
임금이 인상 이후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들의 비중이 큰 시기 및 지역에서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역정보를 활
용할 수 있는 2008〜2018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와 2008〜2018년 경제활
동인구조사의 집계자료를 사용하여 15〜64세 인구, 15〜24세 청년층, 60세 이
상의 고령층, 15〜64세 여성 인구 각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추정했
다. 특히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령집단에 대해 상용직⋅임
시직⋅일용직⋅자영업 등 종사상의 지위별로 최저임금의 효과가 이질적으로 나
타나는 지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가지는 중요한 차별
점이다. 또한 미시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저임금이
주요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다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대상 인구집단과 추정모형에 관계없이
상당히 일관된 결과를 얻었는데 우선 최저임금 인상은 각 인구집단의 전체 고
용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고용
조사의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율 변수와 2008〜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자료의 고용률 변수를 결합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15
〜64세 전체 인구에 대한 고용률에 대한 유의한 효과는 어떤 인구집단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
1) 배진한(2019)은 중위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최저임금 변화의 영향
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임금 체계상 하위직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시 중위직 및 상위직의 연쇄적인 임금 상승이 있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최저임금에 외생적인 변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2) 최저임금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다. 국내의 선행연구에 대한 소개는 강승복(2017), 김대
일(2018), 이정민․황승민(201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Neumark and Wascher(2006), Schmitt(2013), Neumark(2017) 등을 참
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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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로자의 고용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원이 있는 여성 자영업자
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최저임
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평균 월 급여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근로자에 비해 일용근로자에게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최
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근로자들
의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008〜2018년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고용률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으나 평균적인 근로시간은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효과는 근로자의 종사
상의 지위별로 이질적이었다. 저임금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고용주가 고용조정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은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을 유지하
는 경우 일용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과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상충(trade-off)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자료와 변수들을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기초분석을 수행한다. 제Ⅳ장에서는 계량모형
을 소개하며 제Ⅴ장은 계량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제Ⅵ장은 강건성 분석 결과
를 보고한다. 제Ⅶ장은 결과의 해석에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
며, 제Ⅷ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분석 자료 및 변수 소개

이 연구는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자료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경제활
동인구조사 시도별 고용통계를 이용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별 고용현황 파악과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조사로 약
17만〜20만의 표본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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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조사에서 분기별 조사를 거쳐 현재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각 연도별로 하나의 조사 자료를 이용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된 이후에 조사되고 오랜 기간 동안 비슷한 시점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분기별로 조사된 해는 4분기에 조사된 자료를,
2회 조사가 이루어진 해는 하반기 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다만 2018년도 지역
별 고용조사는 현재 상반기 자료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조사 자료를
사용했다.3)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와 최저임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24세의 청년층, 60세 이상의 고령층, 여성의 인구집단 각
각에 대해 주요 변수들을 구축했다. 우선 종속변수로 각 연도에 대해 지역-인구
집단별로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률, 평균 로그 시간당 임금, 평균
로그 주당 총 취업시간, 평균 로그 월급 변수들을 만들었다.4) 또한 (소속 인구
집단의 인구 대비) 단순 노무 직종 종사자 비율,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의 종속
변수들을 생성했다. 이 변수들은 지역별 고용조사에 있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했다.5)
<표 1>은 주요 종속변수들에 대해 각 인구집단별로 요약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15〜64세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해당 집단 인구 대비 임금근로자와 비임
금근로자를 포괄하는 전체 취업자 수를 나타낸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 각 집
단에서의 고용률이 제시되어 있다.6)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해당 집단
의 인구 대비 상용근로자 수를 나타낸다. 요약 통계량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인구 집단에 관계없이 상용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이 임시근로자나
3) 1회 조사가 이루어진 해는 10월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VI장의 강건성 분석에서
상반기 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했다.
4) 시간당 임금은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을 조사대상 주당 총 취업시간에 4.3을 곱한 값
을 나누어 계산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과 월급여
변수는 임금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만들어졌다.
5)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된 고용률 수치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지역별 고용조
사의 고용률 수치와 같음을 확인했다.
6) 전체 기간에 대해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각각 46.6%, 18.9%, 7.1%, 6.0%,
16.1%, 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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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약통계량 : 2008〜2018년 기간의 평균
(1)

(2)

(3)

(4)

전체

청년층

고령층

여성

0.640

0.232

0.380

0.532

(0.480)

(0.422)

(0.485)

(0.499)

전체 임금 근로자

0.477

0.220

0.180

0.406

(상용+임시+일용)

(0.499)

(0.415)

(0.384)

(0.491)

0.327

0.099

0.062

0.242

(0.469)

(0.299)

(0.241)

(0.428)

0.112

0.094

0.084

0.135

(0.315)

(0.291)

(0.277)

(0.341)

0.038

0.028

0.034

0.029

(0.191)

(0.164)

(0.181)

(0.168)

0.041

0.001

0.019

0.019

(0.199)

(0.028)

(0.137)

(0.136)

0.092

0.007

0.139

0.055

(0.289)

(0.081)

(0.346)

(0.228)

0.030

0.004

0.042

0.052

(0.169)

(0.064)

(0.201)

(0.222)

0.086

0.037

0.037

0.077

(0.280)

(0.189)

(0.190)

(0.267)

0.063

0.020

0.098

0.063

(0.244)

(0.140)

(0.297)

(0.244)

전체 임금 근로자

9.28

8.88

8.84

9.06

(상용+임시+일용)

(0.574)

(0.426)

(0.638)

(0.517)

9.45

9.05

9.15

9.22

(0.524)

(0.328)

(0.676)

(0.467)

8.93

8.77

8.70

8.87

(0.486)

(0.425)

(0.489)

(0.480)

8.86

8.60

8.61

8.61

(0.528)

(0.478)

(0.672)

(0.507)

(a) 고용률
전체 근로자

(임금+비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도소매업 종사자
단순노무직종 종사자

(b) 로그 실질임금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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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c) 주당 총 취업시간
전체 근로자
(임금+비임금 근로자)
전체 임금 근로자
(상용+임시+일용)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d)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1)
전체

(2)
청년층

(3)
고령층

(4)
여성

45.34
(12.99)
44.26
(11.56)
45.80
(9.03)
41.73
(14.91)
38.43
(15.73)
51.52
(13.04)
48.38
(16.35)
46.05
(16.84)

38.36
(15.41)
38.89
(14.87)
45.34
(8.47)
35.90
(16.46)
25.78
(15.51)
50.45
(17.07)
23.83
(20.51)
38.95
(16.35)

40.34
(17.50)
38.77
(17.80)
46.84
(12.95)
34.35
(19.49)
34.90
(15.90)
47.65
(14.55)
42.15
(17.26)
39.06
(16.21)

42.53
(13.62)
41.47
(11.85)
43.62
(8.05)
39.19
(14.78)
34.36
(16.90)
50.92
(14.40)
44.87
(18.33)
46.24
(16.86)

0.090
(0.287)
0.030
(0.170)
0.183
(0.387)
0.207
(0.405)

0.217
(0.412)
0.053
(0.224)
0.250
(0.433)
0.284
(0.451)

0.372
(0.483)
0.195
(0.397)
0.414
(0.493)
0.366
(0.482)

0.143
(0.350)
0.049
(0.215)
0.213
(0.493)
0.330
(0.470)

주 : 수치는 평균 값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예를 들어 표에서 로그
시간당 임금은 로그 시간당 임금의 각 그룹별 평균을 나타냄.

일용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시근로자가 일용근로자보다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이 크다. 또한 청년층, 고령층, 여성은 전체 집단 대비 시
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 설명변수로서 각 연도 지역 - 인구집단별로 다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측정하는 변수를 생성한다.
Card(1992)는 현재 임금이 현재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인상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근로자들로 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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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별로 전체 10대 근로자 대비 이 임금범위에 있는 10대 근로자들의 비율을
각 주의 10대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
용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각 인구집단에 대해 현재 임금이 다음 연도의
인상된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들의 비율을 새로 책정된 최저임금의 각 인구집
단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다. Card(1992)와 다르게 인상된 최
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해 생성한 시간당 임금 변수에 측정오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측정오차가 있는 상황에서 임금의 작은 차이로 인해 저임
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영향집단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이
다. 그리고 이 변수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표하는 최저임금 영향률
과 개념적으로 같다. 그러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Card(1992)가
사용한 변수를 최저임금 영향률로 지칭하고 이 연구에서의 설명변수를 최저임
금 미만율로 지칭한다. 근로자 집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표 1>의 패널 (d)에
나타나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종사상 지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15〜64
세 상용직의 경우 표본기간 동안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이 약 3.0%, 임시직은
18.3%, 일용직은 20.7%에 달한다. 또한 청년층, 고령층, 여성근로자의 최저임
금 미만율은 15〜64세 전체 집단에 비해 높다.
이 연구는 또한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지역별 고용조사와 함께 경제활동인
구조사를 이용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는 지역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통계포털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시도별-성별 및 시도별-연령별
고용률 집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자료 공개범위에 따라 시도
별-성별 고용률은 월별 자료를 이용하고 시도별-연령별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이러한 분기별 혹은 월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연도별 자
료를 이용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urkhauser
et al., 2000). 각 인구집단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위의 시도별 고용률 자료와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구축된 최저임금 미만율을 시도 - 연도에 따라 결합하여
2008〜2018년의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각 집단의 전체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2017〜2018년으로 분석기간을 제한하여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각 집단의 전체 고용률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다. 다만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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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구조사를 이용한 분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와 같은 다
양한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수행할 수 없으며 각 인구집단의 전체 고용률에 대
한 분석만 수행한다.

Ⅲ.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

[그림 1]은 2008〜2018년 기간의 (명목) 최저임금 인상액(dash 선)과 인구집
단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1]을 통해 15〜64세 전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영향률에 비해 15〜24세 청년층, 60세 이상의 고령층, 여
성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여러 연구들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비중이 다른 인구집단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커서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 집단들인데
[그림 1]은 이를 확인시켜준다. 또한 [그림 1]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액과 최저
[그림 1] 인구집단별 최저임금 미만율과 최저임금 인상액 : 2008〜2018년

주 : 1) t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t년도 시간당 임금이 t+1년도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의 비중.
2) t년도 결정 최저임금 인상액 : t+1년도 최저임금-t년도 최저임금.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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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만율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율을 최저임금 인상액에 회귀분석을 할 경우 추정치는 0.0001(t-통계치 :
6.90), 선형 시간추세를 추가할 경우 추정치는 0.000077(t-통계치 : 2.75)이 되며
이차식 형태의 시간추세를 가정할 경우 추정치는 0.000032(t-통계치 : 1.28)이
된다. 2017〜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인 1,060원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
율은 모형에 따라 각각 10.6, 8.2, 3.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회귀분석할 경우 최저임금이 1%
인상될 때 시간추세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0.79%포인트(t-통계치 : 4.60), 선형
의 시간추세를 고려할 경우 0.40%포인트(t-통계치 : 1.82), 이차추세를 고려할
경우 0.18%포인트(t-통계치 : 1.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2018년
인상률인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때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13.0, 6.6,
3.0%포인트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를 실제 사례와 비교해보면 2017
년과 2018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1,060원(16.4%) 인상되었을 때 최저임금 미만
율의 증가는 약 4.1%포인트였다. 따라서 선형시간추세나 이차식형태의 시간추
세를 고려한 추정결과로 최저임금 미만율을 예측할 경우 실제 최저임금 미만율
의 증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2]는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을 통해
연도별로 그리고 지역 간에 최저임금 미만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그림 2]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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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다른 시점들 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의 변이가 충분히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이들을 이용해서 최저임금 미만율과 주요 고
용 및 임금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그림 3]은 15〜64세 인구에 대해 시도 -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과 주요 고
용 및 임금 지표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3]의 첫 번째 그래프는 최저임
금 미만율과 고용률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래프의 각 점은 각 시도
에서 어떤 연도의 최저임금 미만율(x축)과 그 해와 다음 해 사이의 고용률 변화
(y축)를 나타낸다. 이 그래프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전체 고용률 변화 사이에 음
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두 번째 그래프는 시도별 최저임금 미만율과 일용근로
자 고용률의 변화를 나타내며 역시 음의 관계를 보여준다. 세 번재 그래프는 최
저임금 미만율과 평균 로그 임금 변화의 양의 관계를, 네 번째 그래프는 최저임
금 미만율과 평균 로그 월급 변화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다섯 번째 그래프
[그림 3] 최저임금 미만율과 고용률 변화, 평균임금 변화, 평균 근로시간 변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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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변화 : 15〜64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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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각 그래프 내의 선은 각 점들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통해 얻어진 예측치
(fitted value)를 나타내며 음영은 95%의 신뢰구간을 나타냄.

146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2호

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근로
자들의 평균 로그 근로시간 변화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섯 번째
그래프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로그 시간 변화의 미약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의 그래프들은 지역 간 이질성, 연도별 차이,
고용 및 임금 변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만율과 고용 및 임금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
후 장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한 계량모형을 소개하고 추정결과를 보고한다.7) 또한 15〜64세 전체 인구
에 대한 결과와 함께 15〜24세 청년층, 60세 이상 고령층, 15〜64세 여성 인구,
그리고 각 인구집단 내에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최저임금의 고용 및 임
금 변수들에 대한 효과의 추정 결과를 보고한다.

Ⅳ. 분석 모형

이 연구는 Card(1992)의 방법을 응용해서 다음의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                  ∆            

(1)

    는 시도 s에 있는 집단 g의 시점 t에서의 고용률, 평균 로그 임금, 평균

근로시간 등의 결과변수이다. ∆     는 t시점과 t-1시점의 결과변수의 차이
( ∆                 )를 나타낸다.      는 시도 s에 있는 인구집단
g의 시점 t-1에서 t 연도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
임금 미만율을 나타낸다.    는 시도 s의 t시점에서 30〜54세 남성 근로자의
고용률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    는 t-1년도에서 t년도 사이의 30〜54세 남
성 근로자의 시도별 고용률 변화( ∆               )를 나타내며 이는 두
시점 사이의 지역별 경기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는 연도 고정효

7) 그러나 이후에 설명될 회귀분석 결과를 미리 살펴보면 집단별로 그래프에서 나타난 상관
관계가 회귀분석에서도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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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내며  는 지역(시도) 고정효과를 나타난다.     는 설명변수들에 의
해 통제되지 않는 요인들의 효과를 나타내는 오차항이다. 위의 식에서 핵심모
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친 효과를 나타내는   이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
지만 계량모형에 따라 추정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논쟁도 지속
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주별로 다른 최저임금 변화를 이용하여 주별 최저임
금과 주별 10대들의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 지역별로 특수한 시간추세를
모형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의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Allegretto et al., 2011, Neumark
et al., 2014). 이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비
중과 임금 및 고용 변수들에 시도별로 특수한 시간 추세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
하여 시도별로 지역 특수적인 선형추세와 이차식 형태의 추세를 가정한 모형을
각각 추가적으로 추정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지역별․연도별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효과를 추
정함에 있어 암묵적인 가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지역 간 이주에 영
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직접적으로 지역 간 이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경제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역 간 이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A지역에
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시장에의 영향이 커서 A지역 근로자들의 일부가 상대
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덜한 B지역으로 이주한다면 최저임금의 고용에 대
한 효과는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별 로그
인구 변화를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했으며 30〜54세 남성
고용률, 시도별 선형 추세, 시도별 이차 추세의 포함 여부에 따라 네 가지 회귀
분석을 수행했는데 모든 결과에서 두 변수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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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과

<표 2>에서 <표 5>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15〜64세 전체 인구, 15
〜24세 청년층,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인구들에 대해 각 집단의 시도별 최저
임금 미만율이 그 집단의 고용 및 임금 변수들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종사상의 지위별 고용률, 평균 로그 임금, 평균 로그 근로시
간, 평균 로그 월급과 각 집단의 인구 대비 단순노무 직종 취업자 수,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각각에 대해 인접한 두 해 사이의 변화량이 종속변수들로 사용되었
으며 이들 종속변수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율의 회귀계수(   )의 추정치들이
표에 보고되었다. 표의 결과들은 모두 최저임금 미만율이 0에서 1로 증가할 때,
즉 100%포인트 증가할 때의 종속변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앞으로 추정
결과를 해석할 때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를 주로 상정하
여 이에 상응하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
한다. 열 (1)은 30〜54세 남성의 고용률을 통제하지 않은 분석 결과이며, 열 (2)
〜(4)의 분석에는 30〜54세 남성의 고용률이 추가적으로 통제되었다. 열 (3)은
여기에 시도별로 특수한 선형추세를 추가적으로 통제한 분석, 열 (4)은 시도별
로 특수한 이차식 형태의 추세를 통제한 분석의 결과를 보고한다.
<표 2>는 15〜64세 전체 집단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율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추정모형에 따라 고용률을 0.036〜0.203%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인구 대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의 증가는 일용근로자의 고
용률(인구 대비 일용직 취업자 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
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일용근로자의 고용률은 0.079〜0.132%
포인트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들은 임금근로자 중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
은 사람 또는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 대가를 일급이나 일당제로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일컫는다(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통계청). <표 1>의 요약통계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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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주가 고용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실제로 이들의 고용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의 항목 (b)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만율의 증가가 임
금근로자들의 평균 로그 임금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들을 보여주며 모든 결과들
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크기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
가할 때 평균 시간당 임금은 약 0.91〜1.8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
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별로 나누어 회귀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시간당
임금에 대한 효과는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순으로 크게 나타나
<표 2> 15〜64세 인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2)

(3)

(4)

(a) 고용률
전체 고용률
상용직 고용률
임시직 고용률
일용직 고용률

-0.036

-0.071

-0.091

-0.203

(0.082)

(0.099)

(0.119)

(0.152)

0.146

0.138

0.173

0.228

(0.111)

(0.114)

(0.113)

(0.173)

-0.045

-0.048

-0.049

-0.159

(0.100)

(0.101)

(0.097)

(0.107)

-0.079***

-0.082***

-0.120***

-0.132**

(0.022)

(0.022)

(0.034)

(0.050)

-0.044

-0.053

-0.081

-0.112

(0.047)

(0.045)

(0.063)

(0.068)

0.020

0.013

0.025

0.025

(0.060)

(0.061)

(0.088)

(0.103)

전체 임금근로자

0.910***

0.917***

1.314***

1.813***

(0.230)

(0.232)

(0.256)

(0.311)

상용근로자

0.646**

0.631**

0.959***

1.246***

(0.248)

(0.243)

(0.288)

(0.356)

0.776**

0.818**

1.258***

1.875***

(0.288)

(0.296)

(0.350)

(0.331)

1.718***

1.781***

2.116***

2.615***

(0.324)

(0.299)

(0.398)

(0.56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b) 시간당 로그 임금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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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c) 로그 근로시간
전체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

(2)

(3)

(4)

-0.526**
(0.193)
-0.029
(0.100)
-0.127
(0.078)
-0.123
(0.255)
0.030
(0.390)
-0.451**
(0.193)
-1.502**
(0.605)

-0.546**
(0.190)
-0.044
(0.093)
-0.130
(0.078)
-0.177
(0.249)
0.032
(0.391)
-0.467**
(0.196)
-1.528**
(0.615)

-0.662**
(0.245)
-0.077
(0.133)
-0.182*
(0.101)
-0.191
(0.323)
-0.146
(0.500)
-0.486*
(0.273)
-1.743**
(0.755)

-0.622**
(0.282)
-0.058
(0.176)
-0.188
(0.149)
-0.246
(0.428)
-0.261
(0.676)
-0.650
(0.422)
-1.611*
(0.910)

0.881***

0.873***

1.236***

1.754***

(0.236)

(0.229)

(0.247)

(0.340)

(d) 평균 로그 월급여
전체 임금근로자

0.520*

0.501*

0.779**

1.061***

(0.247)

(0.242)

(0.270)

(0.329)

임시근로자

0.651**

0.638**

1.063***

1.616***

(0.266)

(0.271)

(0.264)

(0.367)

일용근로자

1.751***

1.817***

1.965***

2.374**

(0.456)

(0.439)

(0.584)

(0.830)

-0.077

-0.085

-0.126

-0.188*

(0.058)

(0.060)

(0.075)

(0.093)

상용근로자

(e) 단순노무직종 종사자
고용률

(f) 도소매업 종사자

-0.019

-0.022

0.058

0.012

고용률
30〜54세 남성 고용률
시도별 선형추세

(0.067)
N
N

(0.068)
Y
N

(0.086)
Y
Y

(0.095)
Y
Y

N

N

N

Y

시도별 2차 추세

주 : 1) 표본 수 : 160.
2)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같은 시도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하
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3) 가중치는 각 시도의 15〜64세 인구의 제곱근이 사용되었음.
4)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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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일용근로자
의 평균 임금은 1.72〜2.62% 증가했다.
항목 (c)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큰 지역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더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임금과 비임금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이 0.526〜0.6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분석
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의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효과
는 음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근로시
간은 유의하게 감소하며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
했다.
항목 (d)는 평균 로그 월급여액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최저임금 미만율
의 증가는 평균 월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임금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순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평균
월급여액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항목 (e)는 15〜64세 인구 대비 단순노무직종 종사자 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
과를 나타낸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회귀 계수에 대한 추정치는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며 이차식 형태의 지역 특수적인 추세를 고려한 모형의 추정 결과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항목 (f)는 인구 대비 도소매업 종사자의 비
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모든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최저임금 미만율과 그 변화는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 인상액 및 인상률과 <표 2>의 추정 결과를 연계하여 추정치의
크기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앞서 II장에서 논의되었듯이 2017에서 2018년 사이
에 최저임금이 16.4% 증가했으며 지역별 고용조사에 근거할 경우 이로 인해 최
저임금 미만율이 4.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와 30〜54세
남성 고용률로 대리한 지역별 경기상황을 통제하지만 지역별로 특수한 시간추
세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 (2)의 추정결과를 결합하면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
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3.76%, 상용직 근로자는 2.59%, 임시직
근로자는 3.35%, 일용직 근로자는 7.30%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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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5〜24세 청년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 고용률
전체 고용률
상용직 고용률
임시직 고용률
일용직 고용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b) 시간당 로그 임금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c) 로그 근로시간
전체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

(2)

(3)

(4)

0.021
(0.049)
0.075
(0.043)
-0.009**
(0.004)
-0.021
(0.027)
-0.005*
(0.002)
0.001
(0.009)

0.022
(0.049)
0.074
(0.044)
-0.009**
(0.004)
-0.021
(0.027)
-0.005*
(0.002)
0.002
(0.009)

0.009
(0.058)
0.074
(0.054)
-0.008*
(0.004)
-0.023
(0.031)
-0.005*
(0.003)
0.002
(0.010)

0.011
(0.077)
0.087
(0.068)
-0.008
(0.008)
-0.018
(0.045)
-0.008*
(0.004)
0.002
(0.011)

0.635***
(0.105)
0.061
(0.167)
0.871***
(0.185)
0.599***
(0.194)

0.657***
(0.102)
0.066
(0.171)
0.880***
(0.186)
0.655***
(0.176)

0.795***
(0.157)
0.062
(0.206)
1.090***
(0.271)
0.804***
(0.181)

0.881***
(0.189)
-0.062
(0.323)
1.390***
(0.305)
0.738***
(0.242)

0.096
(0.117)
0.165
(0.110)
0.041
(0.066)
0.048

0.097
(0.117)
0.160
(0.111)
0.030
(0.065)
0.024

0.086
(0.143)
0.166
(0.138)
0.036
(0.085)
0.009

0.106
(0.180)
0.207
(0.187)
0.098
(0.130)
0.070

(0.168)
-0.302
(0.480)
3.124*
(1.723)
-0.658
(1.342)

(0.166)
-0.291
(0.483)
2.972
(1.805)
-0.612
(1.390)

(0.230)
-0.473
(0.562)
2.072
(2.687)
-0.720
(1.737)

(0.323)
-0.505
(0.783)
1.575
(4.241)
-0.196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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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d) 평균 로그 월급여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e) 단순노무직종
종사자 비율
(f)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30〜54세 남성 고용률
시도별 선형추세
시도별 2차 추세

(1)

(2)

(3)

(4)

0.800***
(0.137)
0.103
(0.120)
0.919***
(0.196)
0.298
(0.470)
-0.008
(0.020)
0.003
(0.018)
N
N
N

0.817***
(0.139)
0.097
(0.122)
0.904***
(0.187)
0.364
(0.503)
-0.007
(0.019)
0.003
(0.019)
Y
N
N

0.962***
(0.158)
0.098
(0.142)
1.099***
(0.262)
0.331
(0.577)
-0.008
(0.022)
0.011
(0.021)
Y
Y
N

1.088***
(0.191)
0.036
(0.230)
1.459***
(0.298)
0.233
(0.802)
-0.004
(0.027)
0.010
(0.028)
Y
Y
Y

주 : 1) 표본 수 : 160.
2)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같은 시도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하
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3) 가중치는 각 시도의 15〜24세 인구의 제곱근이 사용되었음.
4)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은 전체 근로자 3.58%, 상용직 근로자 2.05%, 임시직 근로자 2.62%, 일용직 근
로자는 7.45%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보다는 작지
만 위의 수치들이 해당 근로자 집단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상승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근로자들의 임금도
일정 정도 상승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임금체계상
하위 직급의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될 때 중위 및 상위 직급의 임금도
일정 정도 인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고용률은 일용직 근로자 집단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기간의 최저임금 인상으
로 일용직 근로자 고용률이 0.33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3>은 15〜24세 청년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항목 (a)에 보
고된 고용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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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임시근로자의 고용률을 0.008〜0.009%포인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의 고용률을 0.005〜0.008%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용근
로자를 포함 다른 근로자 집단의 고용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항목 (b)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상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에는 유의한 효과
가 없었지만 임시 및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항목 (c)의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은 청년층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월급여
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대부분 청년층 임시직 근로자들의 월급여
액 상승에 기인한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월급여액에 대한 최저임금의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층 단순노무직종 종사자 고용률
및 도매소업 종사자 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표 4>에 보고되어 있
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의 증가와 전체 고용률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었다. 일부 추정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의 증가가 상
용근로자의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나 지역별로 특수한 시간추세
를 고려한 경우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
율의 증가는 고령층 일용근로자의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
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일용근로자의 고용률은 0.036〜0.077%포
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차식 형태의 지역 특수적 시간추세를 고려한
모형을 제외하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지역 특수적인 시간추세
를 고려한 모형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의 증가는 고용원이 없는 고령층 자영업자
의 고용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b)의 결과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고령층 임금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인구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
들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항목 (c)의 근로시간에 대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추
정치들이 음의 값을 갖는데 특히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근로시간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항목 (d)의 결과는 임금근로자들
의 평균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의 인상 결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추정치의
크기는 일용근로자에서 가장 크게 난타난다. 항목 (e)의 단순노무직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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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 고용률
전체 고용률
상용직 고용률
임시직 고용률
일용직 고용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b) 시간당 로그 임금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c) 로그 근로시간
전체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

(2)

(3)

(4)

-0.001
(0.061)
0.029*
(0.016)
0.014
(0.022)
-0.036**
(0.014)
-0.023
(0.020)
0.051
(0.034)

-0.010
(0.060)
0.029*
(0.016)
0.011
(0.023)
-0.038**
(0.014)
-0.024
(0.020)
0.049
(0.034)

-0.005
(0.073)
0.025
(0.018)
0.007
(0.029)
-0.053**
(0.023)
-0.028
(0.029)
0.084**
(0.037)

-0.012
(0.096)
0.026
(0.024)
0.004
(0.039)
-0.077*
(0.039)
-0.029
(0.035)
0.104*
(0.053)

0.715***
(0.109)
0.602***
(0.186)
0.483***
(0.088)
0.810***
(0.266)

0.720***
(0.107)
0.603***
(0.187)
0.482***
(0.088)
0.809***
(0.263)

0.859***
(0.114)
0.776***
(0.203)
0.565***
(0.126)
1.036***
(0.341)

0.961***
(0.153)
0.812***
(0.272)
0.655***
(0.148)
1.052**
(0.387)

-0.540**
(0.199)
-0.027
(0.082)
-0.183**
(0.073)
-0.211
(0.173)
-0.226
(0.187)
-0.376***
(0.109)
-0.620**
(0.235)

-0.546**
(0.197)
-0.030
(0.082)
-0.179**
(0.071)
-0.223
(0.172)
-0.239
(0.186)
-0.385***
(0.106)
-0.629**
(0.234)

-0.682**
(0.257)
0.009
(0.113)
-0.202*
(0.102)
-0.138
(0.231)
-0.316
(0.254)
-0.369**
(0.139)
-0.867**
(0.295)

-0.684**
(0.282)
-0.014
(0.141)
-0.223*
(0.118)
-0.226
(0.287)
-0.409
(0.338)
-0.429**
(0.149)
-0.9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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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계속
(d) 평균 로그 월급여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e) 단순노무직종
종사자 비율
(f)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30〜54세 남성 고용률
시도별 선형추세
시도별 2차 추세

(1)

(2)

(3)

(4)

0.688***
(0.114)
0.419**
(0.196)
0.271
(0.163)
0.584*
(0.299)
-0.041
(0.024)
-0.007
(0.019)
N
N
N

0.691***
(0.113)
0.424**
(0.194)
0.260
(0.162)
0.570*
(0.299)
-0.044*
(0.024)
-0.008
(0.019)
Y
N
N

0.868***
(0.141)
0.574***
(0.194)
0.428*
(0.225)
0.720
(0.445)
-0.058
(0.038)
-0.005
(0.019)
Y
Y
N

0.947***
(0.185)
0.590**
(0.266)
0.429
(0.246)
0.642
(0.521)
-0.082
(0.065)
-0.008
(0.020)
Y
Y
Y

주 : 1) 표본 수 : 160.
2)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같은 시도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하
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3) 가중치는 각 시도의 60세 이상 인구의 제곱근이 사용되었음.
4) 60세 이상인구는 60세 이상의 모든 연령을 포함함.
5)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비율에 대한 결과에서 추정치들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나 대부분의 추정에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는 여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증가는
전체 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용근로자의 고용률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모형에 따라 여성
일용근로자의 고용률을 0.087〜0.134%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정치들은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증가는 고용원을 가
진 여성 자영업자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이들의 고용률이 0.024〜0.05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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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표 5> 15〜64세 여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 고용률
전체 고용률
상용직 고용률
임시직 고용률
일용직 고용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b) 시간당 로그 임금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c) 로그 근로시간
전체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

(2)

(3)

(4)

-0.069
(0.093)
0.028
(0.072)
0.055
(0.082)
-0.088***
(0.024)
-0.024*
(0.013)
-0.019
(0.030)

-0.067
(0.092)
0.034
(0.073)
0.060
(0.080)
-0.087***
(0.026)
-0.026*
(0.013)
-0.021
(0.029)

-0.073
(0.120)
0.061
(0.077)
0.056
(0.076)
-0.108**
(0.039)
-0.043**
(0.017)
-0.023
(0.044)

-0.175
(0.143)
0.091
(0.101)
-0.022
(0.093)
-0.134**
(0.054)
-0.054*
(0.027)
-0.023
(0.054)

0.532***
(0.143)
0.321*
(0.171)
0.539**
(0.215)
1.094***
(0.306)

0.532***
(0.141)
0.304*
(0.162)
0.559**
(0.218)
1.146***
(0.293)

0.800***
(0.127)
0.520***
(0.175)
0.806***
(0.254)
1.480***
(0.358)

1.172***
(0.147)
0.639**
(0.240)
1.283***
(0.254)
2.025***
(0.502)

-0.334**
(0.126)
-0.024
(0.068)
-0.069
(0.055)
-0.061
(0.172)
-0.522
(0.537)
-0.000
(0.251)
-0.569*
(0.319)

-0.351**
(0.133)
-0.036
(0.069)
-0.067
(0.055)
-0.077
(0.175)
-0.589
(0.521)
-0.034
(0.253)
-0.619*
(0.352)

-0.375*
(0.182)
-0.024
(0.112)
-0.063
(0.075)
-0.079
(0.262)
-0.774
(0.603)
0.069
(0.315)
-0.587
(0.443)

-0.341
(0.224)
-0.060
(0.154)
-0.089
(0.116)
-0.196
(0.361)
-1.019
(0.713)
0.112
(0.488)
-0.299
(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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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계속
(d) 평균 로그 월급여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e) 단순노무직종
종사자 비율
(f)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30〜54세 남성 고용률
시도별 선형추세
시도별 2차 추세

(1)

(2)

(3)

(4)

0.508***
(0.153)
0.256
(0.170)
0.478**
(0.189)
0.568
(0.459)
-0.053
(0.045)
0.000
(0.051)
N
N
N

0.496***
(0.148)
0.241
(0.165)
0.481**
(0.185)
0.554
(0.453)
-0.053
(0.045)
0.002
(0.053)
Y
N
N

0.776***
(0.159)
0.463**
(0.173)
0.723***
(0.230)
0.691
(0.541)
-0.082
(0.067)
0.038
(0.074)
Y
Y
N

1.112***
(0.214)
0.561**
(0.205)
1.075***
(0.309)
0.996
(0.784)
-0.128
(0.085)
-0.007
(0.072)
Y
Y
Y

주 : 1) 표본 수 : 160.
2)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같은 시도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
하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3) 가중치는 각 시도의 15〜64세 고졸 이하 인구의 제곱근이 사용되었음.
4)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항목 (b)의 시간당 임금에 대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할 때
임금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며 다른 인구집단들에서의 결과들과 유
사하게 일용, 임시, 상용근로자의 순으로 그 효과의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항
목 (d)의 월급여액에 대한 분석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항목 (c)의 근로시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의 증가는 전
체 근로자들에 대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하위 집
단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추정치들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다른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주목할 점은 추정된 표준오차가 크게 나타
나서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추정치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일용근로자들
의 고용과 근로시간에 상당 수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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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5〜59세 인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 고용률
전체 고용률
상용직 고용률
임시직 고용률
일용직 고용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b) 시간당 로그 임금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c) 로그 근로시간
전체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

(2)

(3)

(4)

0.020
(0.098)
0.221
(0.163)
-0.027
(0.147)
-0.102**
(0.039)
-0.051
(0.057)
0.001
(0.077)

-0.034
(0.102)
0.203
(0.164)
-0.030
(0.148)
-0.102**
(0.038)
-0.067
(0.053)
-0.008
(0.079)

-0.056
(0.123)
0.326*
(0.154)
-0.042
(0.143)
-0.162***
(0.052)
-0.120
(0.076)
-0.023
(0.112)

-0.178
(0.151)
0.448*
(0.232)
-0.191
(0.171)
-0.172**
(0.073)
-0.167*
(0.090)
-0.027
(0.137)

0.998***
(0.275)
0.727**
(0.252)
0.806**
(0.353)
2.315***
(0.487)

0.995***
(0.269)
0.705**
(0.243)
0.852**
(0.365)
2.358***
(0.485)

1.457***
(0.262)
1.093***
(0.266)
1.182***
(0.388)
2.937***
(0.571)

2.082***
(0.375)
1.496***
(0.377)
1.842***
(0.411)
3.681***
(0.809)

-0.599***
(0.165)
-0.110
(0.088)
-0.192**
(0.074)
-0.103
(0.256)
-0.162
(0.427)
-0.402*
(0.219)
-1.555**
(0.528)

-0.629***
(0.161)
-0.130
(0.087)
-0.192**
(0.077)
-0.172
(0.260)
-0.242
(0.441)
-0.414*
(0.224)
-1.606***
(0.531)

-0.734***
(0.195)
-0.177
(0.112)
-0.252**
(0.109)
-0.204
(0.344)
-0.429
(0.614)
-0.422
(0.303)
-1.782***
(0.602)

-0.699**
(0.249)
-0.201
(0.153)
-0.308*
(0.163)
-0.234
(0.458)
-0.783
(0.825)
-0.566
(0.440)
-1.511*
(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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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계속
(d) 평균 로그 월급여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e) 단순노무직종
종사자 비율
(f)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30〜54세 남성 고용률
시도별 선형추세
시도별 2차 추세

(1)

(2)

(3)

(4)

0.888***
(0.274)
0.536*
(0.252)
0.712**
(0.264)
2.170***
(0.630)
-0.056
(0.082)
0.027
(0.090)
N
N
N

0.865***
(0.259)
0.515*
(0.247)
0.689**
(0.266)
2.135***
(0.664)
-0.065
(0.083)
0.019
(0.091)
Y
N
N

1.280***
(0.266)
0.843***
(0.255)
0.987***
(0.290)
2.527***
(0.838)
-0.141
(0.096)
0.134
(0.131)
N
Y
N

1.882***
(0.401)
1.193***
(0.352)
1.615***
(0.352)
2.929**
(1.068)
-0.221
(0.128)
0.048
(0.149)
N
Y
Y

주 : 1) 표본 수 : 160.
2)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같은 시도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하
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3) 가중치는 각 시도의 15〜64세 고졸 이하 인구의 제곱근이 사용되었음.
4)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노무직종 고용률에 미친 영향은 모두 음의 값을 갖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은 25〜59세 인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이 인구집단에
결과 역시 다른 인구집단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률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일용근로자 집단에서만 나타난다. 임
금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일용근로자 집단
에서 그 크기가 컸다. 근로시간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집단별로 살
펴보면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로시간 감소가
나타난다.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여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며 일
용근로자 집단에서 그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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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강건성 분석

본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강건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한다. 첫
째로 경제활동인구 월별 조사 집계자료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미만율과 인구집
단별 전체 고용률의 관계를 살펴본다. <표 7>은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 인구집단의 고용률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15〜
64세 전체 및 여성 고용률은 월별 자료를 이용했으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15
〜24세 및 60세 이상 인구에 대한 고용률은 분기별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고용률 변화 변수는 전년 동월 또는 분기
대비 고용률의 변화이다. 각 인구집단에 대해 지역별 고용조사의 최저임금 미
만율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 또는 분기별 고용률 자료를 연도 - 지역별로 결
<표 7>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각 인구집단에 대한 회귀분석 : 2008〜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자료
15〜64세 전체 고용률
15〜64세 여성 고용률
15〜24세 고용률
60세 이상 고용률
시도별 선형추세
시도별 2차 추세

(1)
0.023
(0.038)
0.041
(0.044)
0.032
(0.028)
-0.007
(0.021)
N
N

(2)
0.028
(0.047)
0.043
(0.060)
0.032
(0.035)
-0.011
(0.023)
Y
N

(3)
-0.081
(0.068)
-0.035
(0.073)
-0.002
(0.039)
-0.019
(0.029)
Y
Y

N
1,920
1,920
640
640

주 : 1) 15〜64세 전체 인구 및 여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월별 고용률 자료가 사용되었
고 15〜24세 청년층 및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분기별 자료가 사용되었다.
2)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같은 시도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하
는 강건한 표준오차이다.
3) 가중치는 각 그룹의 시도 인구의 제곱근이 사용되었다.
4)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률), 지역별 고용조사(최저임금 미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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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했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각 지역의 인구그룹은 모든 월 또는 분기에 대해
같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값을 갖는다. 모형에서는 월별 혹은 분기별로 특수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 모형 (1)에 월 더미 또는 분기 더미가 추가적으
로 통제되었다. 다만 이전에 통제되었던 30〜54세 남성의 고용률 변수는 월별
혹은 분기별 자료의 부재로 통제되지 못했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한 분석
에서 이 변수의 통제 여부가 분석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을 고
려할 때 이 변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
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정 결과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기본적으로 같다. 어떤
인구집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만율의 전체 고용률 변화에 대한 유의한 효과
는 발견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특수한 추세를 추가한 분석들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의 고용률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로 <표 8>은 역대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했던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의 효과만을 분리해서 보기 위해 2017〜2018년 기간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고
<표 8>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률에 대한 효과 : 2017〜2018년

15〜64세 전체 고용률
15〜64세 여성 고용률
15〜24세 고용률
60세 이상 고용률

(1)
지역별 고용조사
-0.058
(0.081)
0.040
(0.084)
0.035
(0.160)
-0.061

(2)
경제활동인구조사
-0.080
(0.081)
0.004
(0.063)
-0.005
(0.113)
-0.012

(0.046)

(0.032)

주 : 1) 지역별 고용조사의 표본 수는 1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64세 전체 및 여성
에 대한 표본 수는 19.
2) 15〜24세 청년층 및 60세 이상 고령층의 표본 수는 64.
3)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같은 시도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하
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4) 가중치는 각 그룹의 시도 인구의 제곱근이 사용되었음.
5)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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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 변화의 관계만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기간을 2017〜2018년으로
제한했을 때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제활동 인구조사 두 자료 모두에서 15〜64
세 전체 집단에 대해 추정치가 음의 값을 갖고 그 절대값이 증가하지만 추정치
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15〜64세 여성, 15〜24세 청년층, 60세 이
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만율의 전체 고용률 변화에 대한 뚜렷한 효
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로 <표 9>는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이 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고용주들이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에
<표 9>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 : 2011〜2018년
(a) 고용률
전체 고용률
상용직 고용률
임시직 고용률
일용직 고용률

(b) 시간당 로그 임금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30〜54세 남성 고용률
시도별 선형추세
시도별 2차 추세

(1)

(2)

(3)

(4)

-0.012
(0.140)
0.336
(0.209)
-0.205*
(0.104)
-0.111*
(0.062)

-0.088
(0.137)
0.287
(0.224)
-0.210*
(0.111)
-0.110*
(0.061)

-0.161
(0.153)
0.093
(0.267)
-0.108
(0.146)
-0.149*
(0.084)

-0.311
(0.252)
-0.109
(0.396)
-0.037
(0.229)
-0.217**
(0.091)

1.510***
(0.256)
1.006***
(0.247)
1.264***
(0.343)
1.849***
(0.596)
N
N
N

1.396***
(0.203)
0.878***
(0.208)
1.189***
(0.312)
1.867***
(0.617)
Y
N
N

1.632***
(0.166)
1.154***
(0.281)
1.799***
(0.351)
2.125**
(0.873)
Y
Y
N

1.894***
(0.255)
1.510***
(0.484)
2.239***
(0.449)
1.779
(1.492)
Y
Y
Y

주 : 1) 표본 수 : 112.
2)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같은 시도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하
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3) 가중치는 각 시도의 15〜64세 고졸 이하 인구의 제곱근이 사용되었음.
4)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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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용조정을 한다면 하반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실제 고용조정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하반기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두 자료 모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상반기 조사는 2011년부
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의 표본기간은 2011〜2018년이다. 지면의 제
한으로 15〜64세 전체 인구에 대한 고용률과 시간당 임금에 대한 결과만을 보
고한다. 결과는 하반기 자료로부터의 결과와 유사한데 최저임금 미만율의 증가
는 전체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용근로자의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이점은 지역 특수적인 시간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에서
임시근로자의 고용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이다. 지역별 고용조
사 상반기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의 증가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며 그 크기는 일용, 임시, 상용근로자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넷째로 Card(1992)가 사용한 최저임금 영향률(당해 연도의 임금이 당해 연도
의 최저임금과 다음 연도 인상된 최저임금 사이에 있는 근로자의 비중)을 포함
하여 최저임금 영향률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했으
며 결과를 <표 10>에 보고했다. Card(1992)의 최저임금 영향률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일용근로자의 고용률에 대한 부정적인 추정치의 절대값이 가장 크
다는 점에서 앞의 결과와 유사하나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률에 대한 효과를 포함
모든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 이는 Card(1992) 방식으로
엄격하게 최저임금 영향률을 정의할 경우 임금구간이 좁게 설정되고 이에 따라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해 생성한 시간당 임금변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
정오차가 추정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작은
차이로 저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 영향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배제하기 위
해 최저임금 영향률의 계산에서 하한을 더 낮게 설정할 경우 앞에서 보고된 최
저임금 미만율을 사용한 결과들과 추정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 면에서 유사
한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어 현재 임금이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낮고 현재 최저
임금의 90%보다는 큰 근로자의 비중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계산하는 식으로 하
한을 더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계산은 시간당 임금의 작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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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다른 최저임금 영향률 지표를 이용한 분석 : 2008〜2018년
(a) 최저임금 영향률 1
전체 고용률
상용직 고용률
임시직 고용률
일용직 고용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b) 최저임금 영향률 2
전체 고용률
상용직 고용률
임시직 고용률
일용직 고용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0〜54세 남성 고용률
시도별 선형추세
시도별 2차 추세

(1)

(2)

(3)

(4)

-0.128
(0.234)
0.204
(0.231)
-0.058
(0.108)
-0.145
(0.106)
-0.085
(0.129)
-0.090
(0.135)

-0.004
(0.247)
0.241
(0.219)
-0.040
(0.113)
-0.142
(0.107)
-0.054
(0.123)
-0.066
(0.136)

0.023
(0.317)
0.156
(0.258)
-0.044
(0.132)
-0.171
(0.135)
-0.048
(0.150)
-0.075
(0.155)

-0.081
(0.376)
0.197
(0.247)
-0.042
(0.149)
-0.220
(0.169)
-0.016
(0.181)
-0.089
(0.193)

-0.054
(0.129)
0.164
(0.129)
-0.083
(0.068)
-0.086*
(0.044)
-0.086
(0.057)
0.015
(0.068)
N
N
N

-0.090
(0.155)
0.156
(0.134)
-0.089
(0.070)
-0.088*
(0.045)
-0.096
(0.056)
0.008
(0.068)
Y
N
N

-0.083
(0.189)
0.098
(0.143)
-0.081
(0.079)
-0.119**
(0.052)
-0.121**
(0.056)
0.031
(0.073)
Y
Y
N

-0.199
(0.246)
0.162
(0.175)
-0.087
(0.106)
-0.157*
(0.080)
-0.120
(0.085)
0.031
(0.086)
Y
Y
Y

주 : 1) 표본 수 : 160.
2)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같은 시도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하
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3) 가중치는 각 시도의 15〜64세 인구의 제곱근이 사용되었음.
4)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5) 최저임금 영향률 1 : 현재의 임금이 현재의 최저임금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미
만은 근로자의 비중. 최저임금 영향률, 2 : 현재의 임금이 현재의 최저임금의
90%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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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 영향집단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
다. 이렇게 하한을 약간 더 낮게 설정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증가할 때 일용 근로자들의 고용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 영향집단 임금구간의 하한을 10% 단
위로 변경하여 확인해본 결과, 최저임금 구간의 하한을 인상 이전의 최저임금
의 90% 이하로 설정할 경우 이 연구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을 사용했을 때의 결
과와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지표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더 나은 지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활동인구조사와 같은 조사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시간당 임금에 측정오차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여러 문헌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최저임
금 미만율을 이용한 추정 결과들을 보고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최저임
금 영향집단의 임금 하한을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약간 낮게 설정할 경우 회귀
분석 결과들이 최저임금 미만율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기 때
문에 Card(1992) 방식으로 엄격하게 최저임금 영향집단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분석 결과들이 최저임금 영향률을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
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보다 영세업체들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지
역을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추정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을 제외한 추정결과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
효과의 추정치들이 약간 더 크게 추정되었다.

Ⅶ. 주의사항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들에 대한 해석에서 암묵적인 가정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는 통계가
있다(오상봉, 2016).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최저임금이 완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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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의 분석이지만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
는 고용주들이 존재하며 그 정도에 따라 추정결과의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
다(이인재, 2018).
최저임금의 미준수 정도는 현재 시간당 임금이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
로자들의 비율로 보통 측정이 되는데 데이터에 오류가 없고 임금계산 기준이
동일하며 최저임금이 완벽하게 준수된다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 지표는 0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듯 우리나라의 데이터에서
최저임금의 임금을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근로자의 비중은 높은 편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실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본 연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결과들은 하향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결과의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앞서 지적했지만 지역
별 고용조사 역시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불완전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지역별 고용조사 역시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 첫째, 월급여와 근로시간이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므로 이 변수들
에 측정오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병희 2008; 이정민․황승진 2016; 정진
호 외, 2011). 둘째, 월평균 총임금을 이용해서 시간 당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초과근로수당이나 생활보조수당을 산입하지 않는 최저임금 산정방식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정진호 외, 2008; 유경준, 2013). 셋째, 원자료의 임금
항목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인데 반해 근로시간 항목은 조사대상 주간
의 총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은 조사시
점의 시간당 임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배진한, 2019). 자료의 특성상
시간당 임금 변수의 계산에서 상당 수준의 측정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
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결과의 해석에 있
어 주의가 필요하다.8)
8)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면 최저임금이 구속력 있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임금분포에서 최저임금 지점에 많은 관측치들이 몰려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관측치들의 최저임금 값에서의 몰림(bunching)
이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저임금에서 임금 관측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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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전히 다양한 차원에서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
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도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지역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그에 따라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대응이 존재할 경우 순수한 최저임
금의 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 최저임금 영향률도
지역노동시장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30〜54세
남성 고용률과 지역별로 특수한 추세로 이를 통제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변수들
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역노동시장에 특수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면 추정치들이 편의(bias)를 가질 수 있다.

Ⅷ. 토론 및 결론

이 논문은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대
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비중의 연도별․시도별 차이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인상
이 고용 및 임금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는 단일한 최저임금이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로 임금분포
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이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다를
수 있다. Card(1992)가 사용한 방법을 응용하여 각 지역에서 현재의 임금이 내
년도 인상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최저임금 미만율로
정의하고 이것이 고용률,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등의 고용 및 임금 지표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15〜64세 전체, 15〜24세 청년층, 60세 이상 고령층, 15
〜64세 여성 집단 각각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하
여 본 연구의 중요한 차별점은 근로자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나누어 보다 세밀
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종사상 지위별로 근로자들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

뚜렷한 몰림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데이터
의 제약 때문인지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
다. 데이터의 명백한 개선이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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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에 이질성이 존재함을 발견했다는 점에 있다.
각 인구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해당 집단 전체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제
활동인구조사 자료 모두에 대해 공통적인 결과이며 최저임금 인상폭이 컸던
2017〜2018년 기간으로 분석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
의한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근로자의 고용률을 유의미하
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특히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일용근로자
들은 상용근로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주의 고용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들
변수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용근로자들의 임금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임금체계상 최하위그룹에
서 임금상승이 일어날 경우 이보다 상위그룹에서도 임금상승 압력이 생기기 때
문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전파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가 있다(Cengiz et al., 2019).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근로자
집단의 평균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각 근로자 집단별로 추정
한 결과에서도 최저임금의 근로시간에 대한 효과의 추정치들이 대부분 음의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에서 임금상승효과가 근로시간 감소효과보다
커서 임금근로자들의 월급여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 영향률
이 1%포인트 증가할 때 15〜64세 일용근로자의 고용률은 0.079～0.132%포인
트 감소했다. 전년대비 16.4%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년대비 4.1%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를 경우 이 최
저임금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고용률은 0.324～0.541%포인트 감소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들의 시간 당 임금은 7.04～10.72% 증가하며 월급여액
은 7.13～9.73%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추정치는 음의 값을 갖지만 시간당 임금상승의 증가로 평균적인 월급여액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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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들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의견의 일
치를 보이고 있는데(Schmitt, 2013) 이 연구의 결과도 유사하다. 다만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근로자들에게 배분되는 총급여
액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일용근로자
의 고용은 0.079～0.132%포인트 감소하고 이들의 월급여액은 1.751～2.374%
증가하기 때문에 총급여액은 1.67～2.24% 증가한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에게
한정할 경우 근로자 유형에 관계없이 시간당 임금 및 월급여액의 증가가 고용
및 근로시간 감소분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들에게 귀속되는 총소득 역
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근로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
용원이 있는 여성 자영업자의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발견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근로시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추
측을 하자면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이들의 노동과 이
들이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들의 노동이 생산에서 보완관계에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용근로자의 고용감소와 자영업자들의 고용 및 근로시간 감소를 동시
에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시간의 감소, 일부 인
구집단에서 자영업자의 감소,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증가 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기간으로 한정할 경우 최저임금은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을 일부 감소시
키는 부정적인 효과와 함께 임금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감소와 임금근로자
들의 소득 증가에 근거할 때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을 어떻게 조정해나가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얻기
는 어렵지만 Alan B. Krueger가 지적했듯이 경제학은 상충관계(trade-off)와 위
험(risk)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 연구에서 보고
된 결과를 포함, 여러 차원에서 상충적인 결과를 급격하게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대응으로 정부에서 미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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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9) FernandezVillaverde(2018)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경제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정책이 의도했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
기하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노동의 무인화 기기로의 대체를 촉진할 가
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상 최저임
금이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정 해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조정해야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은 아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상충적인 결과와 위험성을 완
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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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Wages
Kim Taehoon
This study synthet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wages using yearly and regional variations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increase. The analysis
using the Survey on Regional Employment for the years 2008-2018 shows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of peple aged 15-64. However, it significantly reduces
the employment of daily workers.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raises
the average hourly wage and the average monthly earnings of wage workers.
Especially, the effect is larger for temporary and daily workers.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lso leads to a reduction in the average working hours.
The same analyses are conducted for people aged 15-24, those aged 60 and
more, and female aged 15-64 and the results are similar to those for people
aged 15-64.

Keywords : minimum wage, employment, wages, work hours, daily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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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노동체제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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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개성공단 노동체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
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단의 토대는 남한
자본과 북한 노동의 결합 및 저임금에 의한 저비용 생산을 지향하는 저진로
남자북로(低進路 南資北勞) 패러다임이었다. 이 기조로부터 행위자, 제도적
틀, 노동정치 등 노동체제의 구성요소부터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도출된다.
이윤획득이 목적인 남한 자본, 공단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는 북한 당국,
과업수행 자체를 우선시하는 북한 노동자 사이에 3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
다. 기업의 성과와 위험이 배타적으로 분할되는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임금을
둘러싼 우회로 없는 영합 게임에 직면하지만, 행위자 간 상이한 목적함수와
북한식 노동제도는 분쟁의 비무장지대 역할을 했다. 노동정치는 이익정치와
자존심의 정치로 이루어졌다. 경제적 공동이익의 범위가 매우 넓어 이익정치
는 주변화된 가운데 상이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자존심의 정치는 폭발력이
크지만 상호작용의 최소화를 통해 소극적 관리에 대체로 성공해왔다. 노동체
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도구화는 경제협력과 노동체제를 관
통하는 작동방식이었다. 둘째, 노동체제는 비대칭-저수위 균형체제였다. 행위
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점에서 균형이지만 저임금 - 저숙련 - 저참여가 조
합되었다는 점에서 저수위 균형이었다. 또한 넓은 공동이익지대와 제도적 비
무장지대를 배경으로 남한 기업의 이윤창출과 북한의 자존심 수호라는 상이
한 가치가 짝을 이루는 비대칭 균형이었다. 셋째, 노동체제에는 파괴보다는
유지요소가 강하게 작동하여 고도의 안정성을 누렸다. 비대칭-저수위 균형의
노동체제에 의한 경제협력의 성과가 우수할수록 저진로 남자북로(低進路 南
資北勞) 전략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된다는 점은 개성공단의 역설이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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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과제는 남북의 공동출자로 기업을 설립하고 남북 노동자가 공히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고진로 합자공로(高進路 合資共勞)의 새로운 모델을 창
출하는 것이다. 경제협력의 확대․심화는 고품질 - 고숙련․고임금 - 고참여의
상향적 선순환 관계에서 열쇠를 찾아야 한다.
핵심용어 : 개성공단, 남북 경제협력, 노동, 노동체제, 북한, 노동정치

Ⅰ. 서 론

개성공단이 싸늘하게 식은 지 3년이 흘렀지만, 언제 다시 공장 굴뚝에 연기
가 피어오를지 안개 속에 가려 있다. 집안 한쪽에서는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라고 아우성이고 옆집들은 군불만 때는 것 같아도 킁킁대며 미간을 좁힌
다. 아궁이에 불 지피러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이참에 건물 안전진단을 해보
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진작부터 공단을 리모델링하거나 아예 재건축하
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외연의 확장, 법․제도적 기반의 확충, 국제협력 강화
등이 그것이다. 노동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노동이 경제를 움직이는 기둥 중 하나임은 물론이다. 노동자 개인에게 ‘일함’
은 돈벌이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은 사회의 구성원이 누리는 일상적 삶
자체로서, 스스로를 확인하는 거울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심리적 측면까지
연결된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노동정치를 이루기도 한다.
개성공단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은 개성공단의 대동맥이자 미세혈관이다. 그
런데, 개성공단 노동에는 노동 - 자본 관계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가 스며들어
보통과는 다른 점이 많다. 들여다보는 데 색다른 시각이 필요한 까닭이다.
선행연구도 꽤 있다. 개성공단 노동연구는 법․제도 연구, 사회문화 연구, 노
사관계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법․제도적 연구로는 법규범과 실제 사이의 간극
에 주목한 연구(문무기․윤문희, 2006), 개성공단 노동법제를 다른 경제특구 또
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한 연구(이철수, 2017; 2018) 등이 있다.
사회문화적 연구로는 갈등과 충돌 요인에 직면한 기업들이 개발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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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를 통해 협력적 관계 형성과 새로운 문화 창조 및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강미연, 2013), 이와 유사하게 남북한 노동자들의 갈등과 협력 등 상호작
용을 통해 일터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정은미, 2015), 개성공단을
‘접촉지대’로 보고 실제로 근무한 주재원이 북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
역으로 북한 근로자가 남한 주민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양
문수 외, 2013a; 2013b) 등이 있다.
개성공단 근무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엮어낸 김진향 외(2015)의
저술은 공단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생하게 알려준다. 학술연구와
는 결이 다르지만 노동의 실체에 다가서는 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남측 실무자들도 북한 노동과 노동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미지를 구축했음이 짐작된다.
실무경험을 녹여낸 박천조(2018)의 연구는 환경, 주체, 관계, 상호작용 및 결
과에 걸쳐 일관된 틀을 세우고 개성공단 노사관계를 종합했다는 점에서 현재까
지 출간된 연구 가운데 단연 돋보인다. 이 연구는 개성공단 노사관계가 어느
한 주체의 일방적인 권한행사나 의사관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의 전략적 선택과 적극적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협상과 타협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성공단 노사관계의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동태적 변화를 드러
냈다는 점도 이 연구의 덕목에 해당한다.
기존 연구의 세 가지 흐름은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 법제 연구는 법․제도적
틀, 사회문화 연구는 상호작용의 양태, 노사관계 연구는 주요 행위자들의 관계,
환경,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흐름을 종합하면 개성공단 노동문제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개성공단 노동문제의 구조적 환경과 행위자들 사이
의 상호작용이 분석되었으나, 구조와 행위를 가로질러 개성공단 노동문제가 가
지는 본질적 한계는 충분히 분석되지는 않았다. 노동정치에 대한 분석도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일터라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노동정치가 개성을
무대로 연출될 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을 터인데, 선행연구는 대체로 조용했다.
향후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때 노동문제의 재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에는
경제협력의 큰 틀과 연계하면서 도발적이면서 풍부한 상상력이 요구되는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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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들은 자제력을 발휘했다.
이 글은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개성공단 노동문제의 특징과 근본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는
방향을 노동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구조적 맥락

1. 분석 틀
개성공단은 남북한 관계에서 잉태된 탓에 노동문제의 행위자, 이들을 둘러싼
환경,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걸쳐 일반적인 형태와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다.
이 글은 노동문제를 둘러싼 구조적 요소와 행위자의 전략적 대응으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하는 노동체제(labor regime) 개념을 도입한다. 노동체제 개념은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노동문제를 관
찰하는 데 두루 사용되어 왔다(노중기, 1997; 송호근, 1994; 장홍근, 1999; 장
홍근 외, 2016; Ciccia, 2015; Kettler et al., 1990; Zinecker, 2009).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도 개성공단의 구조와 행위의 독특한 성격, 구조와 행위가
연결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노동체제 개념은 다음
과 같은 맥락에서 쓸모가 많다.
노동체제 개념은 정의에서 보듯 구조적 맥락과 주체의 전략적 행위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다. 노동문제는 구조와 전략적 행위를 모두 고려해
야 하는데(Hyman, 1987), 노동체제 개념은 개성공단에 특유한 구조와 행위를
그려내는 데 유용하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지칭하는 노사관계 개념을
차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로 자본주의에서 사용되는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노동체제는 경제체제의 성격과 무관하게 개성공
단 노동문제의 구조와 행위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다. 더구나
개성공단에는 서로 다른 노동세계가 같은 공간에서 만나 작동한다는 점에서 사
회경제체제와 중립적인 개념이 분석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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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체제 개념의 미덕 중 하나는 노동정치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노사관계 이론은 권력을 외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는다
(Edwards, 2003: 12~13). 노동체제 개념은 노사관계 개념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정치적 측면을 부각할 수 있다. 이 개념이 한국 노사관계 연구에서 쓰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도 노동정치를 포착한다는 것이다. 노중기(1997)는 노동체제
를 아예 ‘노동정치체제’로 옮겨 쓰기도 한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권력, 이데올로기, 문화 등 정치․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며 갈
등과 타협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노동체제 개념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강하게
작동하는 개성공단 노동문제를 들여다보는 데 알맞다.
노동체제 개념은 동태적이다.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론이 지닌 약점 중 하
나는 정태적이라는 점에 있다.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상태
의 정지화면을 보여준다면 노동체제 개념에서는 동영상을 그려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체제는 개념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대상을 뜯어 보려면 도구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의 분석 틀은 [그림 1]과 같다. 개성공단 노동체제를
낳은 경제협력 패러다임 자체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경제협력 기조의
영향을 받는 노동체제는 행위자, 제도적 틀, 노동정치로 구성되는데,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일반적인 노동체제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노동체제의 구성요소가 미시적 분석이라면, 노동체제의 성격과 한계는
거시적 측면으로서, 노동체제의 작동방식, 성격, 지속과 변화 등 세 가지 측면
에서 분석한다.
[그림 1]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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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패러다임
개성공단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11년 동안 가동되면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주기업과 북한 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났다. 최저임금
은 2005년에 50달러에서 출발하여 2015년에는 73.9달러로, 평균 노동보수는
같은 기간 60.3달러에서 170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올랐다.
<표 1> 개성공단 일반현황
(단위 : 개소, 명,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입주기업
노동자

18

30

85

92

116

121

123

123

123

125

125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3,947 54,988

최저임금

50

52.5

55.1

57.9

60.0

63.8

67.0

67.0

70.3

73.9

노동보수

60.3

63.1

65.8

71.5

83.9

98.1 121.2 116.0 141.4 169.2

자료 : 임강택․이강우(2017).

생산체제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모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남한
자본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이하 ‘南資北勞’)으로, 남과 북이 양대 생산요소 중
하나를 거의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다른 하나는 저진로(低進路,
low-road) 전략을 기조로 삼았다는 것이다. 고진로 - 저진로 개념은 경제발전 전
략(Hanley & Douglass, 2014), 산업정책(Aiginger et al., 2013), 기업전략
(Harrison, 1994; Gordon, 1996) 등 쓰이는 수준이 다양하다. 하지만 저진로 개
념은 고품질보다는 낮은 가격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공통점이 있다.
개성공단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저진로 개념에 딱 들어맞는 특징을 가졌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낮은 토지사용료와 인건비를 이용한 ‘비용절감형 투자모델’
로서(김병연, 2015: 182), 한국의 산업화 초기 단계처럼 저숙련․저임금 노동이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패러다임은 저진로 남자북로(低進路 南資北勞)로 요약된다.
산업구성은 이러한 협력 기조에 정합성을 가졌다. 개성에 캐스팅된 주인공은
단기간에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고, 품질보다는 가격경
쟁에 우위를 갖는 산업이었다. 입주기업 가운데 약 60%가 섬유업종이다.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정치경제학(황규성) 

181

경제협력이 낮은 요소가격에 의존한 단순가공조립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
면서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은 대부분이 저숙련 노동자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
자의 숙련도는 한국 노동자는 물론 북한 노동력과 비교해도 높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손재주가 좋다고 하나, 주된 직무는 단순 가공조립이다.
저진로 남자북로(低進路 南資北勞) 패러다임은 그 방식이 서로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당시에는 개성공단 방식의 경제협력 자체가 획기적인 발상으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하나가 아니었다. 공단의 의미는 남북한에게 미묘하지만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남북 모두 개성에서 민족화합과 경제협력을 동시에 추
구했지만 남한은 경제에, 북한은 정치에 방점을 찍었다. 출범 당시 남측은 북한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월 200달러 정도로 합의하려 했는데, 김정일이 공단의 확
대와 평화정착을 위해 50달러로 깎았다는 점, 북한이 부지조성을 위해 군부대
를 후방으로 물렸다는 점 등은 북한이 민족적 차원으로 접근했음을 말해준다
(강수돌, 2015: 87~88; 김진향, 2015: 57). 북측에 있어 개성공단은 ‘분단 60년
을 극복하고 새로운 남북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상징’이자 ‘민족통일의
미래를 그려가는 살아 있는 실질적 상징, 최고의 상징’으로서 남북관계를 평화
적 관계로 정착시키려는 원대한 구상으로 보기도 한다(김진향, 2015: 57~58).
물론 북한이 공단을 통한 외화획득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
은 2002년에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는 등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회복
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굴러들어 올 돈을 깎으면서,
있었을 법한 군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평화와 민족통
일을 강조하는 태도가 단지 레토릭에 그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남북한이 손잡고 개성공단이라는 도화지를 깔았지만 한쪽에는 수채화 물감
이, 다른 한쪽에는 유화 물감이 들려 있었던 셈이다. 바탕화면에는 남한의 자본
과 북한의 노동, 남한의 경제중심 가치관과 북한의 정치 중심 가치관이 깔려
있었다. 개성공단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도출되는 노동체제는 구성요소와 거시
적 성격 등에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성을 잉태했다. 그리고 성과
도 컸지만, 한계도 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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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동체제의 구성요소

1. 행위자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주요 행위자는 남한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이하 ‘위원
회’)와 입주기업,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과 북한 노동자 등
목적함수가 서로 다른 4자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공단 자체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조직으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박
천조, 2018: 61). 위원회는 북측 총국과 최저임금 협상을 수행하나, 사용자가 아
니라는 점에서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입주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단순․명쾌한 목적을 가진 노동체제의 당사자다.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북한의 행정기구인 총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
걸쳐 폭넓은 임무를 담당했다. 행정적으로 개성공단이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안
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공단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역할도 수
행한다. 총국은 노동체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최저임금 협상의 당사자임과 동시
에, ‘노동처’, ‘노력알선기업’, ‘경영국’과 같은 조직을 통해 노동력의 배치와 관
리를 맡는다(박천조, 2018: 57~60). 나아가 총국은 북한 노동자를 관리한다. 실
제로 남한 기업의 55.6%는 북한 당국의 입장이 노사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박천조, 2018: 177). 총국은 보위부, 보안성 출신으
로 추정되는 ‘총무’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점에서(박천조, 2018: 54)
정치․사회적 기능도 수행했다.
노동체제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주어진 과업
수행 그 자체다. 노동자는 인민위원회와 당의 조치를 받들어 기업소에서 일한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김진향, 2015: 40). 그리고 과업수행에 충실한 것 같
다. 이들은 사정이 있어 조퇴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부족분을 채워주겠다고 하
는 등 일하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해낸다고 전해진다(김진향 외, 2015:
13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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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일하는 목적이 임금이라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개성공단 노동자
에게 임금의 의미는 부차적이다. 이들은 남측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받는다기보다는 총국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강하다(김진향, 2015: 58). 일례로, 공단에서 임금을 체불한 입주기업이 있었
는데, 노동자들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묵묵히 일을 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
되지 않자 총국이 나서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그동안에는
총국에서 해당 노동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왔는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니
해결하라는 것이었다(박천조, 2018: 195~196).

2. 제도적 틀
고용관계는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과 자본, 사회주의에서는 노동과 국가의 양
자관계이지만, 개성공단에서는 남한 자본 - 북한 당국 - 북한 노동자로 구성된 3
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북한 노동자가 고용관계의 당사자임은 물론인데,
남한 사업주와 북한 총국은 사용자의 지위를 공유했다.
3자 고용관계에서 당사자의 역할과 권한배분은 독특하다. 북한 노동자에 대
한 지휘통제권은 남한 사업주가 아니라 북한 총국이 행사한다. 임금은 남한 사
업주가 총국에 납부하면 총국은 ‘사회문화시책비’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대부분 상품공급권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한다(김진향, 2015: 58~59). 즉
지휘통제와 임금지급 측면에서 남한 사용자와 북한 노동자의 고용관계는 간접
적인 반면 총국과 노동자의 관계는 직접적이다.
공동사용자 중 남한 사업주는 고용관계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북한 총
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셈이다. 개성공단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사
용사업주와는 고용관계를 맺고, 파견사업주가 지휘통제권을 행사하는 한국의
파견 근로관계와도 다르다. 북한 총국은 고용주임과 동시에 지휘통제권 행사자
인 반면, 남한 사업주는 간접적인 고용관계 당사자에 머문다.
개성공단에 나타난 특수형태 고용관계는 남자북로(南資北勞) 패러다임 자체
보다는 경제협력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에 기인한 바 크다. 이 틀에서도 고용관
계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 형성될 수도 있었을 터이지만 북한은 공단 출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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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인사․노무관리 문제를 자신의 관할로 삼겠다는 입장
을 고수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북한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이 북한 노
동자에게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는 ‘모기장 전략’이었다(김병연, 2015: 196). 결
국 남측은 출자와 경영을 맡고, 노동력의 선발, 배치, 관리 등 노동력 관리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박천조, 2018: 109).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임금의
의미가 부차적인 데에는 임금이 기업으로부터 노동자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고
총국을 거쳐 지급되는 제도도 한몫했다.
남한 사업주와 북한 노동자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치한 고용관계의 특수성은
남자북로(南資北勞) 패러다임의 필연적 귀결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
다. 이로써, 개성공단 노동체제에는 출범 초기부터 제도적 비무장지대가 설치
되었다. 수채화 물감과 유화 물감이 섞이지 않는 것이 개성에서 그려낼 그림에
얼룩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3자로 구성된 고용관계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마주하는 마당도 독특하다. 노
동과 자본의 출처가 다르더라도 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생산과정에 녹아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는 노동과 자
본이 기계적․물리적으로 결합될 뿐 생산과정에 화학적으로 녹아들지 않았다.
기업은 기획 - 생산 - 판매에 걸친 활동의 전 과정 가운데 국내에서 수행할 생산
만 뚝 떼어 개성에 옮겨 놓음으로써 경영과 직접생산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었
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방식도, 계획당국으로부터 부여받
은 생산목표를 수행하는 고전적인 사회주의 기업관리 방식도 아니었다. 값싼
임금을 찾아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도 자본이 생산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오프
쇼어링과도 다르다.
한편 기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과 위험에 따른 부담은 배타적으로 귀속된다.
매출, 영업이익 등 기업의 성과와 적자, 파산 등 위험에 따르는 책임부담의 주
체는 기업이다. 북한 노동자는 기업활동의 결과와 무관하다. 실현된 영업이익
을 공유할 권리도 없고, 도산과 같이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도 노동자는 떠
안을 책임이 없다. 기업이 문을 닫아도 노동자는 본래의 일자리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배정받으면 그만이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의 지위를 요
약하면 ‘성과공유로부터의 배제와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였다.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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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총국과 노동자는 기업의 유지라는 소극적 이해관계는 있을지언정, 성과에
는 이해관심을 가질 이유가 크지 않다.
그런데 저진로 남자북로(低進路 南資北勞) 패러다임에서 기업의 성과와 위험
을 가르는 결정짓는 변수는 임금수준이다. 경쟁력의 원천이 낮은 생산비용에
있으니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임금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고, 기업의 성과는 임금의 함수로 단순화된다. 따라서 노
동과 자본의 이익구조는 다른 변수들은 부차화된 채 ‘이윤 vs. 임금’으로 명쾌
하게 정립된다. 개성공단에서는 ‘남=자본=이윤, 북=노동=임금’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노동과 자본은 ‘우회로 없는 영합(零合, zero-sum) 게임’ 구조에 놓인
다. 남한 자본은 임금 억제에, 북한 당국과 노동자는 임금인상에 이해가 있는
철길에서 정면으로 마주한다. 총요소생산성 같은 개념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성과와 위험의 배타적 분할 및 우회로 없는 영합 게임에 처한 행위자들의 행
위규범 역시 협력 패러다임의 필연적 귀결은 아니다. 남자북로(南資北勞)라도
우회로 없는 영합 게임도, 기업 성과와 위험의 배타적 귀속도 필연은 아니다.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제도적 틀도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었다.

3. 노동정치
개성공단 노동체제는 정치․경제․사회․남북관계 요소들을 모두 머금어 행
위자 간 상호작용도 다차원에 걸쳐 있다. 개성공단 노동정치의 범주는 경제적
차원에서 생산의 정치(이익정치)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자존심의 정치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생산의 정치를 보자. 생산량 증대는 남한 기업, 북한 총국, 북한 노동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 남한 자본의 경우 북한 노동력이 워낙 저임금이기 때문에
생산량 증대로 노동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총
국의 입장에서 남한 자본이 요구하는 생산량은 개성공단 자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 다만, 총국이 일반적인 사회주
의 기업과 다른 점은 당국과 계획흥정(plan bargaining)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다. 계획흥정이란 사회주의 기업이 생산 할당량 부담을 덜기 위해 잠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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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행태를 말한다(Buroway, 1985: 160; Kornai, 1992:
122〜124). 그러나 개성에서 총국은 계획당국과 흥정할 필요가 없고, 설령 흥정
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남한 기업이 된다. 북한 노동자 역시 생산량이 늘수록
총국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려들 필요는 없어
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우회로 없는 영합 게임에서 행위자의 이득과 손실이 임금수준에 좌우되기 때
문에 임금협상은 노동정치에서 핵심 의제가 된다. 이익정치에 국한할 경우 개
성공단 노동체제에서 전략적 상호작용, 가치지향, 행태는 임금편향성을 띠게
된다. 남자북로(南資北勞) 패러다임을 북한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노동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임금이 높아질수록 이문이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게 되는 수입의 대부분은 노동자 인건비다(김병연, 2015:
189; 박천조, 2018: 127).
임금협상은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최저임금 협상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기업 수준의 임금협상이다.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위원회와
총국의 협상으로 결정된다. 양국의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국가 간 최저임금
협상은 개성공단 노동체제가 노동과 자본의 관계임과 동시에 남북한 관계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최저임금 수준이 입주 기업에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을 고
려하면 두 행정기관들 사이의 협상이 입주기업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다. 국가 간 최저임금 협상 및 직접적인 효과발생은 개성공단 노동정치의 특징
중 하나다. 개별 기업 수준의 임금협상은 꽤 자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개
별 기업들이 일상적인 요구에 직면하여 협상이 이루어진 주요 안건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었고, 임금인상 빈도가 잦은 것은 개성공단 노사관계의
특징 중 하나였다고 한다(박천조, 2018: 175).
그러나 생산량과 임금을 둘러싼 이익의 정치는 개성공단 노동정치의 일부에
불과하다. 남북관계가 배여 있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행위
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개성에서 ‘자존심의 정치’는 이익정치보다 훨씬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익정치의 규칙이 매우 단순한 데 비해, 행위자들의 고유한 코드
가 시공간을 공유하며 전개되는 자존심의 정치에는 정해진 문법이 따로 없고,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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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가치관의 충돌 가능성을 늘 안고 있다. 노동의 의미가 그러하다.
북한 노동자에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체로 “평화적 남북관
계, 민족경제 발전, 통일을 위해 대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남측 중소기업
을 도우러” 온 것이라고 대답한다(김진향, 2015: 40; 김진향 외, 2015: 94, 197).
돈을 벌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대답은 연기(演
技)로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에서 일함은 인민위원회와 당으로부
터 받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그것은 공단에서 일하
는 것이다. 이것이 개성공단판 북한식 노동윤리다.
갈등은 노동윤리를 넘어 체제에 대한 관점으로 번지기도 한다. 일례로, 북한
노동자가 남측의 주재원에게 왜 그리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느냐 물어보자
먹고살려고 한다고 대답하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삽네다”라고 대응한
사례도 있다(김진향 외, 2015: 216).
이러한 북한 노동자의 자존심은 남한 사업주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남한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대체로 지시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한국 자
본주의, 특히 중소기업에 익숙한 관념이다. 개성의 북한 노동자는 정반대다. 기
업 - 근로자 관계를 ‘고용 - 피고용’ 관계로 설명하면 북측 인사들은 당혹스러워
한다(김진향, 2015: 40).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상하관계일지 모르지
만, 북한 노동자에게 그 상하관계는 총국과 노동자의 관계이지 남한 기업과 북
한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다. 여기에서 가치관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남
측 경영진은 북한 노동자를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반면, 북한 노동자는 대등한
당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양문수 외, 2013a: 150). 어떤 기업에서는 사
장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공개된 구조에서 북한 종업원 대표가 자신이 사장
과 동급이므로 칸막이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다(박천조, 2018: 258). 이
렇듯 남한 자본은 계급적 정체성에 충실한 반면, 북한 노동자는 계급 정체성은
상대적인 한편, 북조선 정체성을 강하게 품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 대표의 위상이 짐작된다. 직맹, 직
총 등 북한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은 개성공단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러나 북한 기업에 일반적인 “종업원 대표” 또는 “직장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직장장은 노동과정 통제와 노동자를 대표 기능을 수행한다. 작업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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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주체에 대한 남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대표가 일방적으
로 구성한다”는 응답(17.5%)과 “종업원 대표가 안을 제시하면 남한 기업의 개
성대표인 법인장이 승인한다”는 응답(63.5%)을 합치면 81%에 이른다. “법인장
이 일방적으로 라인을 구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9.4%에 불과하다(박천조,
2018: 246). 노동과정이 1차적으로 노동자 대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
한 노동자들은 남측 기업이나 주재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직장장
과 총무 등 간부 근로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다(박천조, 2018: 55).
자존심의 정치에서도 타협은 있다. 남측 사업주는 노동과정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지 못하는 제도가 탐탁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직장장을 통한 일처리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김진향 외, 2015: 214). 실제로 기업들은
종업원 대표의 능력 가운데 통솔력, 책임감, 협조성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 북한
노동력 관리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천조, 2018:
174). 경제적 비무장지대의 효용을 감지한 것이다. 직장장은 개성공단에 설치
된 제도적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유지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
을 했다.
그러나 타협이 불가능한 지점도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신문이나 서적
등을 읽는 ‘독보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본 남한 관리자가 작업을 종용하자 “지
금 당의 지령을 받고 있는데 몰상식하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관리자는 슬그머니 물러섰다고 한다(김진향 외, 2015: 125). 어느
기업의 관리자가 농담으로 “이 거지같은 놈아!”라고 했다가 근로자를 모독했다
고 추방당하기도 했다(김진향 외, 2015: 198). 추방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속속
들이 알 수는 없으나 타협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
개성공단 노동정치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익정치 측면에서는 생
산량 증대에 이해관계가 합치되지만, 임금수준에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그
러나 생산에 적극적 이해관계가 있는 남한 기업이 소극적 이해에 그치는 북한
의 저임금 노동으로부터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자존심의 정치는 충돌과 갈등
의 폭발력이 강하지만 북한에 의한 노동통제와 같은 제도적 비무장지대의 설치
와 직장장의 위상과 활동에 의해 정치성을 강하게 띠거나 자존심을 근저에서
자극하는 일부 첨예한 의제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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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동체제의 성격과 한계

1. 노동체제의 작동방식
개성공단 패러다임과 노동체제의 구성요소들을 종합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느껴진다. 어렴풋한 그 손의 실루엣에 한발 다가서면 한 손에는 경제가, 다른
한 손에는 정치가 들려 있음이 감지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으로부터
추출함(extraction)으로써 성과를 올렸다. 저진로 전략의 전형적 특성 중 하나는
기업이 노동자로부터 수익을 빼낸다는 것이다(Harrison, 1994). 개성공단에서
가치를 빼내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자본투여나 기술혁신이 아니라 노동력 투입
이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는 얼마나 값싼 노동력을 얼마나 많이 투입하여 얼마
나 많은 가치를 뽑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남한 사업주가 북한 노동을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은 당연했다. 일례로, 어떤 경영자는 복리후생 제도
에 대하여 50달러 임금을 보고 개성에 왔는데, 이게 뭐냐며 마땅치 않게 여기기
도 했다(정유석, 2017: 42).
값싼 노동에 의한 이윤창출 방식은 성공적이었다. 임금이 높아졌지만, 중국
이나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월 임금이 300~500달러 정도임을 감안하
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임강택․이강우, 2017: 97). 낮은 임금을 받았던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은 임금수준을 훨씬 상회했다(조동호, 2013). 착취였음이 분명
하다(김성경, 2019: 346). 북한 총국에게도 북한 노동자는 외화벌이의 도구였
다. 북한이 개성공단 협상에서 임금의 직접지불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배경에는
노동통제뿐 아니라 외화획득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당국은 북한의 노동자를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손바닥을 마주쳤다. 이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에 등장
한 북한 노동자는 ‘이중적 도구화’의 대상이었다. 경영과 생산의 분리, 성과와
책임 공유로부터의 배제, 이윤과 임금 사이의 상쇄관계, 임금을 둘러싼 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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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零合(zero-sum) 게임 등 기업의 환경과 작동방식은 노동의 도구화를 낳는
토양을 제공했다.
정치․사회적으로 노동체제를 이루는 제도적 틀과 노동정치는 저임금 노동
으로부터 가치를 빼내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수
완을 발휘했다. 남한 자본과 북한 당국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 공통의 이해관심을 가진다. 노동문제가 시끄러워지
면 곤란하다. 이때 북한식 노동통제 제도는 탁월한 효험을 발휘한다. 남한 자본
과 북한 노동자 사이에 위치한 북한 총국은 남한 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를 대
행하는 역할도 수행했다(정은미, 2015: 253). 북한 총국이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대행”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지만,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자 통제는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 자본과 북한 총국은 노동자 통제를 위한 묵시적 계약을
체결했다. 북한 노동자는 기업이 성과를 내는 데에도 ‘이중적 도구화’의 대상이
었듯이 통제의 대상 측면에서도 ‘이중적 도구화’의 대상이었다. 즉 남한 자본과
북한 총국이 경제적 차원과 정치사회적 차원에 걸쳐 노동을 도구화․대상화․
객체화함으로써 공단의 성과를 올리는 방식이 개성공단 노동체제를 작동시킨
원리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개성공단 노동체제가 장착한 노동의 도구화
는 ‘과거의 공유’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 개발독재 시기 한국의 요소투입형
산업화와 북한 계획경제 시기의 외연적․강행적 산업화는 닮은 점이 꽤 있다.
저임금 - 저숙련 노동으로부터의 가치 추출, 관료적 노동통제 등 노동의 도구화
가 품은 핵심적 특징은 서로 다른 두 ‘과거들’의 교차로에 위치한다. 이런 의미
에서 노동의 도구화는 남북한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을 한 조각씩 떼어 내어 개
성에서 짝을 맞춘 합작품이다. 한국의 개발독재 시기에 국가가 노동을 억압․
배제하는 역할을 맡아줌으로써 자본에게 고용관계 당사자로서의 의무와 노동
관리의 수고로움을 덜어주었다면, 남한 자본과 북한 당국은 개성에서 손잡고
유사품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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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체제의 성격 : 비대칭 - 저수위 균형
노동의 대상화를 기제로 작동했던 개성공단 노동체제는 특유한 균형체제를
생산했다. 남한 자본에는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이윤획득, 북한 당국에는 외화
획득, 북한 노동자에게는 총국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통한 생계유지라는 경제
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노동체제는 행위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점에서 균형
을 이루었다. 세 행위자들 사이 이익의 교집합은 남한 임금보다는 낮고 북한
노동자보다는 높은 임금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데 행위자들의 이익이 합치되는
범위는 대단히 넓다. 남한 기업은 싼 인건비의 세례를 흠뻑 받아 안았고, 북한
의 입장에서도 개성공단 노동자는 북한 노동자의 수입에 비하면 꽤 높은 임금
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김병연, 2015: 193〜94). 3자의 이익이 합치되는 폭은
대단히 넓어 하나의 균형점이 아니라 광대한 공동이익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런 균형은 저임금 - 저숙련 - 저참여 등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저수위 균
형이다. 노동체제는 저숙련 균형(low-skill equilibrium) 상태를 이루었다. 저숙
련 균형은 영국에서 직업훈련을 둘러싼 제도들이 상호작용하여 숙련 향상에 대
한 수요 자체를 옥죄는 상황을 포착한 개념이다(Finegold & Soskice, 1988: 22).
이 개념은 나아가 저부가가치, 저숙련, 저임금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을 지
칭하는 것으로 발전했다(Wilson & Hogarth(eds.), 2003: ⅶ). 가공조립 중심의
산업 및 기업의 포진, 숙련도 낮은 노동력의 구성, 값싼 노동비용 등 개성공단
노동체제는 저숙련 균형에 들어맞는 특징을 가졌다.
그런데 개성공단 노동체제는 이러한 저임금 - 저숙련에 저참여가 보태진다.
개성공단이라는 접시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당사자 모두의 공통 관심사인데,
이에 대한 강력한 위협요인은 잦은 접촉이고, 가장 간편하고 강력한 대처방식
은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공히 정치사회적 충돌의 가능성을 우려
하여 가능하면 접촉을 회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남한 주재원과 북한 노동자들은 식사를 따로 한다. 한반도에서 같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밥 먹
으면서, 밥 먹고 나서 같이 거닐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소속감을 일으키며 동류
의식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남한 주재원과 북한 노동자는 남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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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뒷담화도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제도개선이나 생산의 혁신방안도 자연스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개성에서는 유대감 형성의 가능성 중 중요한 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개성공단에서도 몇몇
경영참여 사례가 보고되지만(박천조, 2018: 244~248), 일상적이고 제도화된 수
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위자 간 접촉의 차단과 저참여는 잠
재적․실제적인 갈등을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방식이었다. 노동통제를
통해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한 한 회피함으로써 저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행위규범으로 정착된 노동체제인 것이다. 즉 개성공단 노동체제는 저숙련
- 저임금 - 저참여가 결합된 밑바닥 균형인 셈이다.
한편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균형은 비대칭적이다. 당사자 사이에 같은 종류의
가치와 이익이 맞아떨어진 균형이라기보다는 성질이 다른 가치와 이익 사이에
형성된 균형이다. 우회로 없는 영합 게임에서 남한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과 북
측 행위자가 추구하는 외화획득 및 생활비 수준은 상충관계에 있지만 북한 총
국과 노동자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 과업의 수행, 자존심 같은 경제외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같은 종류의 가치와 이익에는 우회로가 없지만 다른 종류의 가치
와 이익에 좁지 않은 샛길을 터놓은 상태에서 달성되는 균형인 것이다.
비대칭 균형은 고용관계의 특수성에서도 발견된다. 북한 노동자의 통제와 도
구화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남한 자본과 북한 총국의 교집합은 제도적 비
무장지대였다. 이 비무장지대에서 남한 사업주는 노동과정 통제를 포기하는 대
신 노무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북한 총국은 영향력 차단
과 노동통제라는 정치사회적 과업을 달성하는 정치적 교환을 이루었다.
이렇듯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성격은 비대칭 - 저수위 균형으로 요약된다. 임
금, 숙련, 참여는 노동의 도구화와 맞물려 낮은 수준에서 만나는 밑바닥 균형
체제였다. 또한 넓은 공동이익지대와 정치사회적 노동통제, 남한 기업의 전투
적 이익추구와 북한의 자존심 추구 등이 남북한이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을 추
구하면서 교묘하게 비대칭적인 균형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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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체제의 지속과 변화 가능성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핵심 특징인 비대칭 - 저수위 균형의 안정성은 어느 정
도일까? 균형 상태는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 파괴하는 힘보다 클 때 안정성을
획득할 것이다. 그런데 비대칭 - 저수위 균형은 이를 지탱하는 힘이 강하다.
균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앞서 언급한 광범위한 공동이
익지대 자체다. 물류비 등 다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공단의 노동비용이
한국의 인건비 수준에 근접할 때까지 기업은 저임금으로 인한 이익을 계속 누
릴 것이다. 임금이 오르더라도 한국 수준에 근접하지 않는 한 균형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만약 이 균형지대에서 벗어나는 수준으로 임금이 오른다면
남한 기업은 개성에서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저수위 균형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저임금 - 저숙련 - 저참여
등 노동체제의 구성요소들이 노동의 도구화를 지붕으로 강력한 상호 점착력을
발휘하여 깨지기 어려운 완결성을 갖춘다는 점이다. 남한 자본에 막대한 이익
을 낳는 저임금은 고숙련이 아니라 단순조립 중심의 저숙련 노동과 짝을 이룬
다. 고임금 - 고숙련 노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면 개성공단 패러다임 자체가 성
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저임금 - 저숙련 노동 자체가 개성공단을
지탱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공단 자체의 안정적 운영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남한 자본과 북한 총국
은 저임금 - 저숙련 노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떤 계기를 통
해 노동자가 정치․사회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면 공단
의 운영 자체를 위협할 잠재력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공동사용자가 북한 노동
자의 참여를 억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의 도구화․
대상화․객체화는 경제적, 정치․사회적으로 노동체제를 뒷받침하는 요인이자,
전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낮은 임금, 낮은 숙련도, 낮은 참여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노동체제의 내구력을 높이는 힘을 발휘한다.
노동정치 차원에서 비대칭 균형의 범위는 남측의 이익추구와 북측의 자존심
의 정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이 그려진다. 그런데 이런 비대칭
균형 역시 폭이 좁지 않다. 북한 당국의 최우선 가치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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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있기 때문에 갈등요인을 스스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했고, 효험이
컸다. 제도적 비무장지대에서 활약한 직장장은 현장의 균형자(balancer)였다.
비대칭 - 저수위 균형의 노동체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함정’에 빠질 위험을 내재적으로 안게 된다. 공단의 패
러다임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행위 준칙을 변경할 유인을 찾기 어려운 상태
에서 노동체제는 역설적이지만 고도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개성공
단 노동체제가 안았던 본질적 한계다.
그러나 개성공단 노동체제에 변화의 조짐도 보고되었다. 북한 노동자들이 임
금에 부여하는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식으로 연장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은 2006년에 7.2시간에 그쳤던 반면, 2015년에는
17.5시간으로 늘어났다(박천조, 2018: 183). 2013년 상반기에 개성공단이 일시
폐쇄되었다가 같은 해 7월에 재개된 후 북한 노동자의 태도가 달라져 작업 몰
입도가 높아졌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에 임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정은미, 2015: 257). 북한 자체에서 행해지는 노동력 동원에서 면제됨과 동시
에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노동자들이 개인별 차
등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거나 기업 이익에 대한 공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어느 주재원은 북한 노동자도 돈에 눈을 떴다고 평가하기
도 한다(김진향 외, 2015: 111, 167, 205; 박천조, 2018: 185). 이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데면데면했던 기업의 생산수요와 노동자의 이익이 접점을 이루는
범위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노동체제의 저수
위 균형을 깨뜨릴 정도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껏해야 넓은 균형
지역 안에서 수많은 균형점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동하는 수준
에 머물 것이다.
오히려 노동체제의 비대칭 - 저수위 균형을 강화하는 현상도 감지된다. 저수
위의 한 축인 저참여는 북측이 노무관리를 맡은 제도에 연유한 바 크다. 사업주
들은 노무관리를 북측이 전담하는 틀이 편해진 수준을 넘어 아예 고용관계의
당사자성을 회피하는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기업들에 위원회의 지원이 필요
한 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시장친화적 노동제도 구축은 19%에 그쳤고,
근로자 요구에 대한 총국과의 협상이 29.8%, 임금 및 노동보호물자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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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를 차지했다. 제도개선보다는 북한 종업원 대표와의 일상적인 협상 과정
에 위원회가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박천조, 2018: 181). 즉 기업들은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인사노무관리의 역할을 관리위원회가 맡아주길 바란다.
경영주가 고용관계의 당사자이나, 당사자 성격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개성공단에 흐르는 노동의 도구화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더
구나, 남한 자본과 북한 총국은 노동의 도구화를 비결정(non-decision) 상태로
남겨 두는 데에 이해관심이 합치한다. 비결정은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의제로 설정되고 중요한 나머지 이슈는 의제 자체로도 설정되지 않는 상황을
지칭한다(Bachrach and Baratz, 1962). 두 공동사용자는 개성공단 노동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지 않게 함으로써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두 행위자의 암묵적 공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재차 확인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는 훌륭했다. 여기에서 개성공단 노동
체제의 역설이 또 하나 생긴다. 비대칭 - 저수위 균형의 노동체제에 의한 경제
협력의 성적표가 좋을수록 低進路 南資北勞 전략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된다는
점이다. 남북한 경제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효과는
부각되고 어두움은 가려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의 비대칭 - 저수위
균형과 넓은 공동이익지대는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모델은 확장성이 제한되었다. 경협의 주요 대상 업종들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지 않다. 원자재 및 부품의 생산과 유통, 이와 관련된 서
비스업의 발전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 및 취업유발 효과가 적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낮아 별도로 배후 생산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지리적
확장성도 가지지 못했다. 개성공단은 한국경제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된 외딴 섬
에 불과했고, 북한경제에서도 개성 밖으로 미치는 파급력도 한계가 있었다. 기
업이 돈은 벌었지만 경제가 번성되지는 않았다. ‘번영 없는 수익(profit without
prosperity)’ 현상(Lazonick, 2014)이 연상된다. 개성공단이 남북한 모두에 산업
구조의 심화 및 지리적 확장의 잠재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확장력의 한계는 다
행스러운 지점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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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개성공단은 노동의 관점에서 가장 진화된 형태의 경제협력 방식이었다. 교역
과 금강산 관광의 형태로 진행된 ‘경제협력 1.0’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남북한의 노동이 결합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노동 없는 경제협력’이었다. 개
성공단으로 대표되는 ‘경제협력 2.0’ 모델은 생산과정에 북한의 노동이 등장했
다는 점에서 경제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패러다임과
이로부터 연역되는 노동체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단계에 도달했다.
10년이 넘었으니 강산이 한 번 바뀌었다. 개성공단도 변할 때가 되었다. 경제
협력의 확대․심화(widening & deepening)를 위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 향
후 경제협력의 핵심과제는 고진로 합자공로(高進路[high-road] 合資共勞) 패러
다임의 3.0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공히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남과 북의 노동자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고품질 생산 → 고
부가가치 → 고수익 → 고임금의 상향적 선순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은 노동체제의 변화와 동행한다. 3.0 모델에서 노동체제의 핵
심 특징은 기업의 성과와 위험에 대한 공동의 권리와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이
다. 기업이 경쟁력의 원천을 고품질에서 찾으면, 기업 이윤과 노동자 임금이 동
반상승하는 호혜(互惠, positive-sum) 게임으로 전환된다. 행위자의 전략적 상호
작용, 가치지향, 행태가 임금편향성을 벗어나 혁신지향성을 갖추게 된다.
고용관계가 정상화되어 남과 북이 사용자와 피용자의 지위를 공유한다. 노동
이 도구화․대상화․객체화에서 벗어나 경영의 파트너이자 노동체제의 주체로
위상이 바뀐다. ‘남한 = 경제적 이익, 북한 = 도덕적․정치적 가치’라는 등식이
해체되고, 남북균열은 상대화되며, 갈등과 균열은 명실상부하게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남과 북의 노동자와 경영주는 일터에서
시공간을 공유하며 일상적으로 서로를 대면하고, 기업은 북한 노동자로 구성된
공간(空間)에서 남북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공간(共間)으로 재편된다. 기업이
말로만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제대로 경제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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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에는 핵심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가격보다는 품
질에 경쟁력을 가지며,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주력 제조업이 참여하면 패러다
임의 전환이 가능하다. 협력의 산업구성이 심화되고, 지리적 범위도 확장될 가
능성이 열린다. 산업의 심화와 지리적 확장이 누적되면 언젠가는 경제협력 자
체가 특구방식을 벗어나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구상을 환상으로 느끼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재가동 자체도 불투
명한 상황인데, 패러다임의 전환은 머나먼 얘기다. 그러나 구조적 제약에 사로
잡히면 상상력은 가난해진다. 지금 필요한 건 척박한 땅에 뿌릴 거름이다.
다양한 구상 자체가 거름이다. 패러다임을 전환한 다음에 개성공단을 가동하
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걸림돌도 많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새로운 단지를 만들 수도 있다. 비교적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노동자의 상호간 취업이다. 취업이 아니라면
연수도 생각해 볼 수 있다.1)
남북협력은 ‘축적의 시간’과 ‘축적의 길’이 필요하다. 혁신은 수많은 시행착
오와 실패를 디딤돌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
제협력의 확대․심화에는 더 많은 난관과 그 난관을 통과하기 위한 지난한 소
통이 필요하다. 가시밭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다. 발걸음이 사뿐사뿐할 수는 없
지만 그래도 터벅터벅 걸어가야 한다. 독일에서 ‘접근을 통한 변화’를 제기한
에곤 바(Egon Bahr)는 투칭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웅변한다(Bahr, 1963).
“통일은 어떤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인 회합에서 역사적인 결정으로 실현되는 하나

의 사건이 아니다. 수많은 발걸음과 정거장을 거치는 여정이다 ... (접근을 통한 변화
말고는) 기적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정책이 아니다.”

1) 심사자 중 한 분은 “중진로 공동관리 전략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기도 했다. 귀
기울일 만하다. 이 글은 고진로 전략으로의 직접이행을 주장하지만, 다른 경로도 열어 놓
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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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ure and Limits of Labor Regime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wang Gyu-seong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valuate the labor regime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a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The Complex was based on
low-road paradigm producing low-value-added goods depending on cheap
labor by combining South Korean capital and North Korean labor. The labor
regime were unique in nature in terms of actor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labor politics. Employment relations were formed among three actors including
North Korean workers, South Korean employers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heir primary objectives were making out the given tasks, profit gain,
and stable management of the complex respectively. They face with each other
within zero-sum game without detour centered on wage level in absence of
performance and risks sharing. But the economically acute situations were
alleviated by different orientation of actors and adoption of North Korean
labor institutions acting like demilitarized zone. Labor politics was composed
of interest politics and self-respect politics. While interest politics was
marginalized by large width of common interest areas, politics of self-respect
had succeeded in managing actual and potential conflicts by minimizing
interaction. The labor regime were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ly, a modus
operandi of the regime was instrumentalization of labor. Secondly, the nature
of labor regime was asymmetric low-level equilibrium. The regime was a
low-level equilibrium in that it brought some benefits to all actors at the
conditions of a combination of low-value-added production, low wage, and
low skill, and low participation. It was also asymmetric in that economic
interest of the South Korean employers and political objectives of the North
Korean actors were harmonized in the context of wide common interes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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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stitutional demilitarized zone. Thirdly, the maintenance factors were
stronger than destructive ones, making the regime enjoyed a high level of
stability. But the regime enjoyed high level of durability by preserving elements
outweighing disrupting ones. It is a paradox that the improvements of economic
performance by the asymmetric low-level labor regime tends to proves the
excellence of the strategy. The key task of future economic cooperation is
to create a model with a high-road joint-venture partnership paradigm.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two Koreas invest jointly to establish a
corporation, and workers from both Koreas are working together, aiming for
a virtuous circle among high-quality production and high-wage.

Keywords :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 - Korean economic cooperation, labor,
labor regime, North Korea, labo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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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주형․이영면․
이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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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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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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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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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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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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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고성과자

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연구(권기욱)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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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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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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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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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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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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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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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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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임찬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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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준)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제도 인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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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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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이직 전후 직무만족의 변화 분석(김진하․
정재윤․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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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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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이영면․나인강․박재희)

◐ 제17권 제3호(2017년 9월)
◐ 제17권 제1호(2017년 3월)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고용구조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
용효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양지연)
▪직무만족, 생활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생활만족의 매개효과와 고용형태의 조절효
과를 중심으로(박재춘)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요
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
로(김정은․강경주․이영면)
▪은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최은영)
▪근로자 고령화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장윤섭․양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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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제4호(2017년 12월)

을 대상으로(김우영․이정만)
▪영유아기 양육형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업훈련과 이직: 직업훈련은 과소공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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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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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 제19권 제1호(2019년 3월)

가능성(이상아․이승윤)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

▪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

엄 :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권혜자․이혜
연)
▪ 프리랜서들의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장종익)
▪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 :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박광표․김동철)
▪ 팀 내 임금격차와 임금위치가 성과에 미
치는 영향: 한국프로야구 팀을 중심으로(양
동훈․고은정․장용준)
▪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노조조직률, 사용자
의 노사관계전략이 여성의 관리자 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
김동주)
▪ 최상위 소득 대체를 활용한 근로소득 불
평등 측정(유혜림․민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