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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쟁가치모형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유형이 기업의 내부노동시
장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환경 역동성이 어떠한 조절효과
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형과 위계형 조직
문화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를 높일 것인 반면, 시장형과 혁신지
향적 조직문화는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를 낮출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 역동성이 높을수록 공동체형과 위계형 조직문화가 기업의 내부
노동시장 활용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시장형
과 혁신지향적 조직문화가 내부노동시장 활용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강화
될 것으로 보았다. HCCP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종단 분석한 결과, 공
동체형과 위계형 조직문화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정(+)의 영
향을, 시장형 조직문화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역동성의 조절효과의 경우, 예측과는 달리 환경
역동성이 클 때 공동체형 조직문화가 내부노동시장 활용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가 가진 함의와
한계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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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 제기

1987년 민주항쟁과 더불어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기업 생태계 및 인사시
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분수령으로 여겨진다(강성춘 외, 2011). 외환위기 이후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 불리는 미국식 인사시스템이 급속히 도입․확산되면
서 전통적인 한국의 인사시스템을 지탱했던 내부노동시장의 활용도 역시 줄어
들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내부노동시장 활용도의 변화와 관련된 기
존의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는 국내기업
들의 내부노동시장이 정말로 약화되었는지를 데이터로 검증하는 연구들(김영
미․한준, 2008; 송호근, 1990; 정이환, 2002; Bae et al., 2011)이고, 다른 하나
는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고용관계의 변화가 있었는지(노용진․원인성, 2003;
신상인, 2005; 황수경, 2003)와 이것이 기업의 성과(권순식, 2014; Cho, 2003;
Kang & Lee, 2017)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룬 연구들이다. 이러한 선
행연구들은 한국 기업들의 내부노동시장이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변화
가 일어났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층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노동시장 관련 논의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확장
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는 내부노동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결과를
폭넓게 다루어 왔으나, 어떠한 기업 내부적 특성이 내부노동시장의 활용을 강
화 또는 약화시키는지에 대해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비공식적이지
만 강력한 사회적 통제 기제로서 기능하는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는
인사제도 및 조직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
한다는 측면(Burton et al., 2002; Burton & Obel, 2004)에서 내부노동시장 활용
의 중요한 기저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의 유형들이 내부노
동시장의 활용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관련 연구들 역시 조직문화가 기업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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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거나(최석봉․김규덕, 2012; Denison, 1990; Peters &
Waterman, 1982), 각종 제도 및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 혹
은 약화시키는 경계조건으로 조직문화를 다루어왔으나(이명주 외, 2015; Erdogan
et al., 2006; Vaccaro et al., 2012), 조직문화가 갖는 전방위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Denison, 1990; Schein, 1990) 성과에 미치는 영향 외에 조직 내외 정책 및
제도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인사시스템은 조직 내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소인 환
경적 요인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충격 이후 국내 기업들의 인사시스템 변
화는 그 속도와 깊이 면에서 조직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산업별로 마주한 환경
적 특성에 따라서도 그 영향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가 큰 차이가 있다(강성춘
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내부노동시장 관련 논의는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상에 집중하되, 현재진행형으로 변화하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내부노동시장의 활용 정도를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 요소뿐 아니라 상황 맥락인
환경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내부노동시장의 활용 정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
는 시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기업
의 내부적 요소인 조직문화가 내부노동시장 활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직문화 유형 구분에 있어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경쟁가
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
분하고 각각의 유형이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설화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 목적으로 본 연구는 개별 조직문
화 유형과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활용 정도 간 관계에 있어 경계 조건으로서
외부 환경의 역할을 논하고 이를 가설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
증하기 위해 조직문화 유형과 내부노동시장, 환경 역동성 관련 구성개념들을
변수화할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 기업체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 HCCP)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차년도 자료를 종단 분석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조직문화와 내부노동시장 관련 연구들의 학문적 외연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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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련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조직문화 유형
문화인류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문화(culture) 개념이 경영학의 조직 분야에
적용된 것은 1980년대부터로, 일본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Ouchi, 1981)과 더불어 미국 초우량 기업의 핵심원천을 도출하는 과
정(Peters & Warterman, 1982)에서 학문적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조직문화의
정의에 대해 Denison(1990)은 집단이나 조직 수준에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집단적 가치 또는 신념이라 제시하였
다. 조직문화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Schein(1990)은 조직문화를 조직의 외
부적응과 내부통합의 문제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집단이 발견 및 개발한 기본
가정의 양식으로, 구성원들이 지각하고 느끼는 것이라는 정의를 제안하였으며,
Cameron & Quinn(2011)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관습, 규범, 전
통, 지식, 기술을 포함한 총체적 개념으로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
본가치 및 전제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직문화는
조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
정하는 가치와 규범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일종의 규범체계로 기능하
면서 구성원들이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the focus of attention)에 영향을 미치
고, 조직의 제도나 의사결정에 대해 종업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해야 하
는지를 형성하게 하며,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조직이 생각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도록 한다(O’Reilly & Chatman,
1996). 이러한 이유로 조직문화는 기업이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바람직한 행
동에 대한 해석의 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강력한 사회적 통제 시스템으
로 기능하게 된다(O’Reilly & Chatman, 1996). 조직문화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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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통제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성과평가나 보상제도와 같
은 공식적인 통제시스템처럼 강력하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의 규제 및 통제의
장치로서 기능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다른 기업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해당
기업만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동하게 된다(Denison, 1990; Schein, 1990).
이러한 조직문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조직문화연구에서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았
는데, 질적 연구중심의 조직문화 연구가 양적 연구로 대체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준 것이 바로 Quinn & Rohrbaugh(1983)와 Cameron & Quinn(2011)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 : CVM)이다. 경쟁가치모형은 조직 효
과성을 결정짓는 핵심 차원으로 지향점(focus)과 조직구조(structure)의 두 가지
차원에 주목하여, 이를 수평과 수직 차원으로 나누어 총 네 가지의 조직문화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지향점과 관련된 수평 차원은 내부지향성과 외부
지향성이라는 대립 가치로 구성되는데, 내부지향성 조직은 내부 균형과 조정을
중시하는 반면 외부지향성 조직은 경쟁과 조직 외부 환경에의 적응 및 적합성
을 강조한다. 조직구조와 관련된 수직 차원은 유연성과 통제라는 모순 가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연성을 강조하는 조직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분권화를 중시하는 반면, 통제를 강조하는 조직은 내부 질서 및 효율성을 우선
시한다. 이러한 2x2 매트릭스에 의해 인간 관계형(collaborate), 개방 체계형
(create), 내부 과정형(control), 합리적 목표형(compete)이라는 네 가지 조직원
형(archetype)이 도출되며, 이러한 조직원형과 연계되어 [그림 1]과 같이 총 네
가지 조직문화 유형인 공동체형 문화, 위계형 문화, 시장형 문화, 혁신지향형
문화가 제안되었다. 한편 경쟁가치모형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문화를 개념적으
로 구분하지만 하나의 조직 내에는 네 가지 문화가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
함을 가정한다.
이렇게 제안된 각각의 조직문화 유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공
동체형 문화(clan culture)는 인간관계 지향적 문화로, 공유된 가치와 목표, 결속
력, 집단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 가족적인 분위기, 유연한 의사결정을 강조한
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장기적인 역량 개발을 중시하며,
리더의 역할 역시 후견인이나 부모에 가까우며, 조직은 충성심과 전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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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쟁가치모형

결속되고 강화된다. 이러한 공동체문화는 팀워크, 참여, 합의를 중시하므로 구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으며, 구성원들 간 신뢰와
친밀감, 인간적 유대감과 집단적 결속력 등이 강조되어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수준이나 조직몰입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조직 효
과성의 기준은 인적 역량 개발 및 조직구성원들의 높은 참여와 연결되므로, 구
성원들의 장기적인 근속을 위한 인사제도가 중요하며 팀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분권화된 의사결정방식을 추구한다.
다음으로 위계형 문화(hierarchy culture)는 조직 내부를 지향하되 안정과 통
제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조직의 안정적 유지가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식화와 구조화가 매우 높은 조직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위계 문
화 하에서는 정보관리와 문서화를 통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관리가 이
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조직운영의 일관성, 효율성, 예측가
능성을 중시하므로, 명확한 의사소통, 관례, 표준이 강조된다. 또한 조직 효과성
을 판단하는 데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공식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규정과
절차가 중시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공식화 및 집권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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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추구하면서 일상적이고 표준화된 활동들이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세 번째 유형인 시장형 문화(market culture)는 외부를 지향하는 동시에 조직
내 통제와 질서를 강조하는 문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형 문화하에
서는 조직 효과성이 생산성, 성과, 이익으로 판단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
고객이나 공급자 등이 주요 관심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의 적응
및 적합성 제고를 통해 조직성과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하므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끊임없이 파악하는 것과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
보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므로, 구성
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사제도 및 시스템을 성과 기반으로 운영하며, 경쟁
적이고 도전적인 분위기를 지향함으로써 개별 구성원들의 성과 또한 최대화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지향형 문화(adhocracy culture)는 외부를 지향하되 구성원의
유연성과 재량권을 중시하는 조직이다. 혁신지향형 문화에서는 환경 변화에 적
응하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독특하
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새로운 시장 개발과 업무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민감성을 가지고 창
의적이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한편,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기
꺼이 감수하며 생존을 위한 제반 자원을 확보하고 획득하는 데 노력한다. 역동
적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구성원들
의 태도 및 행동이 중요하므로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솔선과 자유로운 의견 개
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변화에 대한 준비와 과감한 도전을 장려한다.

2. 기업 내부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노동시장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란 임금, 지위, 그리고 다
른 여타 유형의 직무보상과 노동력이 교환되는 장소로 정의되는데(송호근,
1991),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고용, 이동, 직무기술과 임금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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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과정이 유사하게 구조화된 체계라 볼 수 있다(Althauser, 1989). 이러한 노
동시장은 크게 외부노동시장(external labor market)과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외부노동시장은 전통적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자
율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을 의미한다면, 내부노동시장은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시장과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운영 및 유지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내부노동시
장이론을 체계화한 Doeringer and Piore(1971)에 따르면, 내부노동시장은 “노동
의 가격결정과 배분이 일련의 규칙과 절차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관리 단위”
로 정의되며, 이 점에서 내부노동시장은 시장경제요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외부노동시장과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 Sorensen(1983)의 경우 내부노동시장
을 외부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소득을 통제하는 메커니즘과는 다른 기업 영역 내
에서의 임금률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외부의 노동시장과는
다른 원리, 즉 장기고용관행, 단위사업체 내의 직무위계 존재, 입직의 최하위
직급으로의 제한, 숙련향상과 관련된 내부승진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메커니
즘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Osterman(1984)은 일련의 공식적 규칙과 절차들이
기업 내 고용관계에 지침과 제약을 부여하는 시장이라고 보았으며, Althauser
(1989)은 조직의 최하위에서만 입직이 되고 이후 조직 내에서 상승이동이 되는
직무 사다리라고 내부노동시장을 폭넓게 규정한 바 있다.
국내 연구들의 경우 정인수(2005)는 기업 내 보직, 배치, 승진메커니즘, 인적
자본의 축적, 임금의 결정, 작업시스템, 노사관계 등을 두루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김영미․한준(2008)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내부 승진
과 연공제 임금을 통해 기업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고용안정을 누리
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내부노동시장을 활용하는 고용주는 노동자의 몰
입과 충성을 얻을 수 있고, 노동자는 임금과 고용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반면 내부노동시장의 경우 조직에 속하지 않는 외부의 노동자들과의 격
차와 불평등을 가져오는 측면도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황수경(2003)의 경우 내
부노동시장을 일반적으로 임금과 같은 노동의 가격 결정과 채용, 직무 배치, 승
진과 같은 고용 결정이 일반적인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기업 내의 일
련의 관리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화된 고용관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
으며, 박용철․임상훈(2013)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을 근로자의 채용, 이동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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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그리고 보상이 시장원리가 아닌 기업 내의 관리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
로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내부노동시장을 구성하는가? 이에 대해 Doeringer
& Piore(1971)는 내부노동시장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기업특수적 숙련, 직장 내
훈련(OJT), 관습(custom) 등 세 가지를 들고, 그중 직장 내 훈련(OJT)이 내부노
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Sorensen(1983)의 연구에
서는 내부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입직의 최하위 직급으로의 제한, 장기고용관행,
숙련향상과 관련된 내부승진 시스템, 단위사업체 내의 직무위계의 존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Barker & Christensen(1998)은 내부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규
칙과 제도로 ① 명시적 인사규칙에 따른 행정적 통제, ② 장기고용 보장, ③ 내
부 경력 상승 기회(career ladder)의 제공, ④ 기업 특수적 숙련의 배양, ⑤ 특정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간적 집중을 제시하였으며, Althauser (1989)는 ①
직무 사다리, ② 최하위 직무에 한정된 유입구, ③ 지식과 능력의 향상에 따른
직무 사다리상의 상향 이동 등 세 가지 구조를 제안하였다.
국내 연구들의 경우 정이환(2002)은 내부노동시장 형성의 가장 중요한 두 지
표로서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수준을 제안하였으며, 노용진․원인성(2003)은
장기고용과 교육훈련에 따른 고비용 구조, 관료제적 통제기제의 효율성 및 경
직성, 직무의 복잡성 및 기업특수 훈련의 요구 정도, 노동조합 등 정치적 요소
등을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김영미․한준(2008)의 경우 내부노동시장의 핵심
지표로 입직구의 제한과 내부승진 체계와 같은 직무 사다리의 존재, 상대적 고
임금과 고용안정성,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와 상이한 임금결정 방식, 연공
급의 존재,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낮은 이동률 등의 요소를 제안하였다. 또한
장혜현(2010)은 고비용 조직구조의 경직성 및 폐쇄성, 관료제적 통제기제의 효
율적 운영 등을 내부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박용철․임상훈
(2013)은 숙련형성과 훈련시스템, 고용관리, 임금관리 및 체계, 인력관리라는
네 가지 범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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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문화 유형과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 간 관계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인 인사제도 및 조직체계는 조직이 어떠한 측면을 강
조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재구성된다(Burton et al., 2002). 비공식적
이지만 강력한 사회적 통제 기제로서의 조직문화는 조직 설계 및 구성원들의
의식 형성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로, 인사제도 및 조직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한다(Burton et al., 2002; Burton
& Obel, 2004). 이와 관련하여 Burton & Obel(2004)과 Hartog & Verburg(2004)
는 적합한 조직문화의 확립을 통해 적절한 인사제도가 설계되며, 이들 간 적합
성이 높을 때 조직성과가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명주 외(2015)는 고성과작
업시스템이라는 인적자원관리가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 상이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장용선․문형구(2008)는
국내 조직문화 연구논문 55편을 분석한 후, 인적자원관리시스템에 영향을 미치
는 조직문화의 영향력 및 인적자원관리시스템과 조직문화 간 외적 적합성을 파
악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영순(1999)의 경우 기업의 공유가
치인 조직문화가 인적자원관리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자 간 적합관계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문화 유형을 보다
강하게 갖고 있느냐는 조직이 인사시스템 및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체형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장기적인 역량
개발과 안정적인 고용관계, 높은 조직몰입, 구성원들의 유대감 및 결속력, 적극
적인 참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하에서는 장기적인 고용관계
형성 및 조직 몰입 제고를 위한 기업 특유적 교육 및 훈련, 평생고용, 신규 입직
이후 내부승진 등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속성
들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특징들과 연관성이 깊으므로 공동체형 조직문화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활용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위
계형 조직문화 역시 내부지향성과 통제 및 질서를 강조하므로 내부승진 및 위
계서열, 직무 사다리, 근속연수에 근거한 보상, 조직 내부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 등을 강조하는 내부노동시장과의 적합성이 높을 것이며, 이는 곧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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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를 높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외부지향적인 특성을 갖는 시장형 조직문화와 혁신지향형 조직문화의
경우에는 앞서와는 상이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먼저 시장형 조직문화의 경
우 생산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한 달성 목표이므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경쟁적
이고 도전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및 조직체계를 운영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성과 연동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한편, 외부교육기관의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
한 측면은 근속연수에 기반을 둔 호봉제와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입직구, OJT를 통한 조직 내부 교육 및 훈련이라는 내부노동시장의 특징과 배
치되므로, 시장형 조직문화의 경우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활용 정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혁신지향적 조직문화의 경우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민감성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므로
조직의 수직적 위계를 강조하는 내부노동시장의 활용보다는 유연하고 수평적
인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구성원들이 도전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을 장려하게 하기 위해서 성과 기반 보상이나 파격 승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
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을 위하여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통
해 다양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 역시 증가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내부노동시장의 활용 정도를 감소시킬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할 때, 공동체형 조직문화와 위계형 조직문화는 기업내부
노동시장 활용 정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는 반면, 시장형 조직문화와 혁
신지향형 조직문화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활용 정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공동체형 조직문화는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2 : 위계형 조직문화는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3 : 시장형 조직문화는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4 : 혁신지향형 조직문화는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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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역동성의 조절효과
환경 역동성(environmental dynamism)이란 “환경 변화의 비율과 불안정성에
대한 정도(the rate of change and the degree of instability of the environments)”
(Jansen et al., 2006: 1664)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환경 변화의 크기와 빈도가
예측 불가함을 강조한 것으로, 조직이 직면하는 다양한 환경 차원들 중 가장
광범위하게 검토되고 연구되어 왔다(Dess & Beard, 1984; Jansen et al., 2006;
Keck & Tushman, 1993). 역동적 환경하에서는 조직이 현재 제공하는 제품이
나 서비스가 빠르게 진부화되므로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가
없이는 조직성과가 저하되고 조직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역동적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 변화에 대한 엄
격한 스캐닝, 솔루션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 및 대응이
필요하다(Keck & Tushman, 1993). 이처럼 동태적이고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과 반응,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이 조직 생존에 필수적이므로
기업은 환경과의 적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직운영의 메커니즘을 선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체형 문화는 구성원의 장기적인 역량 개발 및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및 합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이라는 주된 특징을 보인다.
환경의 동태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므로 직원 훈련 및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것이
며, 높은 조직 몰입의 이유였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 특징 역시 조직
이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조정됨으로써
공동체형 문화가 가진 특징들이 희석될 것이다. 위계형 조직문화의 경우 내부
지향적이며 질서 및 통제가 강조되므로 조직 위계가 종적으로 발달하며 의사
결정이 공식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직구
가 제한적인 직무 사다리 형태나 근속연수를 강조하는 보상제도 역시 위계형
조직문화하에서 발달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환경 동태
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기민한 대응 및 유연한 적응에 있어 걸림돌로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부노동시장의 활용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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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것이다.
반면 시장형 문화에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신속한 적응 및 적합성 추구를 통
한 조직성과 향상이 주요 달성 목표였으므로 환경적 속성이 보다 동태적으로
변화할수록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구조를 보다 편평(flat)
하게 하고 간소화하는 한편, 인사제도는 보다 성과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혁신지향형 문화 역시 외부지향적이며 창의와 혁신을
강조하므로 환경 동태성이 높을수록 기존의 상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진부화되
는 상황하에서 기존 조직문화가 가진 특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
및 조직체계가 재설계될 것이다. 이는 곧 혁신지향형 조직문화에서는 내부노동
시장의 활용 정도가 낮을 것이며, 특히 환경이 동태적일수록 이러한 활용 정도
가 보다 감소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환경 역동성은 조직문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 간 관계를 조절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역동성은 공동체 조직
문화 및 위계형 조직문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 간 정(+)의 관계는 약
화시키는 반면, 시장형 문화 및 혁신지향형 조직문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 간 부(-)의 관계는 강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5 : 환경 역동성은 공동체형 조직문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 간 정
(+)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 6 : 환경 역동성은 위계형 조직문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 간 정(+)
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 7 : 환경 역동성은 시장형 조직문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 간 부(-)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8 : 환경 역동성은 혁신지향형 조직문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 간 부
(-)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가설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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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론

1. 자료 및 표본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 HCCP) 자료를 활용하였다. HCCP의 표본은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기업DB에 속한 기업체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금융업 등에 속한 기업 중 직접
고용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이다. HCCP 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하나는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기업당 1인)를 대상으로 조사된 기업
수준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각 기업의 구성원(기업당 다수)을 대상으로 조사된
개인수준 조사이다. 기업수준 조사에는 경영일반, 인력현황, 인적자원개발, 인
적자원관리 등의 자료가 포함되며, 개인수준 조사에는 개인, 팀, 기업에 관한
여러 인식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요 변수인 조직문
화가 조사되기 시작한 2011년(4차 자료)부터 2015년(6차 자료)을 통합하여 패

조직문화 유형이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환경 역동성의 조절효과(박지성․ 옥지호) 

15

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수준 조사가 5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
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직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 5명보
다 적은 인원이 응답할 경우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2011년 292개 기업, 2013년 257개 기업, 2015년 267개 기업, 총
816회의 관측치(408개 기업)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408개 기업 중 제조
업은 318개(77.9%)였으며, 서비스업은 61개(15.0%), 금융업은 29개(7.1%)였다.
한국표준산업중분류(KSIC 2자리) 기준, 빈도수가 높은 주요 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30)’이 46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KSIC=26)’이 44개,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KSIC=29)’이 30개 등
이었다.

2. 변수의 측정
가. 결과변수 :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
결과변수인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는 기업수준 자료에서 보고된 인력현황
에 대한 자료 중에서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충원방
식’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전술된 문항에 대해 HCCP 설문
지에서는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마다 각기 다른 직군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
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연구개발인력, 영업 및 서비스인력, 엔지
니어(생산/제조 기술)인력, 관리(경영지원)인력, 생산기능직인력 이상 다섯 가
지 직군, 금융업의 경우는 영업 및 서비스인력, 관리(경영지원)인력, 상품개발
및 영업기획인력, 자금운용 및 투자인력 이상 네 가지 직군, 서비스업의 경우는
연구개발인력, 영업 및 서비스인력, 관리(경영지원)인력, 핵심 전문직인력 이상
네 가지 직군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다섯 가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는데, 항목은 (1) 신규인력의 채용 및 양성, (2) 재직근로자의 재교육 및 전
환배치, (3) 타기업 스카우트 또는 경력자 채용, (4) 타기업에 대한 외주 확대,
(5) 협력업체를 통해 해소 이상 다섯 가지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인 신규
인력의 채용 및 양성과, 두 번째 항목인 재직근로자의 재교육 및 전환배치를
선택한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내부노동시장 활용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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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별로 각 직군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활용하는 정도의
상대적 비율을 계산하였다(최솟값 0, 최댓값 1). 예를 들어, 제조업에 속한 기업
이 다섯 가지 직군 중 두 가지 직군에 대해 내부노동시장을 활용할 경우, 비율
은 0.4가 되도록 하였다.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더미
변수로 측정되었으므로 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서열신뢰도(ordinal
reliability)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0.980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Gadermann et al., 2012).

나. 독립변수 : 조직문화
독립변수인 조직문화는 Quinn이 제시한 네 가지 조직문화 개념을 토대로
HCCP 개인수준 설문지에서 조사된, 각 조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바탕
으로 측정되었다. 조직문화는 인적자본기업패널의 개인 수준의 조사를 바탕으
로 측정되었다. 조사는 각 기업에 속한 종업원들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문
화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데, 이는 네 가지 조직문화에 대해 각각 3개씩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그저 그러함, 그런 편임, 전적으로 그러함)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체형
조직문화는 “(1) 우리 회사는 가족과 같은 조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2)
우리 회사는 인화단결과 일체감을 중시한다, (3) 우리 회사는 팀워크를 더욱 중
요시한다” 이상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867). 위계형
조직문화는 “(1) 우리 회사는 공식적인 절차, 규칙 및 방침을 중시한다, (2) 우
리 회사의 의사전달이나 정보 흐름은 하향식이다, (3) 우리 회사는 서열의식을
강조하는 조직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Cronbach Alpha=.606). 시장형 조직문화는 “(1) 우리 회사는 경쟁적 분위기와
성과달성을 강조한다, (2) 우리 회사에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 우리 회사는 직무수행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평
가가 이루어진다” 이상의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759).
마지막으로, 혁신지향형 조직문화는 “(1) 우리 회사는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장
려한다, (2) 우리 회사는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3) 우리 회사
에서는 성실한 사람보다 창의적인 사람이 대우를 받는다” 이상 세 가지 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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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831). 각각의 조직문화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값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또한 각 문항은 개인 수준에서 측정
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직수준으로 집합(aggregation)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집
단변수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ICC(1), ICC(2), rwg 값 등이 산출되었
으며, 그 결과 역시 <표 1>에 보고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각 조직의 개인들
이 응답한 조직문화는 대체적으로 조직수준 변수로 변환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표 1> 조직문화별 신뢰도 및 집합지수(aggregation index)
문항간
신뢰도

ICC
(1)

ICC
(2)

rwg

공동체형 조직문화
(1) 가족과 같은 조직 분위기가 형성
(2) 인화단결과 일체감을 중시
(3) 팀워크를 더욱 중요시

.867

.145

.789

.895

위계형 조직문화
(1) 공식적인 절차, 규칙 및 방침을 중시
(2) 의사전달이나 정보 흐름이 하향적
(3) 서열의식을 강조하는 조직분위기가 형성

.606

.113

.737

.930

시장형 조직문화
(1) 경쟁적 분위기와 성과달성을 강조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중
요하게 생각
(3) 직무수행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평가
가 이루어짐

.759

.171

.820

.916

혁신지향형 조직문화
(1)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장려함
(2)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짐
(3) 성실한 사람보다 창의적인 사람을 우대함

.831

.192

.839

.898

다. 조절변수 : 환경 역동성
조절변수인 환경 역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Dess & Beard, 1984;
Youndt et al., 1996)를 참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기업이 속한 산업(한국표준

18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4호

산업중분류 기준, KSIC 2자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상정하
여, 시간(연도)의 흐름에 따라 도출되는 회귀선(regression line)의 표준오차
(standard error)를 매출액의 평균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환
경 역동성은 각 산업의 시장규모가 얼마나 일관되었는지를 반영하는데, 그 값
이 클수록 회귀선으로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규모의 변동이 크므로 그만큼
역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2011~13년의 매출액을 토대로 계산된 2013년의 환경
불확실성 변수를 예로 들면, 환경 불확실성이 가장 큰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KSIC 31, 역동성지수 0.503)’이었고, 환경 불확실성이 가장 작은 산업
은 ‘기타 제품 제조업(KSIC 33, 역동성지수 0.017)’이었다. 단 환경 불확실성
변수의 경우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skewed distribution)를 나타내고 있어, 이
를 수정하기 위해 로그 치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라. 통제변수
결과변수인 내부노동시장 활용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로 본 연
구에서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노조유무, 자본집약도, 과거성과, 환경풍요성, 환
경집중성 등을 통제하였다. 조직규모는 각 기업의 정규직 종업원 수를 로그치
환하여 산출하였다. 조직연령은 각 기업의 창립년도로부터의 소요연수를 계산
하여 산출하였다. 노조유무는 각 기업에 단위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 노동조
합 지회 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
우를 0으로 더미코딩하여 산출하였다. 자본집약도는 매출액 대비 고정자산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로그 치환하여 산출하였다. 과거성과는 최근 3년간의 총
자산순이익률(ROA)의 평균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산업수준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환경 불확실성 외에 환경 성장성(industry munificence)과 환경
복잡성(industry complexity)을 통제하였다(Dess & Beard, 1984; Youndt et al.,
1996). 환경 성장성은 각 산업의 과거 3년간의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상정하여
도출되는 회귀선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즉 기울기)를 매출액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환경 복잡성은 각 산업의 매출을 차지하는 최상위 네 기업
의 국내시장 점유율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서로
다른 세 차례의 시점에 조사된 패널 데이터임을 감안하여, 최초 시점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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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머지 두 차례 시점을 더미변수로 산출하여 통제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자료가 패널데이터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이질성
(heterogeneity)을 반영할 수 있는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활용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데이터의 회귀분석은 오차항을 확률효과로
가정하는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로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으로 구분된다.
이를 판별하기 위한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오차항을 확률효과
로 간주하는 확률효과모형이 보다 적합함이 판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5부
터 가설 8을 테스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의 형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절효과를 판별하는 교차항(interaction term)은 각 변수의 평균값
을 토대로 중심화(centering) 과정을 거쳐 분석에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등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결과변수인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의 경우 평
균값은 70.2%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와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면, 조직규모와 정(+)의 상관관계(r=.242, p<.01), 조직연령과 정
(+)의 상관관계(r=.146, p<.01), 노조유무와 정(+)의 상관관계(r=.193, p<.01),
과거성과와 정(+)의 상관관계(r=.071, p<.05), 환경집중성과 부(-)의 상관관계
(r=-.089, p<.0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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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내부노동시장 활용정도 .702 .301 (.980)
2. 공동체형 조직문화

3.546 .335 .165*** (.867)

3. 위계형 조직문화

3.516 .239 .182*** .527*** (.606)

4. 시장형 조직문화

3.526 .297 .043 .679 .551 (.759)

5. 혁신지향형 조직문화

3.328 .348 .048 .704 .297 .751 (.831)

6. 조직규모

6.052 1.018 .242*** .332*** .264*** .346*** .260*** 1.000

7. 조직연령

34.772 18.308.146*** .127*** .207*** -.001 -.043 .141*** 1.000

***

***

***

***

***

8. 노조유무

.529 .499 .193** .103*** .158*** .022 -.028 .358*** .404*** 1.000

9. 자본집약도

.506 .399 .021 -.080** -.047 -.056 -.060* -.079** .145*** .009 1.000

10. 과거성과

.026 .083 .071 .088 .041 .117 .167 .082 -.063 -.032 -.068 1.000

11. 환경역동성

.050 .091 -.036 .005 -.059 -.016 .032 -.067 -.068 .006 -.086 .079 1.000

12. 환경풍요성
13. 환경집중성

**

**

***

***

*

.387 .204 .006 -.094

***

**
*

*

**

**

**

***

***

**

-.032 -.009 -.006 .051 -.188 -.052 -.100 -.039 .045 1.000

*

-4.296 1.274 -.089 .023 .015 .113*** .101*** .042 -.046 -.087** -.029 .014 -.018 .203*** 1.000

주 : N(개체수) = 408, N(관측수) = 816.
* p<.10, ** p<.05, *** p<.01(양측검정).

2.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변수인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대한 조직문화의 직접효과와 환경 역
동성의 조절효과를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모형 1에서는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
들을 삽입하였다. 이후 모형 2에서는 조직문화의 직접효과에 관련된 가설 1
부터 가설 4를 검증하고자 조직문화 네 가지 변수가 삽입되었다. 분석결과, 공
동체형 조직문화 지수가 증가할수록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099, p<.05). 따라서 가설 1은 통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위계형 조직문화 지수 역시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와 정(+)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135, p<.05). 따라서 가설 2 역시 통계적
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장형 조직문화 지수가 증가할수
록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57, p<.01). 따라
서 가설 3 역시 통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지향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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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대한 확률효과모형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결과변수: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
모형 1
***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상수

.136
(.094)

-.065
(.173)

-.041
(.173)

-.060
(.173)

-.036
(.174)

-.044
(.175)

환경역동성

.079
(.110)

.067
(.110)

.072
(.110)

.070
(.110)

.074
(.110)

.068
(.110)

환경풍요성

.084
(.065)

.091
(.064)

.091
(.064)

.092
(.064)

.086
(.065)

.088
(.065)

환경집중성

-.006
(.006)

-.005
(.006)

-.007
(.006)

-.005
(.006)

-.005
(.006)

-.005
(.006)

조직규모

.061
(.013)

조직연령

***

.061
(.014)

***

.060
(.014)

***

.061
(.014)

.002
(.000)

***

노조유무

***

.061
(.014)

.001
(.000)

**

.037
(.028)

자본집약도
과거성과

.220
(.120)

***

.062
(.014)

.001
(.000)

**

.001
(.000)

**

.031
(.028)

.032
(.028)

.014
(.029)

.020
(.029)

.022
(.029)

*

.263
(.121)

.001
(.000)

**

.001
(.000)

.031
(.028)

.031
(.028)

.031
(.028)

.020
(.029)

.020
(.029)

.019
(.029)

**

.253
(.120)

**

.260
(.121)

**

.090
(.050)

*

.099
(.050)

**

.136
(.056)

**

.136
(.056)

***

***

***

**

**

.251
(.121)

**

.258
(.121)

**

**

.095
(.050)

*

.096
(.050)

**

.136
(.055)

**

.133
(.056)

***

**

*

공동체형 조직문화

.099
(.050)

위계형 조직문화

.135
(.056)

시장형 조직문화

-.157
(.061)

-.158
(.061)

-.158
(.061)

-.166
(.061)

-.157
(.061)

혁신지향형 조직문화

-.015
(.051)

-.014
(.050)

-.016
(.051)

-.011
(.051)

-.015
(.051)

**

.022
(.028)

위계형 조직문화
x 환경역동성

.036
(.024)

시장형 조직문화
x 환경역동성

.018
(.020)

혁신지향형 조직문화
x 환경역동성
R-square

***

.041
(.020)

공동체형 조직문화
x 환경역동성

Chi-square

**

56.77

***

.0842

73.50

***

.1144

77.74

***

.1169

73.93

***

.1139

75.51

***

.1125

***

74.14

.1132

주 : 1) 표시된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각각 의미함.
2) 연도더미와 산업더미는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결과보고에서는 생략되었음.
N(개체수)=408, N(관측수)=816.
* p<.10, ** p<.05, *** p<.01(양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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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화 지수가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5, p=767).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환경 역동성에 대한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5부터 가설 8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 3부터 모형 6까지 각각의 조직문화와 환경 역동성의 교차항을 추가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3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
체형 조직문화와 환경 역동성의 교차항이 모형에 삽입되자 모형의 설명력이 증
가하고 교차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에서는 상호
작용의 방향성을 부(-)로 예측하였으나 이와 달리, 분석결과 상호작용은 정(+)
의 방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041, p<.05).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도출된 회귀계수 값을 토대로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도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는 조절변수인 환경 역동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한
단위만큼 크거나 작은 경우로 나누어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 역동성이 높은 경우에는(+1 SD), 공동체형 조직문화가 내부노동
시장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2.612,
p<.01). 반면 환경 역동성이 낮은 경우에는(-1 SD), 공동체형 조직문화가 내부
[그림 3] 공동체형 문화와 내부노동시장 활용의 관계에서 환경 역동성의 조절효과

조직문화 유형이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환경 역동성의 조절효과(박지성․ 옥지호) 

23

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t=.653 p=.514). 따라서 환경 역동성이 높아질수록 공동체형 조직
문화가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질 것이라는 가설 5는 지
지되지 않았다.
이어서, 위계형 조직문화와 환경 역동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
의 모형 4와 같다. 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지 않았고, 교차항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22, p=.481). 따라서 환경 역동성이
증가할수록 위계형 조직문화가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
이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 6은 지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장형 조직문화와 환경 역동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의 모형 5와 같다.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지 않았고, 교차항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36, p=.131). 따라서 환경 역동성
이 증가할수록 시장형 조직문화가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미치는 부(-)의 영
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 7은 지지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혁신지향형 조직문화와 환경역동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는 <표 3>의 모형 6과 같다.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지 않았고, 교차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8, p=.354). 따라서 환경
역동성이 증가할수록 혁신지향형 조직문화가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미치
는 부(-)의 영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 8은 지지되지 않았다.

Ⅴ. 맺음말 : 토론,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은 조직문화 유형이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상황적 맥락인 환경 역동성이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검증 결과, 공동체형과 위계형 조
직문화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정(+)의 영향을, 시장형 조직문화
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측과는 달리, 혁신지향형 조직문화의 경우 방향성은 부(-)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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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 역동성의 조절효과의 경우 위계형,
시장형, 혁신지향형 조직문화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간 관계에 있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형 조직문화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간 관계에 있어 본 논문의 예측과는 반대로 환경 동태성
이 높을수록 오히려 공동체형 조직문화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 간
정(+)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가설의 예측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환경 역동성과 공동체형
조직문화의 상호작용 효과가 정(+)의 상호작용을 갖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
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적응이론(organizational adaptation theory)의 관점
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조직적응이론에서는 외부의 환경변화를 맞이하는 과
정에서 각 조직이 규범적 압력에 자율적으로 반응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외
부적 압력에 대해 탐색하고 규정함을 설명하고 있다(Daft & Weick, 1984). 공
동체형 조직문화의 경우 내부지향적 관점을 갖고 있어 조직구성원들과의 결속,
내부조직에서의 성장, 높은 조직몰입, 장기적인 고용관계 등의 특징을 강조하
는 동시에, 유연성 및 자유재량의 속성 역시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 변화에 보다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의 역동성이 높아지
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공동체형 조직문화를 유지하는 조직은 조직의 문화나
제도를 바꾸기보다 오히려 기존의 강점인 내부노동시장을 활용하여 혁신을 추
구함으로써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Kang & Lee, 2017). 물론 이러
한 현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나 정성연구 등 다각적인
측면의 시도가 병행되어 추후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체형 조직문화 외에 나머지 조직문화들은 환경 역동성과 상호작용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환경 역동성에
대한 조직 내 상이한 해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일한 환경에
직면한 같은 조직 내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조직구조상 상위에서는 심대한 위기로 받아들이는 사
안을 하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조직 내 계층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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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조직의 인사제도 활용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
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 역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인 산업 매출의 변동성을 반영하였으나, 환경 역동성을 측
정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관을 활용하는 설문문항을 토대로, 동일한 환경변화에
대해 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한다면, 이러한 차이가 조직
문화와 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 측면
에서 본 연구는 그간 내부노동시장이나 조직문화 관련 연구에서 별도로 다루어
져 왔던 두 개념 간 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업내부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국내 내부노동시장의 역
사적 형성요인이나 외환위기 이후 내부노동시장의 현상적 증감 여부, 내부노동
시장의 약화로 인한 고용관계의 다변화 등에 대해 다루어왔다. 반면 사회적 통
제 기제로 기능하는 조직문화가 내부노동시장의 활용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조직문화에 대한 논의 역시 조
직문화가 조직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되게 살펴보거나 조직
문화를 다른 인사제도의 효과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으로 간주하여 부차적인 수준에서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를 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한 사회적 통제 기제로서
인사제도 및 조직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
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내부노동시장의 활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실증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조직문화와 내부노동시장 분야의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시사
하는 바가 있다.
실무적인 시사점으로서 본 연구는 현업 실무자들이 내부노동시장을 활용하
는 과정에서 조직 내부 요소, 즉 조직문화의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전통적 인사시스템의 근간이 되었던 내부
노동시장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부노동시장의
활용은 감소하는 반면 외부노동시장의 활용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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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보듯이,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라 내부노동시장의 활용 정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내부노동시장의 활용도를 낮춘다면 조직 구성원
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및 가치체계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도의 활
용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 작업임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의 속성 역시 조직문화와 내부노동시장 활용 간 적합성 정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조직의 내부, 그리고 외부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활용의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한계는 2차 자료 사용을 통한 변수 활용의 제약이다. 앞서
내부노동시장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들에 따라 내
부노동시장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어 실증하고자 하였으나, 이
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내부노동시장의 활용 정도에 대한
측정상의 엄밀성이 다소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데이터 활용 역시 고려하
였으나, 본 논문의 독립변수인 조직문화 유형을 다루고 있으며 인과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HCCP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엄밀하게 변수를 측정하여 검증할 수 있는 자
료의 수집 및 이용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부노동시장 활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문화 유형을 주로 고려하였으나, 내부노동시장 활
용 정도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부 요소들(예 : 경영전략 유형, 리더
십 유형, 조직구조 유형 등)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
력 역시 추후 연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는
상황적 맥락 요소로 환경 동태성만을 고려하였으나, 환경과 관련된 다른 요소
들인 환경 복잡성(complexity)이나 환경 풍부성(munificence) 등이 미치는 영향
역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량연구가 갖는 근본적 한계로부터 자유롭
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조직문화 유형이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활용에 미치
는 영향,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가 미치는 효과 등 가설에서 예측한
내용들이 실제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정성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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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논의와 풍부한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념적으로 구분된 경쟁가치모형의 네 가지 조직문
화를 측정하였으나, 조직 안에서 이러한 문화가 어떤 형태로 중첩되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실증분석에서도 나
타났는데, <표 2>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네 가지 문화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단지 이론적인 접근을 넘어서, 상
충될 것처럼 보이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실제로 조직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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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on Utilization
of Firm Internal Labor Markets :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al Dynamism
Park Jisung․Ok Chiho
Based on the competing values model (CVM),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fluence utilization of firms’ internal labor
market (ILM), and how environmental dynamism moder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s of culture and utilization of internal labor markets. This
study predicts that clan and hierarch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will
increase utilization of ILM, whereas market and adhocracy types will decrease
it. In addition,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environmental dynamism will
weaken th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clan/hierarchy types and utilization
of ILM, whereas it will strengthen th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market/adhocracy types of utilization of ILM. The results of panel analysis
using HCCP dataset showed that clan/hierarchy types increased utilization of
ILM, while only the market type decreased utilization of it. Moreover,
environmental dynamis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hierarchy/market/adhocracy types and utilization of ILM. Interestingly,
unlike our predicti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n type and
utilization of ILM became stronger under the high degree of dynamism.
Keywords : organizational culture, competing values model, internal labor market,
environmental dynamism, pan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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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열의(job engagement)는 직무 관련 행동, 직무 수행 능력 등 직무성
과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개념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 요구 자원 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에서
제시하는 직무자원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Job-based HR)가 기능하여 직무
열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일의 의미(work meaningfulness)와 개인
-직무 적합성(person-job fit)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직무열의로 나타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분석은 236명의 MBA 과정의 직장
인들을 대상으로 Time1과 Time2로 나누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직무 적합성과 일의 의미에도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개
인-직무 적합성과 일의 의미의 매개 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직무중심 인사관리, 직무열의, 개인-직무 적합성, 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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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직무열의는 구성원들의 직무에 관련된 행동이나 업무 수행능력, 조직성과 등
에 큰 영향을 미친다(Leiter & Maslach, 2003; Schaufeli, Bakker, & Van
Rhenen, 2009). 특히 과거 주로 연구되어 온 직무태도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 등에 비해 직무성과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개념으로 최근 그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hristian, Garze, & Slaughter, 2011; Rich, Lepine, &
Crawford, 2010). 직무열의는 직무 요구 자원 모델(Bakker & Demerouti, 2007)
을 토대로 직무 긴장을 유발하는 직무 요구(job demands)를 줄이고 동기부여
및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직무 자원(job resources)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직무열의를 유발하는 직무자원은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직무 수행
에 대한 피드백, 직무와의 적합성(예 : Demerouti, Bakker, & Gevers, 2015;
Gorgievsky & Hobfoll, 2008), 인사관리 요인(예 : Boon & Kalshoven, 2014;
Guan & Frenkel, 2018)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사관리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며 특히 속인중심 인사관리의 한
계를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보완하며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는 직무자원으로 기
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실증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인사관리는 개인의 연령, 나이, 학력 등이 기준이 되는 속인중심
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왔다. 속인중심 인사관리는 과거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경제성장이 지속되던 시기에는 효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서 효과적
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속인중심 인사관리의 부작용이
나타나고(유규창, 2014) 최근의 글로벌 환경과 저성장이 지속되는 거시적 환경
변화 요인과 함께 고직급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 임금 공정성 문제로 인한
동기부여 저하, 전문가 육성 체계에서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직
무중심 인사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 기업의 인
사관리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직무열의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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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과정에서 일의 의미와 개인-직무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직무열의는 자신의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일과 자신이 보다 밀접
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각될 수 있다(Kahn, 1990). 따라서 직무열의가 성과
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직무가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에 대한
의미감과, 자신과 일이 적합하다고 느끼는 개인과 직무의 적합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와 이 과정에서의 매개효과 검증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보상뿐 아니라 인력계획, 직무분석, 채용, 평
가, 개발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직무가 기준이 된 정도로 파악하여 인사관리
시스템으로써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둘째, 직무중심 인사관리
와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개인-직무 적합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다. 제시한 연구 목적의 수행을 통해 직무열의에 직무중심 인사관리
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성
과에 대한 국내 기업 대상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직무중
심 인사관리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본 연구가 유용
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 고찰과 가설 도출

1.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무열의와의 관계
인사관리의 기준은 사람과 일의 특성들이 활용될 수 있으며 직무중심 인사관
리는 일의 특성인 직무가 기준이 된 인사관리이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란 직무
내용과 정보를 토대로 인사관리 관행(인력계획, 채용, 평가, 보상, 개발 등)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유규창․이혜정, 2018).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실행되
기 위한 여건이자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다른 인사관리 유형과 구별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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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체
계 구축과 보상을 비롯한 관련 인사관행에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직무를 구성하
고 있는 과업의 규정과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 기술, 지식, 책임 범위를 정의하
고 분석하는 직무분석은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 선행 단계라 할 수 있다
(Brannick, Levine, & Morgeson, 2007). 직무분석을 통해 수집된 직무 정보를
인력계획, 채용, 평가, 보상, 개발 등의 세부 인사 제도에 반영하여 직무중심 인
사관리를 실행한다. 도출된 세부적인 직무 정보는 직무 수행의 난이도, 예상 시
간, 필요 인력 예측, 전략 수행 달성을 위한 사람의 필요 역량과 조건 등을 규정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기술, 노력, 책임, 작
업 조건에 따라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직무평가(Figart, 2000)의 결과를 보상
에 연계하여 보상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직무중
심 인사관리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무열의는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을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으로 이용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Kahn, 1990). 또한 Schaufeli et al.,
(2002)는 일과 관련하여 긍정적이고 충족감을 갖는 마음상태로 보고 직무열의
를 활력, 헌신, 몰두의 세 가지 구성개념으로 제안하였다. 직무열의에 대한 정
의나 구성개념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스
스로를 직무에 높은 수준으로 투입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Christian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열의를 개인이 직무수행에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다차원적이고 동기부여적인 개
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Rich et al., 2010).
직무열의는 리더십, 개인적 특성이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기는 하나
(Christian et al., 2011; Macey & Schneider, 2008) 개인이 속한 직무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Kahn, 1990). 이 과정은 직무 요구 자원 모델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직무 요구 자원 모델은 직무 요구(job demands)를 직무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직무자원(job resources)을 동기부여 및 열의를 유발하는 요
인으로 본다(Bakker & Demerouti, 2007). 직무요구란 신체적/정신적 노력의 유
지를 요구하는 직무의 물리적, 사회적, 조직적 측면을 뜻한다. 반면 직무자원은
직무 목표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요구를 줄이는 역할 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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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직무의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혹은 조직적 측면
을 의미한다(Bakker & Demerouti, 2007).
그런데 명확한 목표와 비전, 리더십, 그리고 인적자원관리는 직무열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수준에서의 직무자원이라 할 수 있다(Albrecht, 2013).
특히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직무분석을 통해 선발과 배치, 교육 훈련, 성과평가,
보상, 복리후생, 직무설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조직 및 경영의 기능에 대한
정보의 기반을 제공한다(Singh, 2008).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직무요건과 적합
한 선발제도와 교육훈련이 제공되며, 직무 가치와 직무 수행 정도에 따른 보상
이 이루어지게 된다(Lawler, 1994). 또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직무만족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갖고 직무에 몰입하도록 할 수 있다(Siddique, 2004). 즉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조직 내 구성원의 역할과 관련된 기대와 정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노
력과 의무를 집중해야 할 곳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역할과 직무 내용
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Panaccio & Vandenberghe, 2011). 따라서 직무
중심 인사관리가 실행되는 기업일수록 자신들의 직무에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
함으로써 직무열의가 높아지게 된다(Bakker, Van Emmerik, & Euwema, 2006).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무열의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개인-직무 적합성, 일의 의미와의 관계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이 직무에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직무가 개인에게 제
공할 수 있는 것들 사이의 일치 정도(Caldwell & O’Reilly, 1990)로 정의된다.
직무 요구 자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직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기
술, 능력 등(KSA)을 지닐 때 요구-능력 적합성을 인식하며(Enwereuzor, Ugwu,
& Eze, 2018) 개인-직무 적합성을 지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직무태도와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Kristof-Brown, Zimmerman, & Johnson, 2005).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이 직무와 상호작용하며 얻는 직무환경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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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고 있기에(Ehrhart, 2006), 개인이 속한 직무 구조와 인사관리 유형 그
리고 관행이 개인-직무 적합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해 개인의 지식과 기술, 능력(KSA)이 명시적으
로 정의되어 활용되며(Clifford, 1994), 직무요건과 근로자의 지식 및 능력 간의
일치(match)에 초점을 둔다(Lopez-Cabrales et al., 2017; Singh, 2008). 따라서
채용단계에서부터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여 이에 맞는 사람을 선발
하는 데(유규창, 2015) 활용될 수 있어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 적성과
직무가 요구하는 조건과의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채용 이후
의 배치와 직무 내용과 난이도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경력 경로에 따른 이동
관리와 교육훈련은 개인과 직무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시행하는 기업일수록 개인-직무 적
합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개인-직무 적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의 의미는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Chalofsky, 2003). 즉 일의 의미는 일을 통해 자신이 더욱 중요하
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Rosso, Dekas, & Wrzesniewski,
2010). 일의 의미의 영향 요인 중 하나는 직무 그 자체로(Chalofsky, 2003), 자
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는 일의 의미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다(Cartwright &
Holmes, 2006). 직무특성이론에서는 핵심 직무 특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일의
의미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한다(Albrecht, 2013; Hackman & Oldham, 1976).
그리고 핵심 직무 특성이 개인에게 지각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에
부여하는 가치와 추구하는 목적, 직무담당자의 동기와 만족 등을 형성하는 요
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Grant, 2008).
또한 직무평가를 통해 자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상위, 하위, 연계된
직무의 구조를 파악하여 개별 경력 경로와 승진 기회를 명확히 할 수 있다(유규
창․이혜정, 2018). 이를 통해 자신의 성장 기회를 지각하고 장기적 경력 비전
을 설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신의 일이 갖는 사회적 욕구와
성장욕구를 충족시켜(Leunissen et al., 2018) 일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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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일의 의미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일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개인-직무적합성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개인-직무 적합성과 일의 의미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De Beer, Rothmann, & Mostert(2016)는 자신이 직무와 관련된 특정 기술과
능력이 있고, 직무에 더 일치될수록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무에 열의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인의 능
력과 직무요구 간에 적합성이 높을 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 될
가능성이 높다(Karatepe & Karadas, 2016). 이 외에도 개인-직무 적합성을 높게
인식하는 개인들이 직무열의를 경험한다는 실증적 사례들이 존재한다(Shuck,
Reio, & Rocco, 2011; Laschinger et al., 2006).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의 결
과와 논의를 통해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열의의 관계에 대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직무 적합성을 높게 지각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갖
고 있는 지식, 능력 등과 직무 특성의 매치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직무의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에 대
한 매개효과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4.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무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개인은 직무가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일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데
(진현․장은미․예지은, 2016; Steger, Dik, & Duffy, 2012), 직무중심 인사관리
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된 역할과 책임 및 그 활용가능성이 조직
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별 직무의 기여도를 이해하고 자신이 맡은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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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부여하게 하여(Siddique, 2004), 일의 의미를 경험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일의 의미가 직무열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
이며(Albrecht, 2013; Chen, Zhang, & Vogel, 2011), 주어진 직무 역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직무에 자아를 완전히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한
다(May, Gilson, & Harter, 2004). 또한 Kahn(1990)은 직무가 명확하고 직무를 포
함한 역할수행이 명확한 범위 내에 있을 때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의미와 안정감
을 느끼고 직무열의를 경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일
의 의미를 지각할 수 있는 직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관행을
통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5. 일의 의미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무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지금까지 도출한 가설을 종합하여 연구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MBA 과정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
해 수집되었으며, 2018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설문을 배포하여 약 4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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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두고 Time 1과 Time 2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Time 1에서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실행에 대한 인식과 개인-직무 적합성, 일의 의미를 측정하였으며,
Time 2에서는 직무열의를 측정하였다. Time 1에서는 369부(회수율 : 84.6%),
Time 2에서는 326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 74.8%). 그중 중복된 응답이나 불
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Time 1과 Time 2 모두에 응답한 총 236부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62명(68.6%), 여성 74명(31.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연령은 20대가 77명(32.6%), 30대는 95명(40.3%)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57
명(24.2%), 50대 이상은 6명(2.5%), 무응답 1명(0.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의 직급은 사원 41명(17.4%), 대리가 62명(26.3%)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
났고, 과장 30명(12.7%), 차장 21명(8.9%), 부장 28명(11.9%), 기타 53명
(22.4%), 무응답 1명(0.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직종은 사무직이 152명
(64.4%)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영업직 25명(10.6%), 서비스직 18
명(7.6%), 연구직 7명(3.0%), 생산직 3명(1.3%), 기타 27명(11.4%), 무응답 4명
(1.7%)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속한 조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이 소속된 조직 규모는 50인 이하 81명(34.3%), 51
인 이상 299인 이하는 67명(28.4%), 300인 이상 999인 이하는 31명(13.1%),
1,000인 이상은 55명(23.3%), 무응답 2명(0.9%)으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측정
가. 독립변수
1) 직무중심 인사관리
독립변수는 직무요건과 근로자의 지식 및 능력 간의 일치(match)에 초점을
두며,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직무와 관련된 기술훈련과 개발, 성과평가 및 직무
급 등의 인사제도 전반을 포함하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실행에 대한 인식
(Lopez-Cabrales et al., 2017)으로, Lopez-Cabrales et al.(2017)의 문항을 한국
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Time 1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우리 회사는 각
자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직무기술서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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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직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맞는 지원자를
선발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임금을 결정하는 데 개인의 역량이나 근속연수보
다는 수행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중요하다”, “우리 회사에서 인사평가는 각 개인
이 수행하는 직무 수행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등 총 10문항을 활용하였다.

나. 매개변수
1) 개인-직무 적합성
Lauver & Kristof-Brown(2001)에 따라, 개인-직무 적합성을 개인의 능력과 직
무요구 또는 개인의 욕구와 직무가 제공해주는 것 사이의 일치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정의하였으며, Lauver & Kristof-Brown(2001)의 문항을 활용하여 Time 1
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은 “내가 가진 능력은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과 부합
한다”, “나는 지금 하는 일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다”, “직무에서 필요
한 역량과 내가 가진 역량은 잘 매칭 된다” 등 총 5문항을 활용하였다.
2) 일의 의미
Rosso et al.(2010)과 Steger et al.(2012)에 따라, 일의 의미를 조직 구성원 개
인이 지각하기에 자신의 직무가 주관적으로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Steger et al.(2012)의 문항을 활용하여 Time 1에서 측정
하였다. 측정 문항은 “내 커리어는 의미가 있다”,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일이 내
삶의 의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다”, “나는 무엇이 내 직무를 의미
있게 만드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에 대해 만족한다”
등 총 10문항을 활용하였다.

다. 종속변수
1) 직무열의
Rich et al.(2010)에서의 직무열의는 개인이 업무 수행에 자신의 신체적, 인지
적, 정서적 에너지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완전히 투입하는, 다차원적이고 동기
부여적인 개념으로, Time 2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은 “나는 내가 맡은 직
무에서 열심히 일한다”를 포함한 신체적 열의 6문항, “나는 내가 맡은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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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열정적이다”를 포함한 정서적 열의 6문항, “일을 할 때, 나는 내가 맡은
직무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를 포함한 인지적 열의 6문항 등 총 18문항을 활
용하였다.

라. 통제변수
직급과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 및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직종은 개인-직무 적합성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선행 연구(Bui
et al., 2017; Guan & Frenkel, 2018)를 참고해 연령과 직급, 직종, 근속연수 등
을 통제하였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교한 인사제도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Sun, Aryee, & Law, 2007)의 결과를 토대로 기업규모를 통제
하였다. 직급은 사원을 직급더미 1, 대리를 직급더미 2, 과장을 직급더미 3, 차
장 이상을 직급더미 4로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직종은 사무직을 직종더미 1,
영업 및 서비스직을 직종더미 2, 연구 및 생산직을 직종더미 3으로 더미 처리해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이 속한 기업 규모는 50인 이하를 규모더미 1, 51~299인
을 규모더미 2, 300~999인을 규모더미 3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3. 측정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 분석의 모수추정 방식
과 배리맥스의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
시하였다. 모든 요인의 적재 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났기에, 변수들 간의 타당
도가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Time 1과 Time 2로 나
누어 측정되었지만 가설검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자료가 동일응답자의 자
기보고식 설문에 의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odsakoff
et al.(2003)이 제시한 Harman의 단일요인 테스트(single-factor test)를 실시하였다.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인-직무 적합성, 일의 의미, 직무열의의 측정 문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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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직무중심
인사관리

직무열의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개인직무
적합성

1
2
3
4
5

일의
의미

1
2
3
4
5
6
7
8
9
10

요인분산설명비율(%)

1

2

3

요인
4
.554
.566
.705

5

6

7

.690
.711
.781
.506
.626
.885
.692
.780
.866
.862
.844
.777
.766
.731
.622

.649
.711
.835
.820
.818
.860

.470
.506
.641
.592
.622
.636

.714
.765
.861
.727
.771
.761
.800
.702
.729
.808
.716
.681
.563
.597
.641
25.58

10.23

8.56

6.82

4.82

3.1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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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비회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임금관련 요인
과 직무관리 관련 요인의 두 개 요인으로, 개인-직무 적합성, 일의 의미, 직무열
의가 세 개 요인(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열의)의 7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직
무열의의 경우 문항 7번과 8번은 정서적 열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었으나
신체적 열의와 판별이 어려워 이 두 문항은 제거하였으며, 요인 값이 낮은 인지
적 열의를 측정하기 위한 13번 문항도 제거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앞서 실행한 요인분석에서의 7가지 요인으
로 살펴보았을 때와 6가지 요인, 4가지 요인으로 살펴보았을 때의 모델 적합도
를 각각 비교하였다. CFI와 TLI는 1에 가까울수록, RMSEA는 .080 이하일 때
바람직한데(Vandenberg & Lance, 2000)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7요인으
로 구성된 측정모형이 이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685.201(df= 329), CFI=.906, TLI=.884, RMSEA=.068
이었다(표 2 참조).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요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Kahn(1990)과 Rich et al.(2010)은 직무열의는 개인이 업무에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에너지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완전히 투입하는, 다차원
적이고 동기부여적인 개념이기에 이 개념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Rich et al.(2010)의 직무열의 정의를 바탕으
로 직무열의를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통합적
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므로 직무중심 인사
관리를 두 개의 요인이 아닌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요인 수
a)

7요인
6요인b)
4요인c)

TLI

CFI

RMSEA

χ2

df

△χ2

P-value of
△X²

.884
.867
.742

.906
.890
.782

.068
.073
.101

685.201
751.387
1172.988

329
335
344

66.2
487.8

<.001
<.001

주 : a) 직무중심 조직관리, 직무중심 임금관리, 개인-직무 적합성, 일의 의미, 신체적
열의, 정서적 열의, 인지적 열의.
b)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인-직무 적합성, 일의 의미, 신체적 열의, 정서적 열의,
인지적 열의.
c) 직무중심 인사관리, 일의 의미, 개인-직무 적합성, 직무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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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분산추출지수와 개념신뢰도를 통해 집중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이후 평
균분산추출지수의 제곱 값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비교를 통해 판별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집중타당도를 평가하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는 0.5,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 CR)는 0.7을 기준으
로 적용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집중타당도를 검증하는 평균분산
추출지수(AVE)와 개념 신뢰도(CR)의 분석결과,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신
체적 열의가 0.9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중심 조직관리가 0.684로
가장 낮게 나타나 모든 변수들의 값이 평균분산추출지수(AVE)의 기준인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의 값이 기준 값 0.7을 초과하였
다. 즉 모든 문항들이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0.7 이상을 확보했기에 개념 신
뢰도(CR)를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 검증은 변수 각각의 평균분
산추출지수(AVE) 값이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통해
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직무중심 조직관리 .684, 직무중심 임금관리 .879, 개인직무 적합성 .902, 일의 의미 .863, 신체적 열의 .933, 정서적 열의 .922, 인지적
열의 .902로 모든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이 가장 큰 상관계수인
.668의 제곱인 .446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이후,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에 한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중심 인사관리 10문항의 신뢰도는 .738, 개인직무 적합성 5문항은 .882, 일의 의미 10문항은 .899, 직무열의 15문항의 신뢰
도는 .94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α값이 0.6 이상이 되면 비교
적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한다(Van de Ven & Ferry, 1980).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과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변수들 간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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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
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가설 1과 관련된 변수인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무
열의 간 관계는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33, p<.01). 가설 2, 가설 3과 관련된 변수인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개인-직
무 적합성(r=.24, p<.01), 일의 의미(r=.44, p<.01)로서, 이 두 변수와 유의한 수
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설 4, 가설 5와 관련해
서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열의의 관계(r=.68, p<.01) 및 일의 의미와 직무
열의의 관계(r=.52, p<.01) 역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된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이
예측한 것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가설의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표 4>는 가설 1, 2, 3을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 1, 3, 5에서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결과이며, 모형 2,
4, 6은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각각의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모형이다.
<표 4>의 모형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무열의는 정(+)적
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β=.285, p<.001).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
다. 따라서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실행하는 기업일수록 개인의 경력, 직무성과
의 명확화 등을 통해 직무열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모형 4에서
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개인-직무 적합성 인식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β=.197, p<.01). 따라서 가설 2가 채택되었다. 즉 직무에 대한 분석과 내용
이 명확하게 정의된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실행하는 기업일수록 개인-직무 적합
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형 6에서 제시된 결과와
같이,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일의 의미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β=.397,
p<.001), 가설 3 역시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실행하는 기
업일수록 개인의 일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일의 중요성과 일의 의미를 지
각하는 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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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평균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규모더미 1 0.35 0.48
2. 규모더미 2 0.29 0.45 -.46

**
**

3. 규모더미 3 0.13 0.34 -.28 -.25

**

4. 연령

34.72 7.46 .13 * -.03 -.12

5. 근속연수

9.29 6.76 .15

6. 직급더미 1 0.17 0.38 -.24

*

-.01 -.14 .90

*

**

.13

*

**
**

.05 -.41 -.42

**

7. 직급더미 2 0.26 0.44 -.20 ** -.03

.17 ** -.29 ** -.30 ** -.28 **

8. 직급더미 3 0.13 0.33 -.09

.01

.08 -.05 -.03

9. 직급더미 4 0.21 0.41 .07

-.03 -.08 .52 ** .44

10. 직종더미 1 0.66 0.48 -.15 * .12

.07

-.18 ** -.23 **
**

-.24 ** -.31 ** -.20 **

.03

-.01

.05

11. 직종더미 2 0.19 0.39 .08

-.09 -.09 .03

.07

-.04 -.03 -.05 .03

-.66

12. 직종더미 3 0.04 0.20 .07

.01

-.08 .01

-.04

.02

-.29 -.10

13. 일의 의미 3.76 0.75 .13

.05

-.20** .17 ** .16

14. 개인-직무
3.79 0.74 .05
적합성

.03

.02

15. 직무열의 4.02 0.65 .03

.05

-.04 .30

16. 직무중심
3.17 0.74 .13
인사관리

-.04 -.14 .12

*

.03

.08
**
**

-.03 -.08 .05

*

-.03 -.22 ** .01

.12

.02

.00

.14 *

**

-.15 * -.17 ** .09

.17 * .09

.04

-.05

.42**

.32

**

-.08 -.20

.22

**

.10

.02

-.01

.52 .68

.18

**

-.03 -.18 -.07 .18

**

-.01 -.00

.11

.44 .24 .33

.35 ** .38
**

.09

**

**

.04

**

**

**

**

**

주 : * p<.05, ** p<.01 수준(양쪽)에서 유의, N=236.
규모더미 1 : 50인 이하, 규모더미 2 : 51~299인, 규모더미 3 : 300~999인, 직급더미
1 : 사원, 직급더미 2 : 대리, 직급더미 3 : 과장, 직급더미4 : 차장 이상, 직종더미 1 :
사무직, 직종더미 2 : 영업 및 서비스직, 직종더미 3 : 연구 및 생산직.

다음은 매개효과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Baron &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독
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보다 세 번째에
서 더 작아야 한다. 특히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유의하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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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개인-직무 적합성, 일의 의미의 회귀분석 결과
개인-직무 적합성

직무열의

일의 의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β

β

β

β

β

β

규모더미 1

.026

.032

.049

.053

.029

.036

규모더미 2

.071

.092

.077

.092

.030

.063

규모더미 3

.054

.085

.113

.135

-.111

-.068

직급더미 1

.006

.024

-.030

-.021

-.087

-.061

직급더미 2

-.096

-.051

-.070

-.041

-.212*

-.149

직급더미 3

.044

.072

.068

.085

-.033

-.009

직급더미 4

.070

.044

-.012

-.033

-.026

-.073

직종더미 1

.240*

.217*

.236*

.216*

.162

.129

직종더미 2

.184*

.177*

.187*

.179*

.105

.100

직종더미 3

.096

.059

.060

.030

.180*

.113

근속연수

.256

.167

.431**

.355*

.000

-.107

연령

.014

.101

.000

.058

.170

변수명

직무중심
인사관리

-.075

.285***

.197**

.397***

R²

.156

.229

.190

.225

.110

.251

Adjusted R²

.109

.183

.145

.178

.059

.204

F

3.320

20.542

4.194

9.523

2.153

39.353

주 : * p<.05, ** p<.01, *** p<.001.

<표 5>의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인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개인-직무 적합성
과 일의 의미를 동시에 투입하였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
인 직무열의에 대해 매개변수 개인-직무 적합성 인식과 일의 의미가 유의한 관
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개인-직무 적합성: β=.484, p<.001; 일의 의미:
β=.264, p<.001), 모형 2에서 유의했던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모형 3에서 유의
하지 않고 그 영향력 또한 감소했기에 완전 매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모형 2 :
β=.262, p<.001; 모형 3 : β=.073, p=.186). 따라서 가설 4와 가설 5 모두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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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인-직무 적합성,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직무열의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β

β

규모더미 1

-.003

.000

-.027

규모더미 2

.052

.074

.019

규모더미 3

.053

.081

.040

직급더미 1

-.008

.003

.030

직급더미 2

-.103

-.064

-.005

직급더미 3

.055

.068

.028

직급더미 4

.101

.066

.094

직종더미 1

.245*

.218*

.084

직종더미 2

.181

.174

.065

직종더미 3

.142

.092

.027

근속연수

.215

.126

.011

연령

.042

.134

.059

.262***

.073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인-직무 적합성

.484***
.264***

일의 의미

R²

.169

.230

.538

Adjusted R²

.121

.182

.504

F

3.528

16.365

68.209

주 : * p<.05, ** p<.01, *** p<.001.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회귀분석으로 유의성이 확인된 관계들에 대하여 매
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직무 적합성, 일의 의미 모두 직무중
심 인사관리와 직무열의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직무열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인이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높여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 일치성 등의 유의미한 변수로서 작
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자신의 일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일이 조직 내에서 갖는 의미와 관계, 영향력
등을 파악함으로써 중요도와 의미를 파악하게 하여 직무열의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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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결과
독립변수 : 직무중심 인사관리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개인-직무 적합성

.103

.038

.029

.182

일의 의미

.155

.038

.088

.235

V. 결 론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직무 적합
성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직
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개인-직
무 적합성과 일의 의미에도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개인-직무 적합성과 일
의 의미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직무에 대한 이해
와 분석을 토대로 관련 관행을 실시하는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일
수록 직무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열의를 높일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자신의 직무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적합성의 증진, 그리고 직무에
대한 미래 비전과 경력 경로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중요성 인지를 통해 직
무열의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성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실증 자료를 제시하였
다는 점이다.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는 활발
히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실증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검증한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개인에게
미치는 유의한 결과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산에 대한 필
요성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실증 자료라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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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성과와의 관계에서 과정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관련된 논의와 차별화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직
무중심 인사관리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직무 적합성
과 일의 의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성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정교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직무열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검증 이외에도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관련된 변수, 변수와의 관계, 효과에 이르
는 과정 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의의와 함께 본 연구가 갖는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의 의미의 유의미한 효과 확인을 통해 직무동기로서 직무의 역할과
이를 활용한 현장에서의 관리 및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일의
의미는 일을 통해 자신이 더욱 중요함을 지각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
(Rosso et al., 2010) 직무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일의 의미를 지각하게 하기 위해 승진에 따른 경력 개발,
기본급 인상, 직장 충성심 고취 등의 관행이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직무를 통한 일의 의미를 지각하게 할 수 있는 관리 방식
및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이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한
이해와 학습, 그리고 연관된 직무나 상위 직무에 대한 비전 제시, 직무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조직 설계 등 직무를 기반으로 한 관리 방식의 도입
과 인사관리를 통해 일의 의미를 지각하게 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성을 제안한다.
둘째, 채용과 관련된 시사점이다.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개인-직무 적합성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는 신입사원 이직률 및 직무 부적응으로
인한 이직 등 채용 및 배치 과정에서 부정적 결과 등에 있어 중요한 실무적 의
의를 갖는다. 최근 NCS 채용, 직무 역량 채용 등 개인이 조직에 입직하는 단계
부터 개인과 직무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한 채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
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대부분 직무능력보다는
스펙 중심의 대규모 채용으로 인해 일반적 역량이 높은 지원자를 선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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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그때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관행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유규창, 2015), 직
무와의 적합성보다는 역량, 품성, 조직 문화와의 적합성 등이 중요한 선발 기준
으로 활용되어 왔다(박희준, 2017). 따라서 직무 기반의 채용 기준 수립과 경력
개발과 이동 관리, 직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실행 등 채용과
채용 이후 배치과정에서 개인과 직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중심의 인사제
도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직무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확장된 시각과 관련 인사제도와의 연계를
제안한다. 직무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업 현장에서 도입된 관
행을 살펴보면 보상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개별 인사제도
보다는 제도들이 일관성 있게 구축되고 실행되었을 때 즉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할 때 보다 성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Colbert, 2004; Wright &
Boswell, 2002). 많은 기업들이 직무급을 도입하였지만 연공급으로 회귀하는
사례들은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도입하고 운영함에 있어 직무급 운영과 함께 채
용, 평가, 이동관리 등 관련 인사 관행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기준의 일
관성을 구축하는 노력과 함께 직무중심의 개별 관행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
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직무급 또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도입과 운영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에 있어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등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과정과 도구(tool)가 필요한 인사
관리 방식이며 직무중심 인사관리에서 이 과정들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위한 직무 정보 제공, 분석 도구의 제작과 배포
등 제반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개인이 경험하는 인사제도를 파악하고(Khilji & Wang,
2006) 개인의 성과에 미치는 인사제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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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 인사제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Boon & Kalshoven, 2014; Alfes et al.,
2013)에 기반하여 개인이 인식한 직무중심 인사관리(perceived job-based HRM)
를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각 조직에서의 직무중심 인
사관리에 대한 운영 상황에 대해 응답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진이나 인사담당자를 통해 측정된
조직 수준의 인사제도가(Khilji & Wang, 2006) 개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다수준 분석을 통한 연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조직 수준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영향력이 개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분
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초점이 직무중심 인사관리이나 기존의 사람 특성(역량, 기술 등)의
인사관리가 갖는 장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 인사관리의 기준이 갖고 있
는 장점을 활용하여 최적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노력으로 해석할 필
요가 있다(이혜정․유규창․명순영, 2019). 따라서 각 인사관리의 기준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두 요소의 특징이 효과적으로 고려된 인사관리 시스
템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실행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데이터 및 수집 방법에서의 한계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MBA 과정 학
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에, 표본에 있어 사무직군 종사자가 64%
로 다수를 차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종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표본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인사관리가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을 형성함으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였으나(Boon
& Kalshoven, 2014), 실제로 응답자들이 속한 각 조직의 조직성과를 측정하지
는 못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효과성을 검증함에
있어 조직수준의 성과도 반영하여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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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Job-based HR on Job Engagement :
Mediating Effect of Person-job Fit and Work
Meaningfulness
Yoon Miso․Yu Gyu-chang․Lee Hye-jeong
Job engagement is a concept that has high explanatory power on job
performance such as job -related behavior and job competency. In this study,
we predicted that job-based HR would play a positive role in job engagement
by functioning as a job resource suggested by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Based on these research background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job-based HR on job engagement. We also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job fit and work meaningfulness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job-based
HR to the perform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based HR and job
engagement. Data for analysis was collected from 236 employees taking MBA
courses at Time 1 and Time 2.
As a result, job-based HRM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job engagement. Also, it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person-job
fit and work meaningfulness, an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person-job
fit and work meaningful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based HR and
job engagement.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based on analysis results, with it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words : job-based HR, job engagement, person-job fit, work meaning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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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노동연구원노동동향(2019년 3월호)에 따르면, 2019년 1월 취업자 26,232
천 명 중 임금노동자는 75.5%(19,807천 명), 비임금노동자는 24.5%(6,425천
명)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임금노
동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
면, 상용근로자는 70.3%(13,923천 명), 임시근로자는 22.5%(4,455천 명), 일용
근로자는 7.2%(1,429천 명)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지만, 약 30%는 임시근
로자, 일용근로자로 나타나 고용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또한 주당 평균 근로시
간은 41.1시간으로 2016년 43.0시간, 2017년 42.8시간, 2018년 41.5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19년 1월 사업체 노
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2016년부터 해마다 1~2% 감소세를 이어가
고 있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한 OECD 연평균 노동시간(1,763시간)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47.5%로 2012년 58.2%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
해 불만족하는 이유 중 첫 번째로 시간부족이 51.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경제적 부담이 29.9%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국민들의 일평균
여가시간(휴일 5.3시간, 평일 3.3시간)이 2010년(휴일 7.0시간, 평일 4.0시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여가비용은 2018년 15만 1천 원으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일 균형 응답별 행
복수준에 따르면, 현재 자신의 삶에서 행복수준은 전체 평균 6.8점이었고, 일에
더 집중하는 경우 6.6점, 일과 여가의 균형이 이루어진 경우 6.9점, 여가에 집중
하는 경우 7.1점으로 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삶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여가, 행복, 삶의 만족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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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년도 OECD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주택, 채용정보, 안전,
교육, 시민참여,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생활만족, 환경, 수입, 커뮤니티 11개 영
역을 나열한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즉 소득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
생활만족이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ECD, 2018), 최근 임금
노동자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행
복을 높이기 위한 방안 대다수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저녁 있는 삶’,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단축’은 전 세계 노동정책의 흐름이다. 그러나 최근 이와는 정반대로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허슬
(Hustle) 문화가 나타났다. 허슬은 꿈을 이루기 위해 추가 근무를 감수하고, 자
신의 삶을 일에 쏟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며, 성공한 기업가
들마저도 ‘성공’은 곧 ‘근무시간’이라는 공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헤럴드
경제, 2019).
한국사회는 과거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물론, 한국 경제 규모
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개개인의 삶의
수준을 높였고, 의식주와 같은 환경적 개선과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확충은 평
균수명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이미 전 세계인들과 비교하면 최상
위권에 속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2016). 그
러나 청년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이 낮은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문화는
여가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가를 향유할 수 없어 일에 집중하
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강수돌(2012)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가정 갈등’은
업무애착 성향이 강할수록 시간적 측면의 직장-가정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적 갈등을 느낄수록 직무만족, 생활만족이 높게 나타
났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을 ‘업무애착자’라고 표현하는데, 업무애착자가 될수
록 시간적 갈등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을 더 느끼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의 압박이나 기
업경영의 성과압력이 ‘내면화’된 결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당사자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영만(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의 안정성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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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에 정(+)의 방향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가활동에서 경제
적 요인, 특히 고용의 안정성은 인권과 동등하게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설
명한다. 실제 허중욱(2017)의 연구에서 고용의 안정성 변수는 여가만족도에 비
례하였으며, 고용의 안정성은 생활만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위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금노동자는 성과주의
사회의 압박과 고용안정성을 위해 일을 중시한 결과 일의 양과 근로시간이 증
가할 수 있고 업무애착까지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여가를 통한 삶의 여유와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을 누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일과 여가,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일을 통한 임금노동자의 행복, 여
가를 통한 임금노동자의 행복을 각각 다루고 있어 일과 여가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과 여가를 동시에 다룸으로써 임금
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일과 관련된 변수, 여가와 관련된 변수를 살펴
보고, 이러한 변수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임금노동자와 행복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현
대사회에서 인간은 보다 나은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역사적, 학문적으로 행복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철학적인 접근방식으로 행복에
대해 이해하였고, 최근에는 생물학적, 사회적, 긍정심리학 등의 경험적 측면에
서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이 중 사회적 접근의
행복은 주관적인 시각 외에도 부(wealth), 지식접근성, 개인의 자유, 평등 등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며, 긍정심리학 접근의 행복은 행복이 긍정적
감정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긍정적 감정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정이 포함되며, 긍정적 행위에는 신체적 즐거움, 고차원적 즐거움, 만족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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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이와 같이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방법 또한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며,
주관적 측정과 더불어 객관적 지표의 지수화를 통해 행복을 측정1), 비교하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임금노동자의 행복은 크게 개
인의 만족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만족으로 보인다. 임금노동자의 행복
을 측정하는 방식은 전체 삶에 대한 만족으로 측정하거나 삶에 대한 만족을 범
주화하여 각각에 대한 만족으로 측정하고 있다. 범주화는 크게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행
복과 관련된 변수는 (신체)건강, 심리영역, 경제(가족의 수입 등), 환경영역(주
거 등) 등이며, 가정생활의 행복을 측정하는 변수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신체
적․정신적 만족,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사회적 만족이다(김동
철․우랑토야․김정원, 2017; 김안나․최승아, 2017; 문정화․강민아, 2017).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임금노동자의 직장생활 관련 변수는 업
무만족(김대규․임상호, 2017), 근속성, 지속성(김대규․임상호, 2017), 직무몰
입(소속감, 경력유지, 경력목표 달성 등)(김동철․우랑토야․김정원, 2017; 김
정우․김경미․박현준, 2018), 심리적, 정서적 만족(김선아․박성민, 2018)으로
측정하고 있다. 내재적 요인은 개인의 발전 가능성, 외재적 요인은 고용안정성,
복리후생, 임금(소득) 만족 등(김서린․민경률․박성민, 2016)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는 정신적․신체적․사회적 만족(김동철․우랑토야․김정원, 2017)
과 사회,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 여가생활, 문화활동 등(김안나․최승아, 2017)
이었다. 이 외에도 전체 삶에 대한 만족, 삶의 질, 자신의 이상과 얼마나 가까운
지 등을 점수로 표현하였다(강민재․최수찬․조영은, 2017; 민경선,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자의 행복을 한국노동패널 ‘삶의 인식 부가조
사’에서 인생 행복의 기준이 되는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
1) 행복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가 대표적으로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얼마나 인간답게 살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반
면 유엔이 156개국의 삶에 대한 만족도, 건강한 삶 기대치, 부패인식 등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HR)는 주관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행복측정 지표이다(파이낸
셜뉴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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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는 내용은 주관적 인식이며, 이는 한국인의 특성상2) 객관적 지표에
비해 개인이 인지하는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삶의 만족도(overall life
satisfaction) 변수는 행복 정도(happiness)보다 단기적 사건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17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독립변수를 18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종속
변수의 설명변인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 생길 수 있는 시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노동자의 행복으로 간주하였다.

가. 임금노동자의 일과 행복
일은 삶의 중심으로 사람은 평생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며 보낸다. 일의 개념
을 살펴보면, Baumeister(1991)는 일의 의미를 직무, 경력, 천직으로 구분하였
다. Bluestin et al.(2008)은 일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며, 개인이 사회,
경제에 의미 있는 생산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Ferrari
et al.(2009)은 일은 자신을 창조하는 행위로서 가치를 가지며, 커뮤니티와 연결
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장형석(2000)은 일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인지적 평가라고 하였
으며, 탁진국 외(2015)는 한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이란 생업
(경제수단, 가족부양), 자아실현(재미, 성장, 사회기여, 활력), 사회관계(인정, 대
인관계)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즉 일이란 일의 의미에 따라 정의할 수 있으며,
경제적 보상, 개인적 몰입과 만족, 타인과의 관계, 사회 이바지, 자아실현 등의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일을 지나치게 하게 되는 경우, Oates(1971)는 “끊임없이 일하고자 하
는 강박성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욕구가 건강, 대인관계, 행복과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주는 것”을 일중독으로 정의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Spence & Robbins(1992)도 일중독을 인간관계를 저해하거나
일에 대한 집착 등의 병리적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일중독 외에 일 강박(inner
drive to work)과 일 즐거움(enjoyment of work), 일 몰입(work involvement)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일에 관해 강박적 특성이 높고 일을 즐기지 않는 노동자
를 ‘환멸을 느낀 노동자(disenchanted workers)’, 일을 즐기는 노동자를 ‘열정
2) 제6차 OECD 세계포럼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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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 중독자(enthusiastic workaholics)’, 일을 즐기지 않고 강박을 높게 보이
는 노동자는 ‘진정한 일 중독자(real workaholics)’라고 정의하였다. 즉 일에 대
한 주관적 인식이 강박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일 때 스트레스 증가, 심리적 소
진 등 건강상의 문제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일과 관련된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객관적 요인인 직무요인
이다. 즉 일자리 유형(비정규직, 정규직), 초과근무 여부,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소득이다. 두 번째는 주관적 요인인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 일-생활
갈등, 일과 관련된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는 내면화된 불편함, 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과 외현화된 불편함, 일과 관련된 완벽주의적인 개인성향, 근로시간의
주관적 인식인 업무애착, 마지막으로 일과 관련된 통제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문항은 한국노동패널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서 Aziz et al.(2013)
의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의 문항을 활용하고자 한다.

나. 임금노동자의 여가와 행복
여가는 임금노동자에게 있어 특히 더 중요하다. 과거에는 여가를 노동하지
않는 시간 정도로만 인식했으나, 최근 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보
급으로 시간이 자원이 되고, 여가를 자본으로 거래함으로써 여가를 중요한 삶
의 가치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민웅기․김상학, 2018, 재인용). Bammel
& Bammel(1992)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여가를 자기성장을 위한 기회 또는 더
나은 행동을 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았다. Samdahl(1992)은 여가를 정의할 때
‘자유’ 대신 ‘역할 구속’으로 보았고, 역할에서 구속이 낮아지면 자기표현의 가
능성이 많아지고 이러한 표현이 여가를 경험하는 정도와 같다고 하였다. Kelly
& Freysinger(2000)은 여가는 계급과 직업,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가는 일상생활에서 사회구성원
들 사이에서 복합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쓰이고 있어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민웅기․김상학, 2018).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가의 개념을 살펴보면, 여가는 크게 여가의 목적, 시간적 개념, 여가형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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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이라는 네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여가의 목적에
따른 여가를 정의하면, 여가란 내재적 보상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것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강상․류경희(2016)는 여가란 자아실현 및 자기계
발, 건강과 행복추구를 위한 활동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황성환․김
종호(2016)는 여가는 재미, 만족, 즐거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민웅기․김상학(2018)은 여가란 개인이 노동이나 그 밖의 의
무로부터 자유롭고,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성취, 개인적 발전을 위한 목적에
활용되는 시간으로 설명한다. 즉 신체적, 심리적, 자아실현 등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여가를 정의한다. 둘째, 여가의 시간적 개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18)에서는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과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
동 이외에 스포츠, 쉼,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민웅기․김상학(2018)의 시간적 개념 여가란
생활시간 중 노동시간과 생리적 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을 말한다. 즉 여가의
시간적 개념이란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한다. 셋째, 특성
은 여가형태로 이는 주관적 개념을 의미하며, 민웅기․김상학(2018)의 연구에
서 주관적 개념 여가란 여가 행위자의 주체적인 심리적 여가인식과정으로 범주
화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여가분류를 시도하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여가활동유형은 운동, 여행, 인터넷 및 컴퓨터 미디어 사용, 교
육참여, 자원봉사, 종교 등 신앙활동, 영화, 스포츠 등 관람활동으로 분류한다
(강상․류경희, 2016).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
가활동을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 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
째, 특성은 자발성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한 것을 의미한다. 고동우
(2007)는 여가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재적 보상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모든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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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고용․임금 등 직장생활과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요인, 임금, 가구소득(민경선, 2018; 허중욱, 2018)이 행복에 정(+)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금노동자의 근무형태(교대제)도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교대근무 형태 근로자가 비교대제 근로자에 비해
생활만족감이 낮다고 하였다(강민재․최수찬․조영은, 2017). 민경선(2018)의
연구에 따르면, 세대별로 경제활동 시간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워라밸세대(1988~94년 출생자)가 W세대(1980~87년 출생자), X세대(1970~
79년 출생자), 기성세대(1969년 이전 출생자)에 비해 경제활동시간이 가장 적
었다. 이러한 결과를 경력단계 요인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다른 세대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영업․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비취업자, 일용직근로자가 행복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다고 하였다. 상용직 근로자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고용주/자
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순이었으며, 비취업자
의 경우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강민아, 2017).
허중욱(2018)의 연구에서는 하는 일, 인사관리(승진, 배치, 이동), 임금, 복리후
생, 직장에서의 장래성, 근무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
근로시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 노력, 직장 내 교육훈련의 기회 요소가 생활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임금노동자의
일과 관련된 지표항목은 고용․임금이 해당되며, 이 지표에서는 경제활동의 기
회, 정당한 보수, 질 등이 궁극적으로 소득이라는 최종 산출물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경제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또한 고용의 질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는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노
동자 비율을 사용하며, 주관적 지표는 일자리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일상, 일-가
정, 일-삶, 일-성장 균형, 갈등의 긍정 전이, 부정 전이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강
민재․최수찬․조영은, 2017; 김동철․우랑토야․김정원, 2017; 김서린․민경
률․박성민, 2016; 김선아․박성민, 2018; 김정우․김경미․박현준, 2018)가 많

72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4호

으며, 대표적으로 일-가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 인지도가
직장만족도 및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정우․김경미․박현
준, 2018)도 많다. 이는 보상이론, 전이이론으로 설명하는데, 보상이란 한 영역
에서 부족한 점을 보상받기 위하여 다른 영역에서 반대되는 경험 혹은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말한다(허창구․신강현․양수현, 2010, 재인용). 즉 직
장 외에서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거나 소외를 당하는 경우 다른 영역인 직
장에서 보상받고자 업무애착이 된다고 설명한다(허창구․신강현․양수현,
2010, 재인용). 반면 전이이론은 어느 한 영역에서의 느낌, 행동 그리고 태도가
다른 영역으로 ‘전이 또는 파급’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장에서의 행복이 가정
에서의 행복을 가져오고 또한 직장에서의 경험은 직장 이외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허창구․신강현․양수현, 2010, 재인용). Visser &
Williams(2006)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개인은 건강, 복지, 직무만족
의 이득이 있고, 조직은 생산성 향상, 직무몰입, 결근율 감소, 우수한 인력 유지
로 인한 인력 대체비용 감소, 폭넓은 인재를 통해 직원채용 가능, 교대근무 가
능으로 정규시간 외에도 서비스가 가능한 이득이 있다고 하였다. 일과 삶의 균
형이 중요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임금
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임금노동자의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 왔다. 임금노동자의
여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가가 삶의 만족과 관련된 측
면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제시되고 있다. 여가유형, 생산적 여가활동, 여
가시간, 여가참여 동기, 여가(활용)만족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경선, 2016; 강종필․윤지영, 2017; 민경선, 2018; 허중욱, 2018). 여가유형
중 인터넷 활용 및 스포츠 관련 활동형과 미디어 활용형이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고, 그다음으로 휴식 및 교제활동형, 소일형
및 비활동적 여가생활형 순으로 나타났다(민경선, 2016). 특히 생산적 여가활동
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강종필․윤지영,
2017). 참여동기 중 무동기는 삶의 질의 생활환경에, 외적동기는 삶의 질의 신
체적인 부분, 생활환경, 사회적인 부분에, 내적동기는 삶의 질의 생활환경과 사
회적인 부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승현․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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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2018). 또한 여가활동 시 그릿(실행력)과 긍정심리자본이 유발되고, 그릿은
긍정심리자본과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최효
선․양수진, 2018)와 재미는 여가만족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사혜지․
이철원․김민정, 2017), 진지한 여가는 여가만족, 여가지지를 유발하여 심리적
행복을 높인다(안병욱, 2017)는 결과는 여가가 그 자체만이 아닌 삶의 만족이
발생하는 경로 내에서 간접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대해서는 일과 여가,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다루는 연
구는 부족하다. 또한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과 여가를 동
시에 다룬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일과 여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일과 여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문
헌고찰에 근거하여 직무요인,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여가활동 참여 등의 하위
요인이 이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1. 연구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일과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년도(2014년)와 18차년도(2015년) 데이터
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자료는 2014년 3~9월에 수집
되었으며, 18차년도 자료는 2015년 3~11월에 수집되었다. 17차년도 조사에 응
답한 개인은 총 13,163명, 이 중 원표본은 10,757명, 통합원표본은 12,596명이
며, 18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총 14,012명이며, 이 중 원표본은 11,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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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원표본은 13,373명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 원자료 중 주요 변인인 일에 대
한 주관적 인식과 여가활동 참여는 17차년도, 행복은 1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
였다. 임금노동자 5,327명 중 만 65세 미만3)으로 행복과 일에 대한 주관적 인
식, 여가활동 참여에 응답한 4,5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 임금노동자의 행복
본 연구에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18차년도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서 인
생 행복의 기준이 되는 삶의 만족4)을 임금노동자의 행복 척도로 채택하였다.
삶의 만족도(overall life satisfaction)는 행복 정도(happiness)보다 단기적 사건
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17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독립변수를 18차년도 조
사에서 파악된 종속변수의 설명변인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시
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만족도는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
다)’에서 ‘10점(완전히 만족한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신뢰도(Cronbach's  )는 .920으로 나타
났다.

나. 독립변수
1) 직무요인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일과 관련된 직무요인은 일자리 유형(비정규직, 정규
직), 초과근무 여부,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소득으로 설정하였다.
2)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요인으로는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부가조사에서 사

3) 65세 이상 노동자는 고령자에 해당,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
4) OECD의 ‘주관적 웰빙 가이드’에서 제시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침을 근거로
조사됨. OECD(2018),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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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Aziz et al.(2013)의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의 문항을 활용하
였다. 이 척도는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 ‘일 때문에 개인적인 생
활이 종종 방해를 받는 것 같다’,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
다’,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 ‘일 때문에 잠을 잘 못자는
불면증이 자주 있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다’, ‘나는
때때로 업무목표나 업무성과에 집착한다’, ‘일이 끝나기 전에 일이 잘 되었는
지 자주 확인한다’, ‘나는 주당 60시간 이상이라도 장시간 근무하는 것을 선호
한다’, ‘나는 저녁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내 업무는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 등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
석(Factor Analysis) 결과 공통성(Communality)은 .503 이상으로 문항 공통성은
바람직하게 나타났고, 고유치가 1 이상인 것들이 윤자영(2018)의 연구와 마찬
가지로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6개 요인(일-생활 갈등, 금단증상, 불편함, 완벽
주의, 업무애착, 통제)의 전체 설명력은 62.60%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수용 가
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뢰도(Cronbach’s  )는 .928로 나타났다.
3) 여가활동 참여여부
여가활동 참여유형은 ① 여행, 관광, 나들이, ② 본인이 직접 한 운동, 스포츠,
③ 관람(스포츠, 영화, 공연 등), ④ 종교활동, ⑤ 봉사 및 시민단체 활동, ⑥ 가
족, 친지 만남이나 모임, ⑦ 기타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참여여부를 ‘활동 안
함=0, 활동함=1’로 이원화하여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금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을 파
악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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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
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임금노동자는 총 4,527명으
로 남성 2,682명(59.2%), 여성 1,845명(40.8%)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인 경우가 3,251명(71.8%)으로 미혼인 경우 911명
(20.1%)과 기타(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 365명(8.1%)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2,444명(54.0%), 고졸 이하가 2,083명(46.0%)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2.60세였으며, 40대의 비율이 높았다.
직무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일자리 형태는 정규직이 2,965명(65.6%)으로 비정
규직 1,558명(34.4%)보다 많았으며, 초과근무 여부의 경우, 초과근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703명(68.9%)으로 초과근무가 있다고 응답한 1,222명(31.1%)
보다 많았다. 근로시간은 평균 43.39시간이었고, 근로일수는 평균 5.20일, 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평균 244.6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위변수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스스로
일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2.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심리적 금단증상과 완
벽주의 성향이 각각 2.39점, 일-생활 갈등 2.38점, 신체적 불편함 2.13점, 일에
대한 애착 1.98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요인은 여가활동 유형을 총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활동여부를
확인하였다.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많이 한 활동순으로 살펴보면,
‘가족모임 이외의 사교모임’이 2,632명(58.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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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나 모임’ 2,412명(53.3%), ‘여행, 관광, 나들이’ 1,429명(31.6%), ‘본인이
직접한 운동, 스포츠’ 1,060명(23.4%), ‘관람(스포츠, 영화, 공연 등)’ 970명
(21.4%), ‘종교활동’ 815명(18.0%), ‘봉사 및 시민단체 활동’ 73명(1.6%)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의 행복은 평균 6.16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측정 변수 간의 상관계수 .6 이하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다중공선
성 문제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중 일-생활 갈등, 심리적 금단증상, 완벽주의 성향은 종속변수인 임금노동자의
행복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불편함, 일에 대한 애착, 스스로 일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는 임금노동
자의 행복과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요인
중 여행·관광·나들이, 운동, 관람, 종교활동은 임금노동자의 행복과 정(+)의 방
향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 및 시민단체활동, 가족·친지
만남이나 모임, 그 외 사교모임 활동은 임금노동자의 행복과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변수

범주

평균

2,682

59.2

여

1,845

40.8

미혼

911

20.1

기혼

3,251

71.8

365

8.1

고졸 이하

2,083

46.0

전문대졸 이상

2,444

54.0

이혼, 사별, 별거

교육수준
연령

%

남
성별

인구
사회 혼인상태
학적
요인

빈도

4,527

42.60

표준편차

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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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변수
일자리 형태

직무 초과근무 여부
요인
근로시간

범주

빈도

%

정규직

2,965

65.6

비정규직

1,558

34.4

없다

2,703

68.9

있다

1,222

31.1

평균

표준편차

3,925

43.39

9.827

근로일수

3,925

5.20

.626

근로소득(만)

4,365

244.65

152.84

일-생활 갈등

4,527

2.38

.617

4,527

2.39

.622

4,527

2.13

.546

4,527

2.39

.608

4,527

1.98

.528

4,527

2.63

.772

6.16

1.256

금단증상
일에
대한 불편함
주관
적 완벽주의
인식
업무애착
통제
여행, 관광, 나들이
직접 한 운동, 스포
츠
관람(스포츠, 영화,
공연 등)
여가
종교활동
요인
봉사 및 시민단체 활
동
가족, 친지 만남, 모
임
그 외 사교모임
임금노동자의 행복

활동함

1,429

31.6

활동 안 함

3,098

68.4

활동함

1,060

23.4

활동 안 함

3,467

76.6

970

21.4

3,557

78.6

815

18.0

3,712

82.0

73

1.6

활동 안 함

4,454

98.4

활동함

2,412

53.3

활동 안 함

2,115

46.7

활동함

2,632

58.1

활동 안 함

1,895

41.9

활동함
활동 안 함
활동함
활동 안 함
활동함

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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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66**
-.001
-.010
.410**
.023
.028
.004
.083**
.008
.122**
.123**
.063**

2
1
-.091**
-.080**
.291**
.105**
.108**
.046**
.108**
.053**
.088**
.079**
.047**

14 .035* .008

3

4

5

6

7

8

9

1
.538**
-.046**
.169**
.062**
.052**
.000
.102**
.032*
-.044**
-.051**

1
-.077**
.081**
-.012
.006
-.023
.036*
-.022
-.043**
-.048**

1
.013
.073**
.024
.144**
.053**
.187**
.097**
.128**

1
.525**
.501**
.474**
.452**
.261**
-.033*
.007

1
.521**
.522**
.588**
.369**
.007
.003

1
.535**
.600**
.287**
-.009
-.015

1
.429**
.470**
.039**
.040**

1
.269** 1
-.037* .052** 1
-.013 .032* -.250** 1

.010

.031* .004

-.030 -.014 -.017 -.028 -.006 .013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1** -.130** 1

15 -.075** -.060** -.043** -.040* -.055** -.011 -.006 -.015 -.023 -.007 -.007 -.197** -.127** -.102** 1
16 -.005 -.023 -.020 -.012 -.002 .011 .020 -.003 .012 .022 .010 -.033* -.022 -.017 -.017 1
17 -.069** -.062** .069** .075** -.074** .058** .027 .023 .000 .036* -.024 -.318** -.206** -.166** -.162** -.027 1
18 -.079** -.020 .071** .064** -.085** -.016 -.047** -.007 -.080** -.018 -.066** -.284** -.184** -.148** -.144** -.025 -.234** 1
19 -.050** -.022 .023

.008

-.041** .045** .032* .040** .031* .057** -.006 -.039** -.025 -.020 -.020 -.003 -.032* -.029 1

20 .219** .089** -.120** -.092** .274** -.089** -.059** -.107** .049** -.044** .061** .113** .076** .041** .027

.012

-.058** -.172** -.052**

주 : p<.001.
2. 일자리 형태_정규직, 3. 초과근무 여부_있다, 4. 근로시간, 5. 근로일수, 6. 근
로소득. 7. 주관적 인식_일-생활 갈등 8. 주관적 인식_심리적 금단증상, 9. 주관적
인식_신체적 불편함, 10. 주관적 인식_완벽주의 성향, 11. 주관적 인식_업무애착,
12. 주관적 인식_일에 대한 통제감, 13. 여가 1 : 여행, 관광, 나들이, 14. 여가 2 :
운동, 15. 여가 3 : 관람, 16. 여가 4 : 종교활동, 17. 여가 5 : 봉사 및 시민단체 활
동, 18. 여가 6 : 가족, 친지 만남이나 모임, 19. 여가 7 : 그 외 사교 모임 활동,
20. 행복.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요인과의 차이
직무요인 중 근로시간은 남성이 44.5시간으로 여성 41.8시간보다 많았고, 연
령대는 50대 이상이 44.7시간으로 다른 연령대(40대 43.2시간, 20대, 30대 가
각각 42.8시간)에 비해 많았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타(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
가 47.2시간으로 미혼인 경우(43.4시간)와 기혼인 경우(43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5.5시간, 전문대졸 이상 41.8시간으로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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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가 근로시간이 많았다.
근로일수는 혼인상태와 교육수준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는 기타(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가 5.4일로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
우(각각 5.2일)보다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5.3일로 전문대졸 이상 5.1
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남성이 3,584.30만 원으로 여성 2,052.88만 원에 비해 월등히 많
이 받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3,391.15만 원)와 30대(3,146.88만 원)가 50대
이상(2,695.10만 원)보다 많이 받았고, 20대가 2,031.43만 원으로 가장 적게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인 경우가 3,246.76만 원으로 가장 많
이 받았고, 미혼인 경우는 2,354.29만 원, 기타(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는
2,024.66만 원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3,539.42만 원으로 고졸
이하 2,322.28만 원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요인(일에 대한 객관적 요인)과의 차이
근로시간
n
m
sd
2304 44.5 9.339
1621 41.8 10.277
8.588(.000)***
438 42.8 9.082
1261 42.8 8.527
1183 43.2 9.704
1031 44.7 11.455
8.959(.000)***
a, b, c < d
798 43.4 9.977
2839 43
9.461

남성
성
여성
별
t-value(p)
20대(a)
30대(b)
연
40대(c)
령
50대 이상(d)
대
F-value(p)
Scheffe검증
미혼(a)
혼 기혼(b)
인 기타(이혼, 사별,
288 47.2 11.940
상 별거)(c)
24.504(.000)***
태 F-value(p)
a, b < c
Scheffe검증
고졸 이하
1689 45.5 11.384
교
전문대졸 이상 2236 41.8 8.114
육
t-value(p)
11.303(.000)***

주 : * p<.05, ** p<.01, *** p<.001.

직무요인(일에 대한 객관적 요인)
근로일수
근로소득(만 원)
n
m
sd
n
m
sd
2304
5.2
.614 2634 3584.3 2022.354
1621
5.2
.643 1731 2052.9 1322.978
.717(.473)
30.245(.000)***
438
5.2
.659 420 2031.4 982.166
1261
5.2
.532 1335 3146.9 1561.048
1183
5.2
.579 1330 3391.2 2101.774
1031
5.2
.757 1272 2695.1 2157.637
2.758(.041)*
69.825(.000)***
a < d < b, c
798
5.2
.643 836 2354.3 1215.573
2839
5.2
.601 3176 3246.8 2071.169

288

5.4

.783

12.151(.000)***
a, b < c
1689
5.3
.708
2236
5.1
.541
9.761(.000)***

353

2024.7

1212.229

124.217(.000)***
c < a < b
2017 2322.3 1511.707
2348 3539.4 2067.467
-22.3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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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일에 대한 주관적 요인과의 차이
일에 대한 주관적 요인 중 일-생활 갈등은 연령대별로 40대가 2.41점으로 20
대 2.3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타
(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가 2.44점으로 미혼인 경우 2.33점보다 높았다.
심리적 금단증상은 남성이(2.44점) 여성(2.33점)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2.43점)와 40대(2.42점)가 20대(2.3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불편함은 남성(2.14점)이 여성(2.1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성향은 남성(2.42점)이 여성(2.35점)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2.45점)와 40대(2.41점)가 50대 이상(2.3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
태별로는 미혼인 경우(2.39점)가 기타(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2.32점)보다 높았
으며, 전문대졸 이상이(2.46점) 고졸 이하(2.3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일에 대한 주관적 요인과의 차이

남성
성 여성
별
t-value(p)

20대(a)
30대(b)
연 40대(c)
령 50대 이상(d)
대
F-value(p)

일-생활
금단
갈등
증상
m
sd
m
sd
2.38 .603 2.44 .616
2.37 .636 2.33 .624
6.089
.179
(.000)***
2.32 .565 2.33 .565
2.40 .613 2.43 .600
2.41 .630 2.42 .642
2.35 .623 2.35 .640
4.209
6.181
(.006)**
(.000)***
a < c
a < b, c
2.33 .584 2.37 .597
2.38 .618 2.40 .624

일에 대한 주관적 요인
완벽
불편함
주의
m
sd
m
sd
2.14 .540 2.42 .607
2.10 .554 2.35 .607
2.231
4.185
(.026)*
(.000)***
2.14 .522 2.37 .605
2.13 .540 2.45 .615
2.13 .564 2.41 .624
2.10 .543 2.32 .577
1.033
9.981
(.377)
(.000)***
d < b, c
2.14 .559 2.39 .618
2.12 .540 2.40 .606

업무
애착
m
sd
2.02 .524
1.92 .527
6.168
(.000)***
1.98 .504
1.98 .527
1.98 .532
2.00 .534
.387
(.762)
1.97 .519
1.99 .531

통제

m
sd
2.71 .784
2.51 .741
8.393
(.000)***
2.55 .730
2.70 .754
2.63 .814
2.58 .757
7.302
(.000)***
a, d < b
2.60 .738
2.65 .792

Scheffe검증
미혼(a)
기혼(b)
혼 기타(이혼, 사별,
2.44 .674 2.42 .662 2.14 .564 2.32 .593 1.99 .523 2.54 .672
인
상 별거)(c)
4.122
1.174
.334
3.103
.554
3.584
태 F-value(p)
(.016)*
(.309)
(.716)
(.045)*
(.575)
(.028)*
a < c
c < a
c < a
Scheffe검증
고졸 이하
2.39 .636 2.38 .643 2.13 .556 2.31 .589 1.98 .535 2.52 .744
교 전문대졸 이상 2.36 .599 2.41 .603 2.12 .537 2.46 .616 1.98 .522 2.72 .785
육
1.389
-1.678
.773
-8.095
-.083
-8.641
t-value(p)
(.165)
(.093)
(.440)
(.000)***
(.934)
(.000)***
주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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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한 애착은 남성이 2.02점으로 여성 1.92점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일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는 남성(2.71점)이 여성(2.51
점)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2.70점)가 50대 이상(2.58점)과 20대(2.55
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2.60점)가 기타(이
혼, 사별, 별거)인 경우(2.54점)보다 높았다. 교육수준에서도 전문대졸 이상이
(2.72점) 고졸 이하(2.52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행복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행복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6.41점)가 가장 높았고, 20대(6.18점)와
40대(6.17점) 그리고 50대 이상(5.89점)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인 경우(6.29점)가 가장 높았고, 미혼인 경우 6.01점, 기타(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 5.40점이었고,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6.48점)이 고졸 이하(5.79점)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행복 차이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수준

남성
여성
t-value(p)
20대(a)
30대(b)
40대(c)
50대 이상(d)
F-value(p)
Scheffe검증
미혼(a)
기혼(b)
이혼, 사별, 별거(c)
F-value(p)
Scheffe검증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교 이상
t-value(p)

주 : * p<.05, ** p<.01, *** p<.001.

n
2682
1845
481
1379
1356
1298

911
3251
365

2083
2444

행복
m
6.18
6.14
.867(.386)
6.18
6.41
6.17
5.89
38.741(.000)***
d < a, c < b
6.01
6.29
5.40
94.293(.000)***
c < a < b
5.79
6.48
-19.006(.000)***

sd
1.234
1.288
1.177
1.158
1.268
1.321

1.186
1.227
1.370

1.231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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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모형 분석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독
립변수를 투입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오차의 자기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각 회귀모형의 VIF값
은 최소 1.018에서 최대 2.004의 범위로 모두 10 이하였고, 공차한계값도 모두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성이 진정한 인과관계
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다. 관찰되지 않은 제3의 요인
이 매개한 단순 상관성이라는 의심(내생성 문제)이 바탕에 깔려 있는 의구심이
다. 이런 경우 한국노동패널처럼 시차변수(5년 전 삶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자
료를 사용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오류실험(falsification test)을 시행해 볼 수 있
다. 종속변수를 5년 전 삶의 만족도로 하고 독립변수는 17차년도 조사에서 파
악된 것을 사용하여 시간적 선차성으로 보면 인과관계로 볼 수 없는 모형을 추
정한 후에 이 결과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오류실험 모형
의 분석 결과, 설명력 11.6%, 모형적합도(F=1.508, p=.104)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무요
인 중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427, p<.01), 여가활동 참여변수 중에서는 직
접 한 운동, 스포츠(  =-.289, p<.05), 봉사(  =.237, p<0.1)가 임금노동자의 행복
증가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류실험 모형의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보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훨씬 더 낮은 통계적 상관성이 나타
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 모형 1 : 인구사회학적 요인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 11.2%, 모형적합도(F=114.341, p<.0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중 여성인
경우(  =-.029, p<.05), 연령이 적을수록(  =-.084, p<.001),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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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198, p<.001),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242, p<.001)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모형 2 : 직무요인
모형 2는 직무요인이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설명
력 8.9%, 모형적합도(F=73.752, p<.0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
인에서는 일자리 유형 중 정규직인 경우(  =.102, p<.001), 근로시간이 감소할
수록(  =-.099, p<.001),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222, p<.001)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모형 3 :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
모형 3은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설명력 3.8%, 모형적합도(F=30.141, p<.0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는 6개 하위변수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갈등이 적을수록(  =-.088, p<.001), 심리적 금
단증상이 적을수록(  =-.062, p<.01), 신체적 불편함이 적을수록(  =-.160, p<.001),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159, p<.001), 일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042, p<.05), 스스로 일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수록(  =.066, p<.001)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모형 4 : 여가활동 참여
모형 4는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가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설명력 6.2%, 모형적합도(F=42.855, p<.0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여가활동 참여여부 변수 중 여행·관광·나들이(  =.110, p<.001), 직접 한
운동, 스포츠(  =.131, p<.001), 관람(스포츠, 영화, 공연 등)(  =.105, p<.001),
종교활동(  =.103, p<.001), 가족·친척 모임 활동(  =.103, p<.001)에 참여한 경
우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사 및 시민단체 활동과
가족·친척 모임 이외의 사교모임은 임금노동자의 행복증가와 상관이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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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마. 모형 5 : 통합모형
모형 5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요인,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여가활동 참
여 여부가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 17.8%, 모
형적합도(F=35.47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
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은 여성인
경우(  =-.073, p<.001), 연령이 적을수록(  =-.106, p<.001), 혼인상태별로는 기
혼인 경우(  =.140, p<.001),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096, p<.001)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인 중 일자리유형은 정규직인
경우(  =.041, p<.05),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188, p<.001) 임금노동자의 행
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감소할수록
임금노동자의 행복이 증가하는 모형 2와는 달리 모형 5에서는 근로시간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6개 하
위변수 중 스스로 일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갈등이 적을수록(  =-.050, p<.05), 심
리적 금단증상이 적을수록(  =-.071, p<.01), 신체적 불편함이 적을수록(  =-.132,
p<.001),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076, p<.001), 일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
록( =.068, p<.01)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에 대한
통제욕구가 높을수록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 모형 2와는 달리
모형 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참여 여
부 변수 중 여행․관광․나들이(  =.059, p<.001), 직접 한 운동, 스포츠( =.070,
p<.001), 관람(스포츠, 영화, 공연 등)( =.048, p<.01), 종교활동(  =.077, p<.001),
가족·친척 모임 활동(  =.043, p<.01)에 참여한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인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기혼인 경우, 전문대졸 이상인 경
우, 정규직인 경우,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일-생
활 갈등, 심리적 금단증상, 신체적 불편함이 적을수록, 완벽주의 성향, 업무애착
은 높을수록, 여행․관광․나들이, 직접 한 운동, 스포츠, 관람(스포츠, 영화, 공
연 등), 종교활동, 가족·친척 모임 활동에 참여한 경우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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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인구
사회
학적
특성

독립
변수

모형 1
t

-.029 -2.046*
-.084 -4.555***
.198 10.605***

모형 2



모형 3

t



t



모형 4
t

성별
연령
기혼
기타
-.018
-.973
(이혼+사별+별거)
교육수준
.242 15.055***
.102 5.967***
일자리 유형
초과근무
-.015
-.928
직무 여부
-.099 -5.356***
요인 근로시간
근로일수
-.017
-.941
근로소득
.222 12.864***
일-생활
-.088 -4.763***
갈등
일에
-.062 -3.022**
대한 금단증상
-.160 -7.882***
주관 불편함
적 완벽주의
.159 8.061***
인식 업무애착
.042
2.079*
통제
.066 3.955***
여행, 관광,
.110 7.608***
나들이
직접한 운동,
.131 9.083***
스포츠
관람( 스포츠,
.105 7.271***
여가 영화, 공연 등)
활동 종교활동
.103 7.040***
참여
봉사
및
시
여부
.010
.701
민단체활동
가족, 친척
.103 7.036***
모임
그 외 사교
.018
1.261
모임

.112
.089
.038
.062


∆ 
F

.111
.088
.037
.061
114.341***
73.752***
30.141***
42.855***
주 : * p<.05, ** p<.01, *** p<.001.
성별(남성=1, 여성=0), 기혼(기혼=1, 미혼, 기타=0), 기타(이혼+사별+별거)(기타=1, 기혼,
미혼=0), 교육수준(전문대졸 이상=1, 고졸 이하=1), 일자리 유형(정규직=1, 비정규직
=0), 초과근무 여부(있다=1, 없다=0), 여가참여 여부(활동함=1, 활동 안 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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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통합모형)
독립변수
성별
인구 연령
사회
기혼
학적
특성 기타(이혼+사별+별거)
교육수준
일자리유형
직무
요인

일에
대한
주관적
독립
변수 인식

여가
활동
참여
여부

모형 5

t


-.073

-4.296***

-.106

-5.288***

.140

6.730***

-.028

-1.459

.096

5.239***

.041

2.382*

초과근무 여부

-.005

-.291

근로시간

-.017

-.922

근로일수

-.016

-.923

근로소득

.188

9.992***

일-생활갈등

-.050

-2.583*

금단증상

-.071

-3.396**

불편함

-.132

-6.411***

완벽주의

.076

3.729***

업무애착

.068

3.344**

통제

.004

.229

여행, 관광, 나들이

.059

3.858***

직접한 운동, 스포츠

.070

4.540***

관람(스포츠, 영화, 공연 등)

.048

3.093**

종교활동

.077

5.043***

봉사 및 시민단체활동

.008

.509

가족, 친척 모임

.043

2.783**

그 외 사교모임

.007

.423





.178

∆ 

.174

F

35.473***

주 : * p<.05, ** p<.01, *** p<.001.
성별(남성=1, 여성=0), 기혼(기혼=1, 미혼, 기타=0), 기타(이혼+사별+별거)(기타=1, 기
혼, 미혼=0), 교육수준(전문대졸 이상=1, 고졸 이하=1), 일자리 유형(정규직=1, 비정
규직=0), 초과근무 여부(있다=1, 없다=0), 여가참여 여부(활동함=1, 활동 안 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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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일과 여가가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본장에서는 그 결과를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행복은 성별에서는 여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인 경우,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수준과 임금
노동자의 행복과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학력이 사회적 연결망
등 사회자본과 상관성이 높아서 고학력자의 행복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둘째, 직무요인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행복은 일자리유형은 정규직인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할수록, 근로소득은 증가할수록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고용계약이 고용안정성
을 떨어뜨리고,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키고, 가족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 부분
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형태가 안정
되지 못하고, 근로시간이 길고,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선행연
구 결과(박수호․이민정, 2013)와 일치한다. 즉 안정적 고용형태와 주 52시간
근무가 명시된 근로기준법 준수와 소득이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임금노동자의 행복은 일-생활 갈등이 적을
수록, 심리적 금단증상이 적을수록, 신체적 불편함이 적을수록, 완벽주의 성향
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스스로 일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수록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그로 인한 다른 영역(관계, 신체 및 심리건강)의 경시라는
부정적 측면과 일에 대한 헌신과 성과를 긍정적 측면으로 보는 것으로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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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보통 부정적 측면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경우는 ‘일중독’이며, 일중독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는지 여부인데, 일-생활 갈등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이다솔,
남태우, 권기현, 2018). 또한 심리적 금단증상과 신체적 건강 손상도 중독의 대
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은 ‘일 열정자’ 또는 ‘열정 있
는 일중독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완벽주의 성향과 일에 대한 애착, 스스로
일을 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김주경․김영곤,
2017). 일을 통해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하는 삶은 신체 및 심리건강,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넷째, 여가요인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행복은 여행․관광․나들이, 직접 한
운동․스포츠, 관람(스포츠, 영화, 공연 등), 종교활동, 가족․친척 모임 활동에
참여한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사 및 시민단체 활동,
가족․친척 모임 외 사교모임은 임금노동자의 행복증가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가의 다양한 개념 중 활동적 개념의 여가와 관
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활동적 개념의 여가는 사회적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민웅기․김상학, 2018), 임금노동자의 행
복증가와 상관 있는 변수는 사회적 의무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여
행․관광․나들이, 직접 한 운동․스포츠, 관람, 종교활동, 가족․친척 모임으
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노동자의 행복증가와 상관이 없는 변수인 봉사 및 시민
단체 활동과 가족․친척 모임 외 사교모임은 활동적 개념의 여가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봉사 및 시민단체 활동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었을 가능성과 사교모임 역시 직무개발,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행
해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임금노동자의 행복증가와
관련 있는 여가의 특징은 사회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모형에서는 임금노동자의 행복증가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
로는 여성인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기혼인 경우,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직무요
인은 일자리 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이었으며,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는 일-생활 갈등, 심리적 금단증상, 신체적 불편함이 적을수록,

90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4호

완벽주의 성향, 일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요인은 여행․관광․나들이, 직접한 운동․스포츠, 관람(스포츠, 영화, 공연 등),
종교활동, 가족․친척 모임 활동에 참여한 경우 임금노동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모형 2 직무요인의 근로시간과 모형 3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통제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전체 모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여가활동의 충분한 향유가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및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인 통제 등 일부 부정적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일과 여
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기존에 논의되었던 행복에 관한 논의를 대규
모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향후 임금노동자의 행복을 위한 개입과 전략
을 모색함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 따라 앞서 논의했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같이 장시간 노동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이 잡혀 있지 않
은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명시된 근로기준법 준수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
화는 임금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친화기
업 인증제와 같이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여가친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
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근무시간이 긴 것이 미덕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시사하는 캠페인 등 인식전환
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즉 여가와 행복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결혼상태와 관련하여 기타(이혼, 사별, 별거 등)인 경우 임금
노동자의 행복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내재적 동기가 높은 ‘일 열정자’ 또는 ‘열정 있는 일중독자’의 특징인
일을 통한 만족감, 즐거움, 성취하려는 욕구 등 긍정적 영향을 직무 이외의 영
역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직무 이외의 영역에 대한 관심 또한
성과 달성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
하리라 판단된다. 이는 직장-가정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많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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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전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영역에서의 느낌, 행동 그
리고 태도가 다른 영역으로 ‘전이 또는 파급’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직 차
원에서 업무 이외에 가정, 여가, 취미 등의 타 영역에도 고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취미활동을 통한 동호회, 친
목도모 소모임 등 비공식 조직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지원해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중독’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상사들이 퇴근 전, 휴일
전 업무지시, 메신저를 이용한 퇴근 후, 휴가 중 업무지시 등을 꼭 필요한 경
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조직 내 경쟁구조, 지나친 성과주의에 근거한 평가보상시스템의 개
선 등도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존중의 조직문화로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불안정성과 관련하여 임금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인
식하면 삶의 질을 무시하고 업무에 과도하게 치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불안이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고용불안정성과 관련해서 고용기간의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으나, 현재도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전환
을 통해 정규직이 되기에는 재원의 부족,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발생되는 부작
용 등의 문제가 있어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그렇기 때문
에 사회안전망을 통해 임금노동자가 실제 체감하는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직을 하게 되더라도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면 불안을 낮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요인을 단순히 여가활동 참여 여부로 제한하였
으므로 향후에는 여가활동에 대한 활동 횟수, 활동 목적, 누구와 함께 했는지
등으로 확대하여 행복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성별, 연령대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기술직 등으로 세분
화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
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행복이 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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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동시성 문제를 고려한 연구모형 설계와 깊이 있는 논의
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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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Wage Workers' Work and Leisure on
Happiness
Lee Mi Young․Lee Hong Jik․An Su Gyeong․
Yoon Suin․Choi SoonRye․Yoon Seung Ta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wage workers’ work and leisure on their
happiness. For this purpose, the 17th and 18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data were used. According to the integrated regression analysis,
in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female, with a spouse, the younger the age
group, and the higher their education, the higher their happiness was. In the
job factors, regular job status, earned income, perfectionism, and attachment
to work had positive effects, while work-life conflict, withdrawal symptoms,
and discomfort had negative effects on happiness of wage workers. In the
leisure factors, travel, tourism, outings, sports, watching sports, movies and
performances, religious activities, family and relatives meetings had positive
effects on their happines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happiness of wage workers through work and leisure.

Keywords : wage worker, happiness, work,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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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예측되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는 장년 취업성공패키
지, 서울시 50+사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 장년층을 위한 고용 지원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장년층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
어, 장년층을 노동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로 인식하고, 경제활
동인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17년도에는 법
적으로 55세 이상을 지칭해 온 ‘고령자’라는 명칭이 ‘장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고령자에 포함된 연령대의 국민이
자신을 고령자로 인식하지 않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에 고령자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60대
진입으로 60대 장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향후 취업 의사가 있다고 응답
한 55~69세 인구가 약 64.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18). 따라
서 생산가능인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장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은 개인 및 국가 차원에서 모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거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미취업 장년층
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여러 정책들은 장년고용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육 및 활동 지원 등 대부분 금전적 혹은 취업능력 교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
다. 그러나 장년층은 이미 어느 정도의 경험과 경력이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자체만으로는 미취업 장년층이 새로운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미취업자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기대-가치이론을 발전시키고 적용한 Feather & O’Brien(1987)에 따르면, 자신
의 행동이 실제 구직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의 형성이 미취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취업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미취업 장년층이 자신의 직업 훈련이나 구직 행동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취업 장년
층의 일자리 기대감의 상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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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을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많지 않으
며, 특히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
대감의 경우 사회경제적 배경, 은퇴 이후의 사회적 활동, 그 밖의 여러 요인들
에 의해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양상이 어떤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고용 정책 대상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년층의 경우 일자리 기대감을 포함한 주관적 안녕감 등 심리적 요인
에 사회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김영범․이승훈,
2008), 이 중에서도 특정한 목적을 가진 공식적 사회활동보다는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을 위한 비공식적 사회활동이 장년층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
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정훈 외, 2014). 특히 미취업 장년층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 등의 공식적인 사회활동보다는 지인과의 만남, 여
가 활동 등의 활동이 더욱 주를 이루며, 이를 통한 상호작용 혹은 정서적 지지
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는 장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활동의 유형이 일자리 기대감과 관련이 있는지 검증해 보아야 한다. 본 연
구를 통해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 방안에 제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고용 관련
정책 대상이 되는 장년층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령층을 나누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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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마다, 사업의 특색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특히 고령화로 인해 청
년과 장년, 장년과 노인의 연령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와 정책
보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에 발표한 ‘고령화 시
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에서, 55~74세를 중심으로 장
년층의 고용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장년 취업성공패키
지의 지원 대상을 64세에서 69세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세워 시행하였다(고용
노동부, 2016). 서울시의 50+정책은 50~64세를 ‘50플러스세대’, 즉 장년층이라
고 정의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처음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신중년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
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고령자나 노인과는 달리 노동시장에서 활력 있는 생활인
으로, 50~69세까지를 포함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즉 이는 경제활동이 가능
한 장년층의 확대를 반영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장년층’이란 노동시장에서 활동이 가능한 연령까지 포함하며, 이는 대부분
50~70대 초반의 연령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취업자의 일자리 기대감이란, 앞으로 자신이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며,
Feather(1990, 1992)의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을 기반으로 설
명될 수 있다. 기대-가치이론은 특정 목표를 이루려는 동기 수준이나 강도를,
특정 목표의 가치에 기반하여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관련지
어 설명하는 인지-동기이론 중 하나이다(Vansteenkiste et al., 2005). 기대-가치
이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전해왔지만 그중에서도 Feather와 동료들은 미취
업자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기대-가치이론을 발전시키고 적용한 바
있다(Feather & O’Brien, 1987).
Feather & O’Brien(1987)의 기대-가치이론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주관적 기
대감은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 한 가지는 효용-기대(efficacy-expectations)
로 성과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의미한다. 다른 한 가지는 성과-기대(outcome-expectancies)로 자신의
행동이 특정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정 혹은 예상을 의미한다. 이를 미취업
자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미취업자의 일자리 기대감은 취업을 위해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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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험 혹은 면접 등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하위 기대와 더불어, 일자리를 찾는 행위의 필요성과 가치를 개
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느냐가 구직활동의 강도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Vansteenkiste et al., 2005).
미취업자의 일자리 기대감은 구직효능감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의 비
슷한 개념의 구인들과 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특히 미취업 장년층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 더 도
움이 될 수 있다. 구직효능감이란 다양한 구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Wanberg, Watt & Rumsey, 199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분야에 적용
한 것으로, 진로 결정 및 진로 목표 성취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Taylor & Betz, 1983). 구직효능감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모두 개인의 능
력에 귀인하는 것으로 기대-가치이론의 하위 개념인 효용-기대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경험과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
세대 취업준비생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미취업 장년층의 경
우 이미 경력과 경험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효용-기대감은 높지만, 자신의 전
문성에 비추어봤을 때 적절한 일자리가 많지 않고, 나이나 건강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의 구직 행동이 실제 구직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과-기대감이 매우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기대감이
구직효능감보다 미취업 장년층의 심리적 상태를 더 적절하게 감지하리라 예상
할 수 있다.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을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많지 않으며, 특
히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장년층의 경우, 사회경제적 배경,
은퇴 이후의 사회활동, 그 밖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일자리 기대감이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장년층을 경제활동인구로 재유
입하려는 고용 정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해보면 장
년층을 위한 일자리 증가는 구직에 대한 높은 성과-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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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그 변화양상이 어떤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미취
업 장년층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
는 구체적인 정책 및 실행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과 사회활동
장년층의 구직 관련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
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다.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란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거나 교환하는 관계에 있는 유대 혹은 사회 구성원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김종향, 2011)를 의미하며, 미취업 상태인 장년층의 경우 다양한 유
형의 비공식 사회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비공식 사회활동이란 직장 등 경제적 목적의 사회활동이 아닌 타인들과의 관계
맺기를 위한 사회활동(Rowe & Kahn, 1998)을 의미한다.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활동은 특히 장년층 이후 노년기에 이르기까
지, 주관적 안녕감이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등의 심리적 상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김영범․이승훈, 2008). 노년층이 무력감을 느끼
는 가장 큰 이유로 사회와의 단절을 보고하는데, 여기서 무력감이란 자신이나
환경, 앞으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승은․최영희, 1996). 즉 미취업 상태의 장년층이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구직 활동에 있어 무력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이 무력감이 결국
지속적으로 낮은 일자리 기대감으로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사회활동의 유형에 따라 장년층이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양할 수 있
고, 심리적 상태에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영범․이승훈(2008)이 노년
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을 유형화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
동을 살펴본 결과 공공집단 활동, 여가 활동, 연고집단 활동(종친회, 향우회 등)
은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종교활동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종교활동의 목적이 타인과의 관계 맺기
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식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사회활동 중에
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활동 유형이 특히 주관적 심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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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실제 긴밀한 상호작용
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일어나는 유형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가 주관
적 기대감 중 일자리 기대감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나
래․홍아정(2016)은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정보와 조언 등을 구하는 정보적 지
지와 관심과 신뢰감 등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긍정적인 구
직행동 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서적 지지는 기존의 생각
과 신념을 폐기하고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려는 시도인 폐기학습(unlearning)에
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김나래․홍아정, 2016). 이를 통해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목모임에서의 정서적 지지 등은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
을 높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3.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과 개인 배경 요인
미취업 장년층의 경우 사회활동 외에도 다양한 개인의 배경 요인이 일자리
기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비교적 건강하게 활발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에 비해, 장년층 이후의 시기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침체하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심리상태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채수미, 2016).
일자리 기대감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 많은 연구
에서 장년층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령(김미령, 2012),
성별(안상수 외, 2005; 김기태 외, 2011; 김여진․박선영, 2013), 건강상태(이신
숙․이경주, 2002; 김기태 외, 2011; 이은령 외, 2013), 학력(김소향․이신숙,
2009; 이은령 외, 2013; 채수미, 2016), 경제적 상황(조윤주, 2007; 김기태 외,
2011; 채수미, 2016) 등 다양한 개인의 배경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자리에 대한 남녀의 심리적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실직자들이 남성 실직자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실직 후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했는데, 개인적 요인과 직업
적 요인들에 의해 취업에 대한 제약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안상
수 외, 2005). 장년층은 어느 집단보다 심리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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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질 수 있다(김은경, 2014)는 점에서 일자리 기대감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윤민석(2016)은 장년층의 경우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것
에 있어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을 밝혔다. 이는 성지미․
안주엽(2006)의 연구에서 좋은 건강 상태를 지닌 중고령자가 보통의 건강 상태
를 지닌 중고령자에 비해 취업상태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함께 고려
했을 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미취업 중고령자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낮
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중고령자보다 고령자가 우울이 높다고 보고한
김미령(2012)의 연구, 60대와 비교했을 때 80대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전미애와 김정현(2013)의 연구를 고려해보면, 장년층의 성별뿐만 아니
라 연령 또한 일자리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종학력의 경우 선행연구
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 의지는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낮았다(박강석, 2015). 강
순희(2016)의 연구에서는 고졸자의 은퇴 후 재취업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졸 이상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은퇴 후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즉 외적인 현상으로 인
하여 고학력자의 일자리 기대감이 낮을 수 있음이 예상된다. 소득의 경우 연금
소득이 있을수록 현재 소득이 보장되어 경제적으로 재취업의 요구가 낮아 재취
업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강순희, 2016). 한편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자살 생각의 빈도가 높고(김기태 외, 2011), 장년층의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심리적으로 불안이 커지지만(채수미, 2016), 소득이 낮
은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구직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기대감 또한 소득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기존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계층의 수와 그 형태는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사회활동과 개인 배경 요인 중 일자리 기대감 변화양상의 잠재계층 분
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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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4차 조사(2012년)부터 6차
조사(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조사는 향후 초고령사회로 변
화해 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될 기
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전국 45세 이
상(1차 조사 기준 1962년 이전 생) 중고령자 약 10,254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본 자료는 일자리 기대감 변수와 사회활동 변수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종단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기대감
의 변화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 시
점 이상의 종단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최종 자료로 4차 조사부
터 6차 조사까지의 가장 최근의 세 시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장년층 기준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은 4차(2012년)부터
6차(2016)까지 지속적으로 미취업 상태였던 장년층 중, 4차년도 기준 51세 이
상 70세 이하의 장년층(6차년도 기준으로 76세 이하) 1,672명으로 선정하였다.
4차년도 기준의 연령별로 51~55세가 264명(15.8%), 56~60세가 336명(20.1%),
61~65세가 458명(27.4%), 66~70세가 614명(36.7%)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측정 도구
가. 일자리 기대감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측정문항에 따르면, 미취업자의 일자리 기대감은 앞
으로 구직에 성공하여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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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자가 ‘나는 앞으로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에 대해 응답자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간격으
로 측정되었다. 첫 시점의 일자리 기대감은 평균 28.07, 표준편차 24.299, 두
번째 시점은 평균 29.71, 표준편차 23.940, 마지막 시점은 평균 26.54, 표준편차
24.816으로 나타났다.

나. 일자리 기대감의 영향요인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의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각 사회
활동에의 참여 여부와 개인 배경 변인을 사용하였다. 변수의 내용과 코딩 방법
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 내용 및 코딩 방법
변수

코딩

종교모임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사회활동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체(노인
대학 등)

1 : 참여함
0 : 참여하지 않음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
나이

6차년도 기준의 나이

최종 학력

1 :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 중학교 졸업
3 : 고등학교 졸업
4 : 대학교 졸업 이상

성별

0 : 여자, 1 : 남자

주관적 건강상태

1 : 매우 나쁨
2 : 나쁜 편
3 : 보통
4 : 좋은 편
5 : 매우 좋음
(역코딩)

가구 총소득

본인을 포함해서 함께 사는 가
구원의 총소득(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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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의 사회활동 중 종교모임,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여가/문화/스
포츠 관련단체(노인대학 등),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에의 참여 여부를
사용하였다. 장년층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친목모임(계모임, 노인
정 등)이었는데 약 59%의 미취업 장년층이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종교모임
에는 약 26%, 동창회/향우회/종친회에는 약 13%,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체
(노인대학 등)에는 약 6%, 자원봉사에는 약 1%의 미취업 장년층이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개인 배경변인으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일자리 기대감에 영향을 줄 것이
라 예상한 나이, 최종학력,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 총소득을 고려하였다. 최
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 이상=4’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가구 총소득은 4차 시점에서 조사된 연간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나이의 평균은 62.37, 표준편차는
5.595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00, 표준편차는 0.845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455 **
3 .416 **
4 -.012
5 .175 **
6 .059 *
7 .097 **
8 -.005
9 -.187 **
10 .227 **
11 .043
12 .291 **
13 .065 **
M 28.07
SD 24.299

2

3

4

5

6

7

8

9

.487 **
-.028
.153 **
.001
.121 **
.054 *
-.211 **
.208 **
.020
.324 **
.032
29.71
23.940

-.023
.207 **
.003
.094 **
.039
-.220 **
.143 **
.017
.326 **
-.007
26.54
24.816

-.203 **
-.026
-.083 **
.042
-.017
.093 **
-.120 **
.058 *
.023
.26
.441

-.079 **
.088 **
.091 **
-.062 *
.091 **
-.029
.212 **
.032
.59
.493

.078 **
.015
.004
.084 **
-.032
.053 *
.018
.06
.228

.118 **
-.002
.271 **
.250 **
.166 **
.029
.13
.337

-.052 *
.023
-.033
.054 *
.009
.01
.119

-.304 **
.199 **
-.205 **
.025
62.37
5.595

10

11

12

13

.210 **
.286 ** -.043
.015 -.002
2.14
.24
1.042 .429

.045
3.00
.845

2.704
69.483

주 : * : p<.05, ** : p<.01.
1-3 : 4, 5, 6차 일자리 기대감, 4 : 종교모임, 5 :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6 :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체(노인대학 등), 7 : 동창회/향우회/종친회, 8 : 자원봉사, 9 :
나이, 10 : 최종학력, 11 : 성별, 12 : 주관적 건강상태, 13 : 가구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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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 변화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고, 이를 분류
하는 데 관련된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적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종단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혼합
모형의 한 종류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결합한 모형이다.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면 개인의 변화 유
형에 따른 여러 하위 잠재계층을 도출할 수 있고, 각 잠재계층별로 성장요인 모
수를 추정할 수 있다. 기존의 성장모형은 집단 내에 이질성이 존재하여도 경로
가 동등하다고 간주되지만(Duncan, Duncan, & Strycker, 2006), 성장혼합모형은
집단 내의 이질성을 추적할 수 있고 상이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잠재계층별로 각
각 다른 성장요인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Muthén & Muthén,
2000; Jung & Wickrama, 2008). 따라서 성장혼합모형의 적용은 종단적으로 일
자리 기대감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파악하는 동시에 분류에 미치는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변화양
상의 이질성을 확인하고, 둘째, 무조건 성장혼합모형을 추정하여 잠재계층 수
를 확인하며, 셋째,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건 성장혼합모형으
로 검증한다. 단계별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 변화양상에 잠재계층이 존재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적합도를 판별한다. 전
체 표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고, 성장요인의 분산이 유의한
경우, 이질적인 변화양상이 존재함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Wickrama et
al., 2016). 본 연구는 세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적합도를 산출하고 분산 추정치의 유의성을 고려하여 잠재계층을 확인할 필요
가 있는지 판단한다.
두 번째 단계로 무조건 성장혼합모형을 추정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계층 수를
확인하여 최종 모형을 도출한다. 성장혼합모형에서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
하기 위해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통계적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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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확인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z, 1978), SABIC(Sample size Adjusted
BIC)(Sclove, 1987)와 같은 정보준거지수와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값인 엔
트로피(Entropy), 그리고 모형비교검증방법 중 잠재계층 수에 따라 비교하는
Mendell & Rubin의 조정된 차이검증인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Mendell & Rubin, 2001)와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인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Peel & McLachlan,
2000)를 활용한다. 각 정보준거지수는 식 (1), (2), (3)으로 계산된다.
   ln    

(1)

   ln    ln 

(2)



   ln    ln   

(3)

 은 우도비(Likelihood ratio),  는 추정 모수의 수,  은 표본 크기를 나타낸

다. 각 정보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엔트로피(Entropy)
는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엔트로피는 0과 1 사이의 표준화된 값
으로 나타나며, 분류가 정확할수록 1에 가깝다(Clark, 2010). 일반적으로 엔트
로피 값이 .8 이상이면 좋은 분류라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모형비교 검증
을 위해 활용한 LMR-LRT와 BLRT는 잠재계층의 개수가    인 모형과 개수
가  개인 모형으로 상대적 적합도를 검증하는데, p-value가 유의하다면 잠재계
층의 개수가  개인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본 연구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변화양상을 추정한다. 각 잠재계층에 속하는
개인  의 시점  에 해당하는 성장곡선의 식은 다음과 같다(Muthén et al., 2002).

      
    
    
 는 개인  의 시점 에 해당하는 일자리 기대감의 값이며,  는 시간에 따
른 요인계수이다. 잠재성장요인 , 은 각각 절편과 1차 변화율을 의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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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각 잠재계층( )별 성장요인의 평균을, , 의 분산은 잠재계층별
성장요인의 분산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는 조건 모형을 적용하여 각 개인이 잠재계층으로 분류될 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향 보정된 3단계 접근
법(bias adjusted three-step approach)으로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혼합모형 분
석 시 1단계 접근법(one-step approach)의 경우, 혼합모형과 공변인을 동시에 추
정하므로 공변인이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인이 소속된 잠재계
층이 달라질 수도 있다(Asparouhov & Muthén, 2014). 이를 통제하기 위해 편향
보정된 3단계 접근법으로 공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Vermunt, 2010). 편향
보정된 3단계 접근법은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먼저,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
해 공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다. 잠재계층 수를
결정한 후, 계산된 사후확률에 따라 개인에게 잠재계층을 할당한다. 각 개인은
가장 속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할당되었으므로 분류오류가 생길 수 있다. 따
라서 이 분류오류를 교정하여 각 개인의 잠재계층을 고정하고, 이후 공변인을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Asparouhov & Muthén, 2018).
결측치 처리를 위해서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
FIML)을 이용하였다. 최종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분석에는 Mplus 7.4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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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성장혼합모형의 적합
우선 전체 표본에 대해 무조건 선형 잠재성장모형을 적합하여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고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값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은 표본 수에 크게 영향을 받
지만, TLI,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과 설명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로서 CFI와 TLI는 .90 이상인 경우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고, RMSEA는
.05 이하일 때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홍세희, 2000).
<표 3> 무조건 선형모형의 적합도

선형모형





CFI

TLI

RMSEA

21.537***

1

.978

.935

.111

주 : * p<.05, ** p<.01, *** p<.001.

<표 4>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 모수 추정치
초기치

일차변화율

평균

28.916 ***

-0.978 **

분산

274.435 ***

24.073

전체 표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와 TLI는 적합하였으
나, RMSEA는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나타난 성장
요인의 모수 추정치의 경우 초기치의 평균과 분산, 일차변화율의 평균이 유의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체 모집단 내에서도 이질적인 변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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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이는 하위 잠재계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추정하
는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였다.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
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 모형비교검증, 그리고 분류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각 잠재계층에 대한 성장요인의 평균과 분산을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였
을 때, 2개의 잠재계층인 경우 추정이 가능했지만 잠재계층 수가 3개 이상일 경
우 추정에 실패하였다. 성장혼합모형에서 잠재계층별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을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게 되면, 추정할 모수가 너무 많아 추정실패가 흔
히 발생한다. 따라서 성장요인의 분산을 잠재계층별로 동일하게 제약하거나 분
산이 0에 가까운 경우 분산을 0으로 고정해줄 수 있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Ram & Grimm, 2009; Muthén & Muthén, 2010).
앞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결과를 토대로 각 잠재계층의 초기치에는 동일
화 제약을 가하고, 일차변화율은 분산을 0으로 고정한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
였으며,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 값과
모형비교검증인 LMR LRT, BLRT의 유의확률,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을 확인하였고,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잠재계층 수 결정을 위한 정보지수, 모형비교검증과 분류의 질 비교
자유추정 모형
잠재계층 수

정보
지수

모형
비교
검증

2개

3개

수정 모형

4개

2개

3개

4개

5개

AIC

44903.470

44991.06

44864.45

44665.24

44629.4

BIC

44963.109

45039.86

44929.51

44746.57

44726.99

SABIC

44928.164

45011.26

44891.39

44698.91

44669.81

LMR
LRT

0.000

0.000

0.000

0.000

0.0271

BLRT

0.000

0.000

0.000

0.000

0.000

0.867

0.863

0.785

0.829

0.837

분류 질 Entropy

추정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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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정보지수의 경우 AIC, BIC, SABIC 모두 잠재계층 수가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4개에서 5개로 증가하는 시점의 감소폭이
작아짐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BLRT의 경우 잠재계층의 수가 5개일
때까지는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했고, LMR LRT의 경우 잠재계층 수가 4개
일 때까지는 .001 수준에서, 5개일 때는 .05 수준에서 유의했다. Entropy 값은
잠재계층 수가 3개일 때를 제외하고 모두 .8 이상의 값을 보였다.
통계적 수치와 해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잠재계층의 수가 4
개인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2. 장년층 일자리 기대감의 변화양상의 잠재계층별 특징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4개 잠재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잠재계층의
성장요인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각 잠재계층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의 24.3%를 차지하는 첫 번째 집단은 초
기의 높은 일자리 기대감이 미세하게 증가하나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형태
를 보여 ‘고수준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의 16.4%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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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잠재계층별 분류비율과 모수 추정치
잠재계층

분류비율

고수준유지형

24.3%

감소형

16.4%

저수준유지형

46.1%

증가형

13.2%

잠재성장요인

추정된 평균

초기치
일차변화율
초기치

표준오차

51.093 ***

1.067

1.590 **

0.549

53.217 ***

1.368

-20.700 ***

0.811

초기치

11.381 ***

0.648

일차변화율

-0.750 *

0.334

초기치

15.577 ***

1.299

일차변화율

19.183 ***

1.003

일차변화율

주 : * p<.05, ** p<.01, *** p<.001.

하며 일자리 기대감의 초기치는 약 53.2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소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46.1%를 차지하는 세
번째 집단은 초기에 가장 낮은 일자리 기대감을 보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여 ‘저수준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전체의 13.2%를 차지하며, 초기에 낮은 수준의 일자리 기대감을 보이지만 이후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증가형’으로 명명하였다. 모형에 따른 각 잠재계층
별 추정함수를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잠재계층별 추정된 변화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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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계층 결정 영향요인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결정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잠재계층 분류 결정 요인의 다항로짓계수
준거집단
비교집단

표준
오차
0.235
0.213

고수준유지형
저수준유지형
표준
계수
오차
-0.138
0.184
-1.145 *** 0.171

-0.362
-0.652 **

표준
오차
0.274
0.249

0.353

-0.848 *

0.408

-0.725

0.626

0.206
-0.623
0.051 **
-0.076
-0.313

0.273
1.039
0.019
0.11
0.244

-0.162
0.09
0.081 ***
-0.143
-0.512 **

0.259
0.762
0.015
0.088
0.194

0.312
1.055
0.018
-0.419 **
-0.188

0.344
0.75
0.023
0.129
0.288

-0.329 **

0.117

-0.836 ***

0.102

0.074

0.139

0.143

-0.172

0.098

-0.147

0.156

감소형
저수준유지형
증가형
표준
계수
계수
오차
0.198
0.226
-0.026
-0.472 *
0.192
0.021

표준
오차
0.281
0.242

저수준유지형
증가형
표준
계수
오차
-0.223
0.247
0.493 *
0.215

-1.280 ***

0.368

-1.157 *

0.565

-0.369
0.713
0.030
-0.067
-0.199

0.279
1.021
0.018
0.101
0.225

0.106
1.678
-0.032
-0.343 **
0.125

0.323
0.932
0.023
0.127
0.288

-0.507 ***

0.12

0.404 **

0.144

0.910 *** 0.135

-0.356 **

0.128

0.154

0.025

감소형
계수

종교
친목
여가/ 문화/ 스
포츠
동창회 등
자원봉사
연령
최종학력
성별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총소득
준거집단
비교집단

종교
친목
여가/ 문화/ 스
포츠
동창회 등
자원봉사
연령
최종학력
성별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총소득

-0.336
-0.674 **
0.431

0.184

주 : * p<.05, ** p<.01, *** p<.001.

-0.331 *

증가형
계수

0.123
0.474
0.965
-0.063 **
-0.276 *
0.324

0.592
0.315
0.737
0.021
0.117
0.26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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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수준유지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
였다. 감소형을 비교집단으로 하였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고수준유지형보다는
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거나 친목모임에 참
여하는 장년층일수록 감소형보다 고수준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저수준
유지형을 비교집단으로 한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건강상
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친목모임에 참여할수록 저수준유지형보다 고수준유
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증가형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경우, 최종학력
이 높을수록, 친목모임에 참여할수록 증가형보다 고수준유지형에 속할 가능성
이 높았다.
다음으로 감소형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저수준유지형을 비교집단으로 한 경
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저수준유지
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사회활동 중 친목모임과 여가/문화/스포츠 단체
모임에 참여하는 장년층은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증가형을 비교집단으
로 했을 때는 최종학력이 높고, 가구 총소득이 많을수록, 여가/문화/스포츠 활
동에 참여할수록 증가형보다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저수준유지형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증가형을 비교집단으로 한
경우, 연령이 높고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저수준유지형에, 주관적 건강이 좋고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경우에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회활동 중 종
교와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모임, 자원봉사활동은 모든 계층 비교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종합해보면 친목모임에 참여하고 연령이 낮으며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할수록 다른 유형보다는 고수준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문화/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미취업 장년층일수록 감
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최종학력은 낮을수록 건강상태는 좋다고 인식할
수록 일자리 기대감이 증가하는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연령이 높고 주관
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친목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저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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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의 변화양상을 추정하고, 변화양상의
이질적인 잠재계층을 도출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회활동 및 개인 배
경 요인의 영향력 검증을 통해 실증적인 함의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의 변화양상에 대한 성장혼합모형 분석 결과
네 개의 잠재계층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장년층 중 가장 큰 비율이 ‘저수준유
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어 ‘고수준유지형’, ‘감소형’, ‘증가형’ 순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건강 혹은 고령 등의 문제로 낮은 일
자리 기대감을 가진 장년층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하였다. 고수준유지형
과 증가형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은 미취업 장년층의 근로 희망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잘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5~6년의 기간
동안 미취업상태인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의 변화가 동질적이지 않고 다양한
잠재계층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은, 심리적 요인인 일자리 기대감 자체를 분석해
야 할 필요성을 더한다.
둘째, 일자리 기대감 변화 양상의 잠재계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친목모임과 여가 활동의 참여가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미취업 장년층은 고수준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까운 지인들과의 친목모임을 통해 고립
감을 줄여주고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지지가 구직행동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김나래․홍아정, 2016). 반면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저수준유지형이나 증
가형보다는 오히려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종교활동, 동창회/향우회/종
친회 참여, 자원봉사활동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여가 활동,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은 주관적 심리상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던 반면, 종교활동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던 김영범․이승훈(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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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와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여가나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취업 장년층의 경우, 다른 활
동과는 달리 시간적 여유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김영범․이승
훈, 2008),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분석 자료에서도
가구소득 또한 높을수록 저수준유지형보다는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구직활동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고,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자리 기대감이 줄어드는 감소형의 양상을 보일 수 있
다. 또한 김영범․이승훈(2008)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의식 행위에 가
까운 종교활동의 경우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활동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순수한 대인관계를 위해 형성되어 활발한 상호작
용이 일어나는 사회활동과 특정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는 사회활동의 영향이 다
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기대감 변화양상의 잠재계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배경 요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고수준유지형보다는 감소형이나 저수준
유지형에, 증가형보다는 저수준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데, 이는 다수의 선
행연구(박경숙, 2003; 성지미․안주엽, 2006)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종학력
은 높을수록 증가형보다는 그 외의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학력이 낮을수
록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높아지는 것은, 대졸 이상의 미취업 장년층의
경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재취업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 수 있음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장년층의 재취업 요소와 학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성지미․안주엽, 2006; 강순희,
2016). 성별은 남성일 경우 저수준유지형보다 고수준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
았는데,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안상수 외(2005)의 결
과가 보여주는 성별의 차이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결과는
장년층의 경우 건강이 일자리 기대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가구 총소득의 경우, 높을수록 저수준유지형이나
증가형보다는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장년층 개인이 속한 가구에 소득
이 보장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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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인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감소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모두 낮은 초기치의 일자리 기대감을 보였으나 변화양상이
뚜렷이 구분된 저수준유지형과 증가형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목모임에 참여하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초기치는 낮더라도 일자리 기
대감이 증가하는 변화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장년층의 건강 유지와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활동이 일자리 기대감의 증가와 관련 있을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년층을 위한 고용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거나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서비스나 스포츠 활동, 혹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구상하는 등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년층
고용 정책 대상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낮은 일자리 기대감을 가지
고 있는 미취업 장년층에게 사업 내용 자체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절한 정책 실행 방안을 고안하
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년
고용 정책은 재취업능력을 고취하기 위한 컨텐츠 위주의 사업(생애경력설계 서
비스, 전직스쿨 과정), 취업알선 기관(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등), 장려금 등을 확대하는 등의 표면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취업 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실행 방안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서 활발하게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사회활동
을 통해 장년층이 경제활동에 재진입하기 위한 심리적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지
원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근본적으로 장년층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기대감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절반(46.1%)에 가까운 미취업 장년층이
낮은 일자리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4.1%에 해당하
는 55~64세 인구가 향후 재취업의사가 있다고 밝힌 통계청 발표(2018)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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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이다. 이는 구직행위의 성공을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효용-기대
감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구직행위를 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
리라는 성과-기대감이 낮거나 혹은 일자리에 대한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일 수
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정책들은 대부분 재취업을 위해 개인의 전문성
을 신장하거나 효능감을 높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서울시 50+재단에서 제공되는 구체적
인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임금이 낮은 편이며, 사회공헌형 일
자리나 소일거리 수준에 불과하여 생계형 구직희망자나 높은 전문성을 가진 양
극단의 장년층에게는 모두 매력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배
경의 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5~6년 이상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장년층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추후 장년층의 구직 활동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기대감의 변화양상이 실제 재취업이나 구직활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활동의 유형을 더 정교하게 세분화
하여 일자리 기대감의 변화양상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면 더욱 의미 있는 분석
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실제 고용 정책 참여도나 만족도 문항이 조사된다면
미취업 장년층에 대한 정책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감의
변화양상을 성장혼합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인특성과 사회활동
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장년층 대상 고용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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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 Expectation Trajectories of the Elderl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Personal Factors
Jeon Hyeonhee․Lee Cheongah․
Choi Jeongwon․Hong Seh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latent classes according to
trajectories in job expectation of the unemployed elderly and to tes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The Growth Mixture Model was applied,
using the dataset taken from the 4th to 6th panel data of the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latent profile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trajectories of the elderly's job
expectation, defined as ‘high-level’, ‘decreasing’, ‘low-level’, ‘increasing’.
Next, the results showed that age, level of education, gender, self-reported
health,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job expectation,
respectively. Among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factors, participation in
social gatherings and leisure/cultural/sports group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classes,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foundations for developing policies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Keywords : job expectation, social activity, growth mixture modeling, ageing research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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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였다. 준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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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체교섭보다는 사회적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 조합원뿐 아니라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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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ce)’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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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용형태가 변하고 있다. 산업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가 고안, 파생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 노동조합 시스템 역시 위협받고 있다(Weil, 2014). 사람들은 단일 직장에
오래 소속되어 있는 전통적 고용형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 즉
‘긱 이코노미’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프로젝트형 일자리나 초단기 일자
리에 생계를 의존하는 노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미래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은 1990년대 말부터 고용관계 학
자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노조조직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노동
자들의 이해대변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ce)’로서 기존 노조가 수행하던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떠오르는 ‘주체’로서
준노조(準勞組, Quasi-union)와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에 대해 관심이 향하고 있다(Heery et al., 2012). 이것은 지속적인 노조의 쇠퇴
와 비정규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해 그들의 이해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Given, 2007; Osterman, 2006; Williams et al., 2011).
최근 국내에서도 2010년대 초반을 시점으로, 기존 노조와 형태 및 활동 방식
에 있어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는 조직들이 증가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
다. 새로운 행위자에 대한 국내 연구는 송민수․유병홍(2015), 박명준․김이선
(2016), 양경욱․채연주(2018), 김경연․김동원(2019), 정흥준 외(2019)가 대표
적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새로운 행위자에 대한 사례 분석의 초기단계로 새
로운 행위자에 대한 분류와 기존 노조와는 차별화되는 특징 및 전략, 성공요인
에 대한 고찰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관계의 새로운 행위자에
대한 3x2의 체계적 분류 틀을 제시하여, 회원 형태로 조직된 준노조와 후원 형
태로 조직된 시민사회단체를 구분하여 복수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이해를 시도하였다. 또한 인터뷰 중심의 사례 연구에서 우려될 수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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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
여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국내․외 준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
펴보고, 국내 준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5개 사례의 차별화되는 특징뿐 아니라,
조직 구조, 자원 동원 전략,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새로운 행위자 조직의 성
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고용관계, 특히 앞으로 더 활발해질
대안적 노동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Ⅱ. 노동이해대변의 새로운 행위자에 관한 선행연구

서구권에서 노동이해대변의 새로운 행위자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활발해졌다. Given(2007)은 새로운 행위자가 상호 부조 및 법적, 정치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ellemare(2000)는 이러한 새로운 행위자
들을 ‘고용 관계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개
인 혹은 제도’로 정의하였다. 특히 그는 이 새로운 행위자들의 힘을 도구적
(Instrumental) 관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들은 작업장, 조직, 그리고 더 큰 범주
의 사회적, 경제적, 규제적 환경이라는 세 수준에서 개입이 가능하며, 이때 이
러한 개입이 간헐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어야만 그 영향력이 매우 상당한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연구는 Heery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많은 진전이 있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형식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되어 있으며, 노동자
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되어 관련 캠페인, 서비스, 각종 프로그램과 주민
발의 등을 추진하는 비노조적이며 비영리적 기관(Heery et al., 2014)”이라 정의
하였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노동 이슈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두
고 있다. 또 Heery et al.(2012)은 영국 시민단체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시민
사회단체의 약 50%가 고용관계 이슈에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Fine(2006)은
미국의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주
로 이들 단체는 임금인상 캠페인을 중심으로 일용직, 주변부 노동자들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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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노동자 센터(Worker center)’와 관련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 역시 Heery
et al.(2014)이 분류한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준노조는 Heckscher & Carré(2006)에 의하면 “현대 경제 구조의 다양한 고
용관계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표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
하기 위해, 일시적이며 다양한 조건하에서 서로 연대하는 작은 조직과 회원제
조합들과, 그러한 현상 자체”로 정의된다. 물론 이는 포괄적인 수준의 언급이기
때문에 구체적 현상을 쉽게 포착해내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주목할 점은
이들은 회원제의 성격을 띤다는 특징과 서로 ‘연대’하는 조직들이라는 특징을
강조하였다. 준노조는 기존 노조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들의 장
점이 부각되며, ‘거리에서의 목격자(Witnesses on the street)’로서, 사회적․경
제적으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내거나, 취약, 소수계층이 겪는 불이익이나 피
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매우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준노조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조직의 낮은 지속
성, 미약한 영향력, 본래 활동 목적에서 쉽게 이탈하고 변질되기 쉬움, 소규모
지역 단위 활동 위주의 한계, 재정적으로 일부 자선가에 의존하는 등 취약한
재정 구조와 짧은 활동 수명을 설명하였다.
국내의 초기 연구인 송민수․유병홍(2015)은 새로운 행위자로서 소비자, 시
민단체, 유명인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는 작업장 내의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새로운 행위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박명
준․김이선(2016)의 연구부터는 전체적인 고용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이들을 연구하였으며, 이는 처음으로 준노조의 한국적 개념화를 시
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박명준․김이선(2016)은 노동조합이라고 명시
하지 않으면서, 기능적으로 노동자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모든 조직을 준
노조로 정의하였고, 협동조합, 지원센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하였다. 이후
양경욱․채연주(2018)의 연구는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를 커뮤니티유니온이라
는 개념으로 정립하여 비교 분석하며 기존 노조와는 다른 특징을 살펴보았고,
김경연․김동원(2019)은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 노동조합적 시도인
비정규직 노조와 새로운 행위자적 시도인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차이를 조
합원 설문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정흥준 외(2019)는 노동이해대변의 다
양화 관점에서 새로운 노조 조직화 사례로 라이더유니온, 사회복지유니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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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스태프노조 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새로운 행위자에 대한 범주와 분류 기
준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의 영향이 커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1)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는 미조직 인구의 이해대변을 위한 조
직’을 모두 노동이해대변의 새로운 행위자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직 중에 회
원으로 구성되어 자조적으로 운영되는 조합형태의 조직을 준노조로 분류한다.
이들은 조합비로 운영되며, 주요 의사결정이 민주적 투표로 결정된다는 것이
기존 노동조합과 유사한 형태이나, 작업장 내에서의 단체교섭보다는 사회적 교
섭을 시도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조합의 형태는 아니지만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후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시민사회단체로
분류한다. 이들은 소수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당사자가 조합원인 준노
조와 다르게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는
노동이해대변의 새로운 행위자를 회원조직인 준노조와 후원조직인 시민사회단
체로 구분하여 선정된 5개 조직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준노조와 시민
사회단체가 등장해 성과를 창출하고 노조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Heckscher & Carré(200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적 취약성과
짧은 활동 수명 등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행위자의 차별화된 특징 외에도 각 조직의 목표달성도
를 측정하여, 지속적인 생존과 성과를 위한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고용관계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준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및
기능, 위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시점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
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추려 3x2 분류 틀을 활용하여 다음
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1) 새로운 행위자로 송민수․유병홍(2015)은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유명인을, 박명준․김이선
(2016)은 협동조합, 주민센터, 온라인 커뮤니티, 양경욱․채연주(2018)와 김경연․김동원
(2019)은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를 살펴보았다.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는 양경욱․채연주
(2018)는 커뮤니티유니온으로, 김경연․김동원(2019)은 이를 준노조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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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동이해대변의 새로운 행위자에 대한 분류

노동문제
중심
노동+
사회문제
전반

자조 회원조직
(준노조)

후원조직
(시민사회단체)

- 비정규, 미조직 직종별
노조(대리기사협동조합,
뮤지션유니온, 방송 등)

- 노동권익센터
- 일자리지원카페
- 지역중심 시민사회단체

- 노년유니온

- 지역별 다문화 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 한국여성민우회2)

자조+후원조직
(양손잡이 조직)

- 청년유니온
- 알바노조

위의 분류표의 준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자조조직과 후원조직으로 구분된다.
준노조는 주로 자조조직을 의미하며, 조합원들의 멤버십 형태로 운영된다. 조
합원들은 정기적인 조합비를 내고 있으며, 위원장 선출권과 주요 의결권을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노동조합과 유사하다. 시민사회단체는 주로 후원조
직을 통칭하며, 소수의 상근 활동가가 중심이 돼 일상적인 이슈파이팅에 개입
하고 있다. 자조조직(알바노조)과 후원조직(알바연대) 2개의 조직을 동시에 운
영하며 활동의 동력을 배가시키는 양손잡이 조직인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 같
은 조직도 하나의 범주화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는 노동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지, 노동문제와 사회문제 전반을 다루는지에 따라서 범주화될 수 있다.3) 노동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는 현재 가장 여론의 관심을
모으며 새로운 주체로서의 여러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국여성민
우회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노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면서 조직을 유지해 왔다. 또한 자조조직 가운데 노동
과 사회 문제 양측에 폭넓게 관심을 가지며 활동해온 단체로는 노년유니온이
있다.

2) 1987년 설립된 한국여성민우회는 최근 조직된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였던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대변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분류하였다.
3) 노동문제는 임금과 복리후생, 직장 내 갑질, 작업장 환경 등 노동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문제라면, 사회문제는 주거, 복지, 건강, 평등 및 비차별, 인권 등 보다 거시적인
문제를 의미한다. 이는 인터뷰 면담자의 조직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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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분석 대상 단체의 주요 현황
조직

노동
문제
중심

노동
+
사회
문제

설립시기

형태

규모

알바
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장

설립 목표

2012년

회원
+ 후원

약 1,400명

청년
유니온

청년실업, 인턴 등
청년 노동문제 개선

2010년

회원
+ 후원

약 2,100명

2012년

회원

약 622명4)

한국대리운전 대리기사의 권익 보호
기사협동조합
및 상호부조
노년
유니온

노년 취약계층의 사회
구조적 문제 개선

2012년

회원

약 500명

한국여성
민우회

여성 노동 활동 장려
및 주부 의식 개선

1987년

후원

약 3,000명

본 연구는 3x2 분류표의 각 셀별 모든 사례를 조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조
직차원에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등 현실적 제약으로 4개 셀에서 5개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적어도 반
기별 한 번은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5개 조직을 선정하여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위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노동문
제와 사회문제에 연관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표 3> 인터뷰 대상
인터뷰

소속

직책

활동 기간

성별

면접 장소

A

알바노조

위원장

6년

여

알바노조 사무실

B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8년

여

청년유니온 사무실

C

청년유니온

팀장

3년

남

청년유니온 사무실

D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간부

6년

남

이동노동자쉼터

E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간부

6년

남

이동노동자쉼터

F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7년

남

노년유니온 사무실

G

한국여성민우회

팀장

9년

여

여성민우회 사무실

4)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 인터뷰 당시 2017년 기준
조합원 22명과 준조합원 약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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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방법은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였다.5) 각 단체들의 대표자들과 2016
년 12월~2017년 10월에 걸쳐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반구조화된 인터뷰의 장점은 질문지를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되, 대상자의 답변과 반응에 따라 유동적으로 질문 순
서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며, 심층 인터뷰의 장점은 미디어에 이미 노출돼
있는 피상적 정보 이외에 실제 겪고 있는 고충과 그들 활동 스스로에 대한 인
식, 동기 부여 정도, 조직 몰입,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청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표 3>과 같다. 인터뷰 대상자는 제한
적이지만,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간부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Ⅳ. 사례분석 주요 내용

1. 알바노조
가. 조직 개요
알바노조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진보 진영 후보를 지지하며 ‘알바연대’로
창립되었다. 당시 최저임금 1만 원 이슈를 선제적으로 내세우며 이슈를 모은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출발했으나, ‘알바노조’라는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
게 된 이유는 시민사회단체 ‘알바연대’로는 노동 권익 대변 활동에 한계가 있음
을 지속적으로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인터뷰 A). 즉 알바연대에 가입하게
된 새로운 회원들 중에는 현직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점점 늘게 되었으며, 이들
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자회견 정도에 그
쳤다. 이에 2013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제 보장하겠다고 대외에
천명하게 되었으며, 주로 노동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5) 인터뷰는 본 연구의 제1저자가 석사학위 논문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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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
알바노조의 조직구성은 각종 지부와 분회를 두어 운영되며, 주로 대학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 1회 총회를 열고, 상․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원 선출 등 큰 사업 내용과 방향을 결정한다. 급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 사업은
소수의(인터뷰 당시 3명) 집행부가 처리하고 있으며, 20~30명가량의 열성 활동
가 위주로 각종 집회나 기자회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작지만 강한 결속력
을 발휘하는 데 효과적이다.
“알바 특성상 평일,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총회에 참석하
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서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참
여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인터뷰 A)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주를 이루는 회원 구조의 특성상 오프라인 활동과 모임
은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매년 열리는 총회의 경우,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의사결정의 편의성과 즉시성을 도모하고 있다.

다. 주요 활동 및 수행 기능
알바노조는 ‘알바상담소’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법 상담을 주
선하고 있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활동을 수행 중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연대 행동에 앞장서는 등 전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을 위해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 단체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
지만, 효과가 미흡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6)
“우리는 긍정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고 싶은데, 정말 힘들어요. 과거 액세서리
판매기업과 단체교섭을 맺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1개월 계약서
를 쓴 거예요. 1개월 끝나고 계약 만료. 즉 단체교섭 맺었어도 끝은 허무했죠.”

6) 알바노조는 창립 이후, 맥도날드, CGV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기
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단체교섭을 제안하고 추진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제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아 성과에는 아쉬운 결과를 보였다(인터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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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A)

단체교섭에 비해, 사회적 압력 제기에 대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
로 보였다. 원내 및 원외 진보정당과 연합해 각종 법 개정 및 실태조사를 수행
하고(예: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각종 기자회견, 시
위 참여, 언론 브리핑 등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단체교섭을 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적 압력 제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률도 낮고, 매장별로도 노조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
라, 단체교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압력 제기를 통해 법
률 제정과 단체교섭을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뷰 A)

단체교섭에 천착하여 투입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 보니, 조
직 스스로도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정된 자원으로 조직의 역량
을 단체교섭에 집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에 관한 성과 창출에 있어
서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기존 노조와의 차별점 및 자원동원전략
알바노조가 기존 전통적인 노조와 가장 크게 그 차별점이 부각되는 것이 바
로 그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노동자 계층이다. 전통적 노조가 정규직, 공장 혹은
기업 단위의 노조를 지향해왔다면, 알바노조는 전국의 모든 아르바이트 노동자
들을 권익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쉽게 노동자 해고 및 교체가 가능
하며, 낮은 진입장벽과 이로 인한 해고, 부당행위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아
르바이트 근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제 노동자들이 겪는 불편함, 애로사항 등
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야간 편의점 여성 아르
바이트 노동자들은 성폭력, 강도, 살인 등에 대한 위험에 취약한 반면 이에 대
한 편의점 가맹본사나 점주의 대책 마련은 부실하거나 없는 실정이다. 이것에
착안해 알바노조는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 관련 의제에도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인 ‘이
슈파이팅’ 전략하에,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 이에 대응
하기 위해 총력을 모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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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는 것은 사실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 조합원조차도 정의를 각
자 다르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렴풋이. 누구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 누구는 파트
타임 일자리, 누구는 청년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우리는 대체적
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불안정한 일자리, 예를 들어, 계약직이나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말로는 정규직이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처우 같은 모든 일자리를 포괄합
니다.” (인터뷰 A)

하지만 알바노조는 낮은 조합비(2018년 기준 최저임금인 월 7,530원 책정)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취약한 재정은 후원조직인 ‘알바연
대’의 후원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다. 알바노조가 주로 아르바이트 노동
자가 중심이 돼 여러 아르바이트 노동 관련 사안에 직접 개입하고 맞대응하는
‘행동 조직’이라면, 알바연대는 이러한 알바노조의 활동을 후원하고 재정적으
로 뒷받침함으로써, 이 두 조직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알바연대는 시민단체 성격이 강하며, 노동운동과 관련된 주요 활동은 알바노
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중구조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노조는
조합비로 재정을 충당하는데, 회원 대부분이 알바 노동자여서, 조합비도 최저임
금에 맞춰져 있고 실제로 납부도 그 정도로 내기 때문에 많이 힘든 편이에요. 그
런데 이런 부분을 알바연대의 후원금에서 보충할 수 있어요.” (인터뷰 A)

또한 회원 및 후원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알바노조가 맥도날드,
CGV, CU 등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시도한 단체교섭이 실질 성과
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활동이 많은 언론 매체들에 보도됨으로써
대중에게 노출되어 인지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계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알바노조가 기존의 노동조합의 대표적 기능인 단체교섭에 전착한 전략은 대
상 기업의 회피전략으로 인해 좌절됐다. 알바노조는 미래에 촉발된 새로운 고
용불안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 활동무대 중 하나
인 맥도날드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서 키오스크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
가 제기되고 있다. 키오스크가 보편화되면 주문을 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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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편의점 자동화 문제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방
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향후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마저 뒤흔들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 도입’을 내세우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
회 전반적인 안전망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알바노조는 창설 당시에 가장 먼저 제기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목표
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보고 있다(인터뷰 A).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수립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6.4%가 인상됐다. 알
바노조는 이러한 인상에 그들의 활동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새
로운 이슈를 준비 중이다. 현재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은 아직 수립단계이지
만, 향후 조직정비 및 체계화 단계에 접어든다면 안정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7)

2. 청년유니온
가. 조직 개요
청년유니온은 2010년, 최초로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창설됐다. 2010
년 81명으로 시작해 2016년 현재는 1,874명의 회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기록하
고 있다.8) 조합원 자격은 15세(노동법상 노동 가능한 최소연령)에서 39세이며,
40세가 넘으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후원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년
유니온은 사회적 교섭을 주목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개발, 법률 제정 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과 노동을 결합해서 다루는 단체가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시민단
체냐, 노조냐, 청년중심이냐 노동중심이냐 이런 노선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문제 중에서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C)

창립 초기에는 노동 문제에 중점을 둘지 사회문제 전반을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청년 관련 노동문제로 관심을 좁혀 활동하
7) 인터뷰가 진행되었던 2017년 8월 이후, 전 위원장이 언더조직을 폭로하며 사퇴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다가 현재 2019년 10월 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8) 2019년 10월 기준 조합원(후원회원 포함)은 약 2,1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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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필요한 경우, 청년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청년의 다른 사회문제와 관련
해서는 외부 조직과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청년의 취업, 열악한
노동실태, 주거 문제 등은 따로 떼어서 보기 힘들며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인터뷰 B).

나.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
청년유니온은 조합원 1인 1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100
명가량의 대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근사무실이 존재하며 노동상담
팀, 기획팀, 조직팀, 운영지원팀, 사무처장, 위원장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집행부는 2년마다 교체하며, 전 집행부는 현 집행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
고 조직을 떠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인터뷰 C). 이는 새로운 리더십
이 자율권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다. 주요 활동 및 수행 기능
청년유니온은 각종 노동상담, 취업알선 등을 주도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독
립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등9)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일자리 협약 등 이슈를 제
기하고 관철시키는 등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교섭대상을 놓고 보면, 사회적 교섭을 하기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
우가 많아요. 기업에 대해서는 현안대응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민사
회 단체와의 연대도 많이 하는데, 주로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네트워킹 대상
으로 청년단체가 많고, 노동시민단체와도 현안에 따라 연대합니다.” (인터뷰 B)

상대적으로 단체교섭에는 크게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보다 각종 기자
회견, 언론 브리핑 등과 더불어 정부, 지자체에 관련 이슈를 지속적 제기, 타협
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등 사회적 압력 제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9) 2017년 인터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9년 3월 설립된 청년유니온 부설센터 사
단법인 유니온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노동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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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라. 기존 노조와의 차별점 및 자원동원전략
청년유니온은 전국의 모든 청년 세대를 권익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한 지자체와 정부를 대상으로 이슈파이팅 활동을 전개하며 청년계층의 점진적
권익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요구’도 하면서 동시
에 함께 정책 개발 등에서는 협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유니온의 재정 규모는 해가 갈수록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2016년 예
산은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약 2억 4천여만 원 규모이다. 조합원회비 및 후
원회비로 예산의 80%가량을 충당할 정도로 높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각
종 연구용역 사업들도 주수입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정적으로 비교적 견실하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종 활동으로 인한 언론노출 빈도 증가로 조합
원 및 후원회원의 수도 점차 늘고 있다.
“SNS는 단순 활용을 넘어서 홍보 활동에 있어서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
어요. 홍보방법으로 우리가 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온라인상에서 이
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큽니다. 특히 청년들은 SNS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
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근엔 팟캐스트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
다.” (인터뷰 C)

특히 온라인, SNS을 통한 홍보 및 회원 모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회원수, 재정 등 핵심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동
력으로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누구나 자유
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직의 긍정적 이미지를 지속적으
로 제고하려는 노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청년유니온은 세대별 노조의 ‘첫’ 시도이자 선두주자로 인한 부담감과 벤치
마킹할 조직이나 선례가 없어 조직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어려움
을 겪어왔다(인터뷰 C). 또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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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정부 등과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조직의 향방이 정치적 흐름에 많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등 다른 청년조직과의
연대도 필요에 따라 하고 있다.
“연대와 정체성, 둘 가운데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연대할 것인가가 조직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원의 공감
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모아놓는 연대가 아닌, 장기적으로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해야 연대라고 생각합니
다.” (인터뷰 B)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 전면 철폐와 같은 주장에는 전략
적으로 온건, 점진적 노선을 취하며 조직 확장성을 증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기
습 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급진적이며 과격한 방식을 지양하고 있으며, 1인 시
위나 캠페인, 기자회견 등 보다 온건한 방법을 지향한다(인터뷰 B). 특정 정당
과의 유착, 연계를 맺지 않고 있어 대중적 확장성에도 강점을 갖는다.

3.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가. 조직 개요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노조가 포괄하기 힘든 대표적 직종이며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주변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대리운전업 특유의 구조로 인해 단결 조직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래는 협회 형태(전국대리기사협회, 전 전국대리기사연합회)의 조직화 시도
가 있었으나, 내부 분열 등으로 깨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대리운전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아주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생계형 일
자리라서 모여서 협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데 원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죠. 당
장 풀칠하기 바쁘니까. 그러다가 5년 전쯤에 여기서 활동하던 사람들 가운데 일
부가 민주노총 밑으로 들어가게 돼서 전국단위 노조를 만들게 됐어요. 우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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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 번번이 실패해온 노조보다 협동조합 모델에 관심이 생겨 이쪽으로 방향
을 틀었어요.”(인터뷰 D)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012년 노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 모델에 관심을
두었던 몇몇 조합원을 중심으로 서울시 1호 협동조합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2017년 기준 조합원 22명, 준조합원 600명 규모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초단
기 계약직이자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련된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
합원들 간 상호 부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
협동조합의 정신에 맞게 조합원 1인 1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조합원들
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민주적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사무처, 위원장 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수의 조합원으로 인해 집
단 의사결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주요 활동 및 수행 기능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상호부조의 측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직무연수모임(신입회원이 생기면 19명의 경력직과 1명의 신입으로 단체
카톡방 생성, 대리기사수행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 각종 정보 공유), ‘함께나눔’,
안전운행교육 등 회원의 복지와 실질적 상호부조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소액대출 ‘함께나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비중이 매우 높은 대
리운전 업계에서 갑자기 덜컥 사고가 나서 의뢰인의 차를 손상하게 했을 경우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리운전 기사들이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다는 건 어림도 없고, 대부분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찾아가게 돼요. 이런 상
황을 막아보고자, 우리 조합원들이나 회원들이 무이자로 특정 금액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인터뷰 E)

특히 조합원은 고령인 경우가 많고, 신용불량자 등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주로 대리운전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어서 이러
한 회원 간 상호부조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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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필요에 따라 만든 조합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대리기사들의 생존권
을 보호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고자,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
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는 것도 돕는다.” (인터뷰 D)

또한 대리운전 기사 노동 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꾸준
히 목소리를 내어오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회적 압력 제기도 전개하고 있으며, 카카오 드라이버 등 새로운 대리운전 사
업자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자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라. 기존 (대리운전)노조와의 차별점 및 자원동원전략
모든 대리운전 기사를 권익 보호 대상으로 하되, 협동조합 모델을 유지, 강화
하기 위해 엄격한 회원가입 요건을 구축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를 얻으려면 먼
저 6개월간 활동에 참여해 준조합원 지위를 얻고, 뒤이어 6개월간 준조합원으
로서 성실히 활동하면 조합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조합의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인터뷰 D).
조합원 1인 출자금 600,000원에 조합비 월 10,000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독
지가 후원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아직 조직 활동이 수익 사업으로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자조 및 상호부조 등을 위한 자금으로 충분한 정도이다. 또한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에서 현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비용을 절감하고 있
다. 협동조합 모델의 강력한 단결과 자조 조직을 구축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모집에는 소극적이나, 비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에는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

마.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 가능성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초단기 계약직의 전형인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대변
을 위한 새로운 실험모델이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노동조합의 방식이 아닌 협
동조합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전력하고 있다는 것
이 특징이다. 다만 더 많은 대리기사에게 수혜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
동조합 조합원 수를 늘리거나, 외부 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이해대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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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어떤 사람들과도 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본원칙이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특히 민주노총 대리노조와는 몇 차례 협업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
서 그러한 활동을 함께 이어나갈 예정이다.” (인터뷰 D)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지자체와 연계해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주고, 해당 직종과 종사자
들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원 간 자조
와 상호부조에서 나아가 장기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만 조직의 지속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4. 노년유니온
가. 조직 개요
노년유니온은 2012년 10월 세대별 노조를 표방하며 창립됐다. 초기 조합원
13명이며, 2017년 인터뷰 당시 서울지부 약 300여 명, 광주지부 200여 명 규모
로 증대되었다. 하지만 노동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이 대부분이어서, 전
통적 노동조합과는 다른 새로운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조합원 모두가 실업자이
기 때문에 반려됐어요. 규약상 노동조합엔 실업자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미 70대 넘은 노인이 어떻게 직장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초기
멤버 13명을 추려서, 이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니까 복지관 관장의 이름을 빌려
서 겨우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F)

노인, 특히 생활 환경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노년유니온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문제, 아파트 경비직 등 취약 노
동 계층, 노인의 존엄사 문제 등 노년 취약 계층이 겪는 어려움과 구조적인 문
제 전반에 관련되어 있다고 자각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 일자리 확충뿐만 아니
라, 노년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 구조적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인식
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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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
총회 및 대의원회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 등 5명이 일상적으로 의
사결정 하고 있다. 5인 상근활동가 중심의 소규모 의사결정 체계인데, 회원들의
주도적․자발적 의견 개진 및 참여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 출범할 때보다 평균 연령이 더 올라가 이제 평균 75세예요. 대부분 실업
자, 은퇴자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요즘 꽤 됩니다. 노동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업의 특례조항으로 적용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F)

회원 연령대가 높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등 물리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

다. 주요 활동 및 수행 기능
노년유니온은 어르신 공제조합을 만들어 소액긴급대출(약 삼십만 원 한도)을
해주거나, 소규모 재능기부모임을 통해 소외된 노인들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등 상호부조활동에 적극적이다.
“상호부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르신들끼리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긴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무이자로 삼십만 원 정도 대출해드리는 일과 어르신들 대
화모임을 개설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예 : 영어, 일어 잘하는 분)을 기부하
는 일(영어, 일어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F)

또한 소액 단기 노인일자리 알선(지하철 택배) 등 서비스 제공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모두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유인하고,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세 신설 관련 입법 발의에 나서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
연금을 실제 수령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실제 노인일자리수당을 20만 원
에서 27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노후 소득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 연금, 일자리, 의료 등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적 교
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F)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사회적 교섭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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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교섭 사례는 없다. 또한 종묘공원에서 기초 연금 공약 파기를 비판하는 만민
공동회(2013년, 2014년)를 주최하고, 2014년 7월, 2017년 7월에는 ‘도끼상소’
퍼포먼스를 주관하는 등 노인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에 관련해 사회적으로 관심
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 기존 노조와의 차별점 및 자원동원전략
노년유니온은 전국의 모든 노년 세대를 권익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서 기존 노동조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 등 빈곤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주목
할 만한 점은, 노년유니온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후희망유니온과 한국노총 산하
의 시니어노조 등 기존 노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노조의
간부들은, 초기에는 노년유니온에 가입해 함께 활동해 왔으나 이들의 기존 노
동조합 프레임과 패러다임 추구는 새로운 행위자인 노년유니온과는 맞지 않았
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 노년유니온은, 시민사회단체처럼 연금 이슈, 일자리, 복지 이슈 등
으로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내고 집회하거나, 다른 조직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사회단체 성격이 강하죠. 노동부, 복지부, 청와대 등에 교섭을 요청한
다는 점이 준 노동조합적인 성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소홀
히 여기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보면 됩니
다.” (인터뷰 F)

노년유니온은 재정확보 측면에서 조사한 단체들 중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각종 활동으로 언론노출 빈도가 늘어나 회원 수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빈곤 초고령층이 주 타깃이기 때문에 온라
인 홍보 등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또한 광주지부의 존재(회
원 200여 명 일괄 가입)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인복지회
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대규모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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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노년유니온에 당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정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회
원이 빈곤노인이며, 따라서 조합비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어르신들이 수입이 없다 보니, 조합비를 내고 운영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조합비가 월에 일인당 1,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CMS 하면 수수료
빼고 하면 700~800원 정도 남으니까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
뷰 F)

이 같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상근 활동가 5명 중심으로 여러 문제를 처결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실제 활동 기획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회원 연령층의
초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활동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초고령 빈곤 노인
계층(75세 이상)이 주를 이루는 노년유니온의 특성으로 인해 노환, 질환, 사망
으로 회원의 갑작스러운 부재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상근자가 적고 무보
수 근무 등으로 인해 체계적 조직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전국단위로 확장하는
데도 한계가 따른다.
“안타깝게 교섭은, 사회적 교섭은 아직 성공한 바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에 사
회적 교섭하자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응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노년의
노동권과 생활권 측면에서 정치권하고 입법 발의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인터
뷰 F)

노년유니온은 자기 위상 및 역할 제고에 관해 비교적 선명한 전략적 방향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인계층을 대변할 차세대 단체로 부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 양대 노총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확장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열악한 재정, 소수 활동가 중
심 의사결정구조, 회원 다수의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조직 확장성 저하 등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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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여성민우회
가. 조직 개요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에 창립되었다.
대공장 남성 노동자 중심의 노동 운동에서 여성이 소외되었다는 인식하에, 사
무직 여성 노동 활동 장려 및 사회 주부 운동(전업주부의 사회지위 제고를 위한
활동)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후원회원이 3,000여 명으로(약 10년 전
회원 수 1,400여 명) 1년에 평균 약 200여 명가량 회원 증가 추세에 있다.
“집단을 만들어가는 역동 안에서 여성들이 대표성에 있어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화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
는 노조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노동 이슈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인터뷰 G)

사회적 압력 제기, 법률 개정,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여
성민우회는 여성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낙태죄 반대, 페미니스트 운동,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의 대표격을 수행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관련 문
제, 성주 사드 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있다.

나.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
한국여성민우회는 오랜 역사 동안 가다듬은 체계적이며 비교적 큰 규모의 조
직을 갖추고 있다. 총회, 이사회, 중앙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등 4개 공식 의사
결정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상적 결정은 상임집행위원회 및 각 팀별(여성노
동팀, 여성건강팀, 성평등복지팀), 각 부설기구(성폭력 상담소, 미디어 운동본부
등 총 9개 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체계적 의사결정구조 및 조직이 돋보이
며, 각 지역 조직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자율권도 부여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
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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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활동 및 수행 기능
한국여성민우회는 낙태죄 폐지 운동,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항 신설, 직장 내 간접차별사례 발굴 등 법률 제정이나 제도 개선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법률제정과 사회적 압력 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노조
가 아니니까 단체교섭은 불가능하죠.” (인터뷰 G)

활발한 사회적 압력제기를 통해 ‘현장 싸움’에 지원하고 이슈파이팅 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집회 참가, 기자회견 개최, 논평,
의견서 제출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노동상담, 변
호사 무료 연결, 성폭력 상담소 등 여러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상담의 경우, 작업장 안에서의 역동 안에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은지에
관한 전략 논의도 하며, 제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변호사 무료 연결, 심리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현장싸움을 지원하고 이슈파이
팅 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는 데 더 관심이 큰 편이에요. 사회적 압력 제기
방법으로는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 가지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는 의견서 제출
을 요구하고, 논평을 내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G)

라. 기존 노조와의 차별점 및 자원동원전략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존 노조 활동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를 명
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식당 여성 노동자 인권’ 등 기존 노조가 놓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여성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운동 단체라는 정
체성을 뚜렷이 인식하면서 모든 사안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입하
는 특징이 있다.
“기존 노조활동을 부정하기보다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
는 시민을 호출합니다. 요즘은 식당 여성노동자 인권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데, 야근 당연히 하는 거고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시민의 힘을
빌려서’, 시민이 이를 요구한다는 프레임으로 가져갑니다.” (인터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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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는 월 1만 원 정도의 후원회비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기준
한 해 예산은 약 5억 원가량이며, 이 중 약 50% 정도가 회비, 25%는 재정사업
및 특별모금행사, 25%는 공익사업 공모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등 재정확보를
원활하게 이루고 있다. 후원회원 모집에서도 꾸준히 각종 언론에 노출되고, 오
랜 역사로 인해 입소문 등으로 회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회 명망가 등을
이사로 영입하는 등 조직 명성 유지 및 발전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시민사회단
체들과의 연대활동을 수행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으며, 오래된 활
동 역사로 노하우가 비축되어 있으며 조직 내 유무형의 전략 자산이 확보되어
있어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마.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 가능성
후원회비로만 활동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다양한 행사를 기획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이슈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함으로 인해 조직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인터뷰 G). 오랜 역
사로 인해 신생 단체처럼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개입이나 활동은 어려울 수 있
으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우회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조직의 경험도 많고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여성민우회는 활동가들의 상호 토론과 이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여러
노동 관련 이슈도 참여하면서 동시에 여성운동 전반에서 시대 이슈를 직접 발굴
하는 역할도 담당하는 등 좀 더 ‘어른스러운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인터뷰 G)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오면서 가꿔온 조
직 역량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향후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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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사례분석 결과 종합
본 연구는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각 조직의 설립 당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목표달성도 평가
는 조직이론에서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ness)을 측정하는 데 전통
적이고 유용한 접근 방식이다(Etzioni, 1964). 성과란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개
념이다.10) 본 연구에서 분석한 5개의 사례는 전통적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
는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해 조직된 새로운 행위자라는 점에서는 공통
점이 있지만, 서로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조직의 조직관에 의거한 주요 설립 목표를 인터뷰
당시 확인하여 3개씩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목
표달성도의 평가는 노사관계 전공 대학원생 7인이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4
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터뷰 기록11)과 각 조직의 활동 현황을 모두 검토하여 5
점 척도(1점 : 매우 미흡, 2점 : 미흡, 3점 : 보통, 4점 : 우수, 5점 : 매우 우수)로 평
가하였다. 예를 들어, 인터뷰 내용 중 면담자가 언급은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미흡’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였다.12)
분석결과, 목표달성도 측면에서는 청년유니온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의 주요 목표인 청년 실업 및 일자리 문제 개선, 청년 노동
권 운동 캠페인 및 기획 사업, 제도개선 및 입법 활동 모두에서 평균 이상의 달

10) 모든 조직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없기 때문에, Quinn & McGrath
(1982)의 상황적합적 관점에 근거하여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였다. Etzioni(1964)는 조직
의 목표가 존재한다면, 이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로 그 조직의 성과를 유추할 수 있다.
11) 인터뷰 답변은 조직별로 약 8~10페이지 분량으로 최대한 모든 내용을 속기하였다.
12)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인터뷰에 직접 참여하였던 저자 2인과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5인의 값을 합해 7인의 평균으로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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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례분석 대상 조직의 목표달성정도
목표 1

목표 2

목표 3

청년실업 및
일자리 문제개선

청년 노동권 운동
캠페인 및 기획사업

제도개선
및 입법활동

4.1

4.3

4.0

한국대리
운전
협동조합

대리운전기사
노동조건 개선

상호부조

제도개선
및 입법활동

3.3

4.1

3.3

한국
여성
민우회

성평등한
노동권 개선

모성보호, 워라밸
캠페인 및 기획사업

제도개선
및 입법활동

3.7

2.9

4.0

아르바이트
권익 개선

최저임금 1만 원
캠페인 및 기획사업

제도개선
및 입법활동

청년
유니온

알바노조

노년
유니온

3.7

3.4

3.1

노년취약층의
사회구조 문제 개선

노인
일자리 알선

제도개선
및 입법활동

2.6

3.0

2.7

목표 달성도
우수
(4.1)
보통
(3.6)
보통
(3.6)
보통
(3.4)
미흡
(2.8)

성 정도를 보여주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 보통의 목표
달성도를 보였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제도개선 및 입법활동에서 한국대리운전협
동조합은 상호부조에서 높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알바노조는 전체적으
로 보통 수준의 성과를 보인 반면, 노년유니온은 노년취약계층의 사회구조문제
개선과 입법활동 등에 낮은 성과로 종합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정된 자원으로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이슈를 모두 다루는 것보다 노동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유
리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한정된 사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설립 목표에서 노동문제에 집중하였던 청년유니온(청년 실업
및 일자리),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노동조건 개선), 알바노조(아르바이트 권익개
선)가 노년유니온(사회구조 문제 개선)보다 종합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13) 또한 오랜 역사와 높은 후원회원 수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정을 가진 한
13) 한국여성민우회 역시 노년유니온과 같이 사회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조직 규모와 경
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성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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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여성민우회를 제외하고는 회원(조합원)으로만 운영되는 조직보다는 회원과
후원회원의 결합된 형태인 양손잡이 조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달성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행위자가 대변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노동시장
의 취약계층으로 조합비 납부액이 크지 않으며 불규칙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준노조(회원)와 시민사회단체(후원) 형태의 결합모델(회원+후원)인 양손잡이 조
직 형태를 취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덧붙여, 주요 교섭대상을 기업으로 하는 알바노조보다는 정부와 지
자체 등 사회적 교섭을 시도해온 청년유니온과 한국여성민우회의 목표달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새로운 행위자의 성공요인
향후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새로운 행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때, 기존 조직의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분석방법의 한계로 다음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는 어려울 수 있지만, 5개 조직의 인터뷰 결과와 목표달성도를 기반으로 도출
한 주요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성과가 우수했던 새로운 행위자 조직은 첫
째, 기업 대상 단체교섭보다는 사회․노동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교섭을 시
도하였다. 둘째, 조합원뿐 아니라, 조직화 대상 전체를 위한 노동 운동을 전개
하였다. 셋째, SNS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였다. 넷째, 지자체와 정부 등
외부 조직과의 연대 및 협력에 적극적인 조직이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다섯째, 다양한 자원동원 전략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
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보통 이상의 조직 대부
분은 장기적 활동 계획은 총회, 대의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세우는 한편, 이
슈에 대한 세부 각론은 상근 전문 활동가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
다. 그 결과, 특정 이슈의 발생부터 이에 관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압력 제
기의 구체적 전략 도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였다.
위 성공 요인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가장 우수한 목표달성도를 보여준 청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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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온은 기존 전통적 노조의 단체 교섭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 교섭’이라는 개
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다. 사회적 교섭은 사회적으로 광범
위한 압력을 지자체, 정부, 기업에 제기함으로써 이룰 수 있으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조합원을 위한 노조가 아닌, 청
년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고자 한 점이다. 이에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법 등
노동조합 밖의 청년에게도 공감과 지지를 얻어, 이슈파이팅 및 여론형성에 유용
하게 활용하였다. 또한 SNS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작업장 기반의 전통적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조직화 대상자 모두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어 가상 공
간인 SNS를 많이 활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준노조의 경우는 대부분의
회원과 조직화 대상이 작업장 밖에 다수의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고, 의사결정
및 정보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SNS의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팟캐스트 ‘노가리’를 운영하여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전국의 조합원들과 실시
간 소통을 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유니온은 정부와 지자체와 협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충족하고 조직 활동의 당위성을 확보하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능의 동력 역시 해당 단체들이 그들 성과가
창출되고 이를 각종 미디어가 보도할수록 더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각종
사회적 연대를 활발하게 도모하고 있다. 자원 동원 관점에서 살펴보면, 청년유
니온의 조직화 대상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지만, 40세 이상이 된 조
합원을 후원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연구용역 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경로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유니
온은 조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각 지역별 조직에는 광범위한 자율권
을 부여하여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사회적 교섭과 대중적 사회운동에는 중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SNS 활용, 외부 조직과의 연대, 다양한 자원동원 전략 활용, 유연
한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근로 특성(스마트폰 등 IT 기기 상시 휴대 및 청각적 접근 가능)을 고려하여
귀로 듣는 팟캐스트 등을 통해 교육,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등 SNS를 통한 확
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합 사무실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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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노동자쉼터에 위치하여, 지자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자원동원 전략을 살펴보면, 출차금(조합원 1인 출자금이 60만 원)이 높아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를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협동조합모델을 유지하
기 위해 엄격한 회원가입 요건을 구축하여, 신뢰가 구축된 조합원을 통해 안정
된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의 준조합원은 조합
원 지위를 얻기 위해 6개월간 활동을 참여해야 하고, 조합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실성을 판단하여 조합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소수의 조합원으로 조
직되어 있어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낙태죄 반대, 페미니스트 운동,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여성 노동
활동 장려 및 사회 주부 운동 등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해왔다.
대중 사회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교섭보다
는 캠페인 중심의 운동이 목표달성도를 높이지 못한 한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직의 규모가 커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인 만큼 지자체와 외부 조직과의 높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주요 이슈의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의 연대를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또한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성과를 거두기 위해 SNS도 적극 활
용하고 있다. 자원 동원전략을 살펴보면, 오래된 조직인 만큼 안정적 후원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루트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강연회, 토크콘서트, 책
출판 등의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알바노조의 경우 기존 노조가 행사하던 개별 기업과의 단체교섭이라는 프레
임 속에서 특정 기업들과 단체교섭을 시도하려 했으나 미진한 성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CGV와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협상에 응
하지 않았다. 인터뷰 결과 알바노조는 다소 폐쇄적이며,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강해 지자체 및 외부 다양한 조직과의 연대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또한 지부
와 분회를 두어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조직 유연성이 다소 부족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알바노조가 안정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SNS의 적극
활용과 자원 동원의 양손잡이 전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알바노조는 주요
이슈 사항은 온라인 총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편의성, 즉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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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였다. 또한 알바노조는 멤버십조직(알바노조)과 후원조직(알바연대)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양손잡이 조직’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조합비로 부족
한 알바노조 활동비의 많은 부분을 알바연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유니온은 작은 규모와 조합원인 취약노년계층의 재정 문제
로 조직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 2~3인 소수 상근활동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되고 있으며, 총회 및 대의원회가 있으나 실제로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SNS를 통해, 언론 노출 빈도를 최대한 높이고, ‘입소문’을 늘
리고,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대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
지만, 노년유니온은 조직과 회원, 조직화 대상자 모두 노년층으로 SNS를 잘 활
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한정된 자원 활용의 극대화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년유니온은 다른 조직과의 연대 활동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였다.
이는 제도 개선 및 입법활동의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원인 중 하나다. 자원동
원 측면에서, 노년유니온은 지하철 택배 등 소액단기 노인일자리를 알선하여 빈
곤노령층이 조합비를 꾸준히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으나, 조합비(1인 약
1,500원)가 너무 적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년유니온의 목표달성도와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 대변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시사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한 새로운 행위자의 역동
성과 다양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고용관계의 새로운 행위자는 이해대변 사
각지대에 있는 기존 노동조합의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화되었다. 이러
한 새로운 노동이해대변의 행위자는 ‘대안적 노동조직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의 노동조합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으나(Fine, 2006), 새로운 행위자와
노동조합은 견인형식으로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노조의 재활성화에 기
여할 수도 있다(Osterman, 2006; Safford & Locke, 2001). 또한 낮은 노조 조직
률과 고용관계의 다양화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해대변의 격차를 해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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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새로운 노동이해대변 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성공요인의 도
출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우수한 목표달성도를 보여주었던 조직은 한정된 자
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손잡이 조직이
었던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는 멤버십과 후원회원을 모두 확보하여 상대적으
로 재정이 안정되었다. 또한 자원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NS를 통한
조합원과의 소통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새로운 행위자의 지속
성과 연속성을 위한 성공요인을 살펴본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적
인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기능적 등가성(functional
equivalence)으로서의 준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교섭의 중요성을 확인하
였다. 집단적 노동이해대변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연구되
어 왔으며, 이는 노조 조직률이 낮아지면서 이해대변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졌
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준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 새로운 노동이해대변의
행위자가 노동조합의 기능적 등가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원주의에
서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창구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Kerr,
1954). 또한 새로운 행위자의 대부분은 작업장 밖에 존재하며, 조합원의 직업
군, 고용형태, 작업장의 물리적 위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체교섭
은 어렵다. 대신, 사회적 수준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교섭을 시
도해왔으며, 청년유니온 등은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각 조직들은 단체교
섭을 통한 노동자의 이해대변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당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
과 부당대우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고 사회적인 압력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들
이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정흥준 외, 2019). 이
러한 결과는 향후 고용관계가 지금보다 더 많이 다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
체교섭을 통한 이해대변은 사회적 교섭에 의해 기능적으로 등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새로운 행위자에 대한 연구의 초기 단계로 다음과 같은 한
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및 분석 시점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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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만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 ‘선택편향(Selection bias)’의 문제가 있
다. 즉 사례분석에 선정된 5개 조직은 모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며, 이미
실패하여 사라진 조직과의 비교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둘째, 준노조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박명준․김이선(2016)은 준노조를 비노동조합적 시도로
한정해서 보았다면, 김경연․김동원(2019)은 법적으로는 노동조합이지만, 실질
적으로 단체교섭과 파업을 하기 어려워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조직까지
준노조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
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한 조직 중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조 조직을 준노조
로 보았다.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은 노조 설립신고는 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조합원이 실직상태이거나 취업준비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의
노동조합의 역할 및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준노조로 분류하였
다. 하지만 새로운 행위자에 대한 분류와 준노조에 대한 개념 정립은 향후 다른
이론적 설명과 관점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한 복수사례연구로 연구자의 주
관이 개입되어 있다. 목표달성도를 측정한 부분 역시 연구자 개인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인터뷰 속기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7인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주관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새로
운 행위자 조직의 수가 증가하여 실증적 분석이 가능해지면, 보다 객관성을 확
보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기존의 전통적 노조와 새로운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 출현에서 성장단계에 접어든 준노조, 시민사회
단체의 여러 활약과 성과를 기존 노조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준노조, 시민사회단체 쪽 관계자의 인터뷰를 기반
으로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기존 노조는 이러한 새로운 행위자들의 활동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통적 노동조합의 대응이나 관계
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노동이해대변의 새로운 행위자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보호 방
안과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준노조를 포함한 새로운 행위자는 노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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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정
의를 보다 유연하게 두어 많은 조직이 법률적 지원과 제도권하에 노동자 권익
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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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ple Cases Study on Emerging Actors in Representing
Workers’ Interests
Oh Junyoung․Kim Kyungyeon․Kim Dong-One
This research conducted multiple case studies on quasi-un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merging as new actors in the employment relation. It
found that effectively encompass the functions of traditional trade unions and
the increasingly important social pressures. This study examined pre-studies
on quasi-un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suggested a 2 × 3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following issues: the classification of the
quasi-un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present research involved five quasi-un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tive in South Korea: Alba Union, Youth Union, Korea Proxy
Driver Cooperative, Elderly Union, and Women Link.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organizations; the focus was on identifying their activities and performancegenerating mechanisms.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se new
actors set up their own activity strategies, effectively mobilize the resources
needed for their activities, and face difficulties such as financial problems.
Finally, the researcher clarified the success factors and difficulties of these
organizations and outlined the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Keywords : quasi-un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 alternative labor movement,
new actors in industr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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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별 노사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사회학적 연구의 결과물들도 어느 정도 생산되었다.1) 그러나 사용자단체의
노동법상 개념, 사용자단체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적용 문제, 사용자단체와 체
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문제 등 법적인 논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
인 법학적 논의는 아직 불충분하다.2) 이 글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체계적
인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용자단체의 개념에 관한 기본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판례이다.
학설은 대부분 판례 법리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 판례 법리는 단체교섭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단체를 정의했던 과거의 법 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것으로
서, 현행법과 같이 노동관계 일반에서 사용자단체를 정의하고 있는 법 구조와
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법 구조에서는 사실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협
회’ 들이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행위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사용자단체”로
재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때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의 행위는 단체교섭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목적과 기능이 단체교섭에
한정되지 않는 것처럼, 사용자단체의 목적과 기능도 단체교섭에 한정되지 않는
다. 노동 관련 정부 위원회에 “사용자단체”로서 참여하거나, 노동정책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의 행위는 모두 노동관
1) 박명준 외(2016).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전
인․서인덕(2008). 한국의 사용자단체.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권현지(2007). ｢산별교섭
과 사용자단체｣. 노동리뷰. 2007-06 : 30~42; 김영두․노광표(2005). 사용자단체 연구. 한
국노총 중앙연구원 등 참조. 비교 연구로는 성제환(1999). ｢사용자단체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제9권: 55~73 참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섭(2006). ｢사용자단체 법리의 해석론과 정책론｣. 노동법의 존재
와 당위,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58~69; 문무기(2000). ｢식품위생법 제44
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9 노동판례 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74~2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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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당사자로서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용자단체의 권한과 책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요
청을 전제로 한다. 노동 관련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여 노동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단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에 상응
하여 사용자단체로서의 책임도 같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임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면 권한도 내려놓는 것이 맞을 것이다.

Ⅱ. 기존의 논의 현황

1. 관련 규정의 연혁
사용자단체에 관한 노동관계법의 규정 연혁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째, 1953년 제정 노동법 시기이다. 둘째, 1963년 노동법 전면 개정 시기이다.
셋째, 1997년 현행 노동법이 제개정되던 시기이다.

가. 1953년 제정 노동법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와 단체
협약의 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한편 동법 제34조에 따
르면 “사용자 또는 그 단체는 전조에 규정하는 단체협약 대표자와의 성실한 단
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단
체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제정 노동쟁의조정법에서도 행정관청이 노동쟁의를 알선하기 위하여 “사용
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8조) 무엇이 사용자
단체인지는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선 이 두 개의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가 같은 개념인지 아닌
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쟁의조정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는 어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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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행정적 권한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행정관청의 조사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노동쟁의의 양상에 따라 적절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의 개념이 같은지 여부를 심각하게 다툴 이유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1953년 제정 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정작 무엇
이 사용자단체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아니한 것에서 비롯된다. 노동쟁의조정
법상 행정조사와 달리, 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결의,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및 근로조건의 개선 건의에 관한 권한을 향
유한다.3) 그런 점에서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란 무엇을 말하
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제정 노동위원회법은 이 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
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은 2 이상의 특별
시와 도에 걸쳐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
한다.” 그리고 제6조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은 당해 특별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
가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처럼 사용자단체를 지역적 규모 차원에서 정하는 방식은 이후 계속 이어진
다. 행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시행령에서 정하거나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등의 형식상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따로 설명하
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단체와 노동위원회법의 사용자단체가 같은 개념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 두 개가 다른 개념이라면 후자의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4) 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
천권만 행사하는 책임-권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단체교섭
국면에서 등장하는 사용자단체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면에서 등장하
3)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참조.
4) 비록 사용자단체는 부당노동행위 책임은 지지 않지만(1953년 노동조합법 제10조는 사용자
단체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 적어도 성실한 단체협약 체결을 포함한
성실교섭의무는 부담하는 것이 분명하다(제3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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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자단체가 같은 개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쟁의 씨앗은 1953년 노동
법 제정 때 이미 뿌려진 셈이다.

나. 1963년 전면 개정 노동법
1963. 4. 17.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단체를 명시적으로 정의한 최초의 법
이다. 다만 이 법은 지금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체에 대해서 적용
되는 일반적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교섭권한과 관련해서만 정의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
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
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제1항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
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제3항)5)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
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제5항)
사용자단체는 1963. 4. 17. 같이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서도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을 위촉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등장한다.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
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가 무엇인지는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고 있
는 “사용자단체”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가 역시 문제된다. 왜냐하면 노동쟁의조
정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는 특별조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향유하
는 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날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은 사용자위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제정 노
동위원회법의 규정 형식을 그대로 이어간다. 즉 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
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이러한 추천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5) 밑줄은 필자.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검토하겠지만 이 제3항의 규정에서 “제1항에서”라는
부분은 사용자단체의 개념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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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 노동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질문, 즉 노동조합법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말하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쟁의조정법이나 노동위원회법이 행정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말하는 사용자단체가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
인지의 문제는 분명하게 해명되지 아니한 채, 각종 행정상 위원회의 종류와 권
한이 늘어날수록 사용자단체의 권한만 강화되는 문제점이 지속된다.

다. 현행 노동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963년 법의 규정 형식은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1997. 3. 13. 제정의
형식으로 전면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현재의 구조로 변경되었다. 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밑줄은 필자)를 정의하면서 그 제3호에서 “사용자
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전에는 “제1항에서”라고 하여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만 사용자단체를 정의
하고 있었는데, 현행법은 “이 법에서”라고 하여 노동관계 일반의 차원에서 사
용자단체를 정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법이 구 노동조합법과 구 노동쟁의
조정법을 통합하면서 노동쟁의의 한 당사자로 사용자단체를 설정하면서6) 단체
교섭과 노동쟁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
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
다. 과거에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개별 사용자만이 상정되고 있었다. 이에 반
해 현행법은 노동관계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설정하
고 있다. 이 점은 현행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항상 견지되어야 할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해산의결
6) 제2조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
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
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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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사업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도록 정
한 시행령에서도 드러난다.7)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의 위임과 관련
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모두 합쳐 “노동관계 당사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서도,8) 현행법은 사용자단체를 항상 노동관계 당사자로 상
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9)
그런데 이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단체와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
인지 알 수 없다. 시행령에서는 그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전국 규
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지방노동위원
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고 말할 뿐이다.10) 정
작 “사용자단체”가 무엇인지는 말이 없다. 시행규칙도 말이 없다.
흥미롭게도 노동위원회규칙이 나서고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사용자단체는”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나 그 연합단체”로서 “정관에 노사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이나 사업으로 규정한 단체로서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인원
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
는 사용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역대표조직으로 한다.”(제2항)
그런데 이런 규칙이 유효할 수 있는가? 노동위원회법이 인정한 중앙노동위
원회의 규칙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
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
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 제정권을 갖는 것일 뿐, 위원의 위촉권을 갖는 단체의 지정 등 위원 위촉
7)
8)
9)
10)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3조 참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3항.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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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관해서는 규칙 제정권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법령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만약 위 규칙이 유효하다면, 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는 “정관에 노사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이나 사업으로 규정한 단
체로서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제5조 제1
항)인 바, 이미 그 정관과 조직상 사용자단체성을 갖춘 단체이기 때문에, 뒤에
서 보겠지만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단체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 관련 법령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의하지 않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위
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법
률은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란 과연 무엇인가? 노동조합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같은 것인가?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나름대
로 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아마
도 별다른 말이 없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사용
자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즉 노
동위원회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
용자단체”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최저임금법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 시행된다. 최저임금법에 주목해야 하
는 이유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단체의 범위는 두 개의 제도에서 따로 정해
진다는 점이다. 하나는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용자단
체이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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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첫째, 최저임금법 제9조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에게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
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용자단체를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① 대한상공회의소, ② 중소기업중앙회, ③ 소상공인연합회(2018. 12. 31. 개정
으로 추가), ④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예컨대 2019년 적용 최저
임금안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
위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
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를 지정하였다.11)
둘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14조는 근로자위원
과 사용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
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
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5조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로 우선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
중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세 단체를 지정하
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에 관한 고용
노동부고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를 지정하고 있다.12)
흥미로운 것은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최
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9호, 2018.7.20.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12.31. 최저임금법 시
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고시에서는 빠져 있다.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9호, 20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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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
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5개 단체는 노동조합
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사용자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라. 소 결
과거의 노동조합법은 “제1항에서”라고 하여 사용자단체를 단체교섭의 차원
에서만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 법에서”라고 하여 사용자단
체를 노동조합법의 적용 범위 전반, 즉 노동관계 일반의 차원에서 통용되는 개
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 또는 담당
자로만 정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관 등에서 단체교섭과 단체
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만 사용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과거의 법이 단체교섭에서 사용자단체성으로 진행하는 해석구조를 취하고
있었다면, 현행법은 반대로 사용자단체성에서 단체교섭으로 진행하는 해석구
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단체교섭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사용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
성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업자단체가 있는데 비록 그 정관에는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행위하고 있는 경우
에는 사용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일정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13)
이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사용자단
체”를 직접 호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용자단체를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고
13)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노동시장 행위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
로 박명준 외(2016).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한국노동연구
원. 앞의 책 참조. 다만 이 연구는 사업자단체를 노동법상 사용자단체로서의 책임을 부
담하는 주체가 아니라 노동시장 행위자로서만 파악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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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용자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노동
조합”의 개념이 여러 법령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특히나 이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의 “파트너”로서 노동정책 협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이
상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자단체로 인정되고 있는 단체의 구성원
인 단체는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
을 것이다.14)

2. 판 례
가.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서울시극장협회 사건)
이 판결은 사용자단체의 개념에 대해서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며 기본 판례
법리를 확립한 판결이다. 이 판결 직전의 노동조합법은 1975년 법인데, 이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
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르면 “제1
항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밑줄은 필자)
대법원은 이것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라고 해석하였다. 즉 사용자단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목적성과 통
제력을 제시한 것이다.
이 규정들은 위에서 검토한 1963년 법 그대로이다. 이러한 법체계에서 사용
자단체는 단체교섭의 차원에서만 정의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사용
자단체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으로 한정한 다음, 사용자단체는
14) 사용자단체가 아닌 단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단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단체는 언제나 사
용자단체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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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야 한다는 목적성을 요건으로 제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극
장협회가 그러한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단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요구하는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상 목적성은 반드시 단체
의 규약이나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극장협회는 상
설극장의 경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의 범위에는 예를 들어 개폐관시간의 조정 등 상설극장의 운영에 관한 법
규의 개정도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수
준은 극장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극장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은 내 극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전체 극장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적인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그대로 극
장 경영자의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극
장협회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극장 경영자들의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고 오해한 것이다. 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
니라, 사용자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의 체결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단체가 회원인 사용자들에 대해서 행사하는 조정과 규
제에 관한 권한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다. 대법원은 개별 극장주들이 극장협회
에 가입하지 않거나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극장 운영에 아무런 제한이나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극장협회는 극장주들에 대해서 조정과 규제의 권한이 없다
고 판단했는데, 이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특별한 공익적 목적에서 법으로 단체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별 사용자는 사용자단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어서, 이것을 가지고 통제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판례가 사용하고 있는 ‘통제력’ 용어는 법문에서 말하는 “조정 또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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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권한”에 비해서 지나치게 강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점에서 적
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산별교섭이 일반화된 유럽에서도 사용자단체에서 탈퇴한 사용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다만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임금덤핑 등에 관한 탈퇴의 효과를 제한할 뿐이다). 노동조합법이 말하는 조정
과 규제에 관한 사용자단체의 권한은, 단체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단체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국면에서 사용자들의 의견과 이익을 조정하고
그것에 따라 일정한 교섭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직 관리에 관한 권한일
뿐이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단체가 갖추고 있는 권한일 것이다. 그것이
곧 단체성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일단
사업자단체라고 하자) 중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단체성”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에 있다. 위 사건에서 극장협회가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서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협약으로 작성했다고 치자. 뭐가 문제인가? 극
장주들은 협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것이다. 교섭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협약을 지키지 않는 극장주가 있다고 치자. 그 극장의 근로자는 협약대로 임금
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협약에 규범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규범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가?
없다. 한편 그 극장의 근로자들은 협약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극장의 파업은 곧 다른 극장들의 이익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파업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극장주의 버티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
파업이 위법한가? 워낙 엄격한 법리 탓에 단정하기 쉽지 않지만, 사용자의 협
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파업의 적법성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인 제공자가
다시 득을 보도록 하는 법리는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만약 극장협회가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적어도 형사상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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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벌칙 조
항이 붙어 있는 한, 엄격한 해석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 사용자단체도 포함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행정상 부당노동행위, 즉 노동위원
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이 점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검토한다.)
반면에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모두에 대해서 적용된다. 물론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은 없다. 그러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근로자
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행동의 적법성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 의한 협약 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부과하는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단체행동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득을 보도록 하는 법리는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사건)
이 판결은 사용자단체성을 인정한 사건이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 협동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
결”이 조합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협약이 반드시 노동조합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
른 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체결하는 협약도 단체와 단체 간의 협약으로서 단체
협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30년 동안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말하는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과 체결하는 단
체협약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 협동
조합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조합원 제명에 관한 정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은 구성원인 사용자
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 판결도 1979년 서울시극장협회 대법원 판례를 따라, 사용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목적성 요건 및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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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통제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37 판결(한국음식업중앙회 사건)
이 판결도 앞의 두 개 판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단체의 인정 요건으로 목적
성과 통제력을 들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단체
에 대해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쟁송사건에서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사용자단체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판지
는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으로서] 노사관계의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맺기 위하여[만] 기업경영을 한
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용자의 단체가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것[만]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들이 단체를 결성
하고 단체 구성원인 각 사용자의 근로관계,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한 거기에 근
로자의 근로삼권 보장의 문제가 존재하게 되고, 그 단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으면 그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상
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5)

라. 소 결
사용자단체의 개념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는 사용자단체를 단체교섭의 당
사자 또는 담당자로 정의하고 있었던 과거 노동조합법의 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통일된 교섭 전략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사용자단체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비판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최소한 실정법의 구조와
합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자단체를 더 이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또는 담당자가 아
니라 노동관계의 당사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정관이나 규약 등에 단체교섭과
15) 정인섭(2006). 앞의 글.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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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단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법이 단체교섭에서 사용자단체성으로 진행하는 해석구조
였다면, 즉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사용자단체성이 인정되는 구조였
다면, 지금의 법은 반대로 사용자단체성에서 단체교섭으로 진행하는 해석구조
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성이 인정되면 그 결과로
서 단체교섭에 대한 일정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차원에서만 사용자단체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과거의
판례 법리, 특히 목적성과 통제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행법의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학 설
가. 김유성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로서(노조법 제2조 제3호), 그 정관
이나 규약에서 개별사용자를 위하여 통일적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
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노사관계의 규제
에 관하여 실질적인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16)

나. 임종률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그러한] 권한이란 근로
조건 등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구성원인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의
사를 형성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구성원인 사용자를 통제하는 권한, 달리 말하
자면 구성원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말한다.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이러한 통일적 교섭 권
한이 없으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라 볼 수 없다. 통일적 교섭 권한을 가지
16) 김유성(1997). 노동법 II. 법문사 :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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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는 그 단체의 정관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또는 교섭
권한을 행사한 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7)

다. 김형배
“사용자단체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정관이나 규약에 그와 같은 통제력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 규약에
의하여 구성원인 사용자를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사용자단체는 노조및노조법상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 및 노
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18)

라. 소 결
학설은 판례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
고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권을 갖고 있는 단체라야 사용자단체일 수
있다고 본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해석론은 사실상 단체교섭 중심론의 입장
이라는 점이다.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 중심론을 비판하고
단결권 중심론을 주창하는 학설도 사용자단체의 개념에 있어서는 단체교섭 중
심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만큼 단결권 중심론을
집단적 노동관계 전반을 관통하는 해석적 준거 개념으로 정립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Ⅲ. 사용자단체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

사용자단체의 개념에 대한 대부분 학설의 해석론은 사실상 판례의 내용을 단
순히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고, 판례는 1979년에 제시된 서울시극장협회 사건
판례를 따르고 있다. 서울시극장협회 사건은 1963년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근거
17) 임종률(2019). 노동법. 제17판. 박영사 : 131.
18) 김형배(2015). 노동법. 제24판. 박영사 : 801.

180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4호

로 삼는데, 이 법은 단체교섭의 차원에서만 사용자단체를 정의하고 있었다.
1963년 법 제33조(교섭권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제1항)라고 정해
놓은 다음, “제1항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
다.”(제3항)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그 제
3호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
고 있다. 법문 자체는 과거와 동일하다. 그러나 법문이 차지하고 있는 맥락은
달라졌다. 이 두 개의 조문은 똑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판례와 학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997년 법 개정 후에도 이전의 해석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이에 관해 사용자단체의
목적성과 통제력으로 구분해서 검토한다.

1. 사용자단체의 목적성
과거의 규정 형식에서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의 차원에서만 정의되고 있
었고, 그런 점에서 사용자단체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으로 정의
한 다음, 그런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해석론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의 규정 형식은 그러한 목적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적어도 사용자
단체의 목적성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로 한정하지 않는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단체나 사용자의 단체나 동일한 용어
(syndicat)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성이라는 요건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
체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직업단체의 목적에 대해
서 이렇게 규정한다. “직업단체는 그 규약에서 정한 사람들의 물질적 및 정신
적 이익과 권리의 연구와 옹호를 배타적 목적으로 갖는다.”19) 여기에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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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번역한 “syndicat”는 흔히 “노동조합”으로 번역하지만, 정확하게 말하
자면 “직업단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모두 포함
된다. 그러나 법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도 사용자단체의 목적성이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프랑스 노동법전은 하나의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 관
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직업, 유사한 직종 또는 특정한 상품의 생
산에 연관된 직종 또는 동일한 자유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20)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연관된 직업/직종/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목적이 단체교섭과 단
체협약의 체결에 한정되지 않는 것처럼, 사용자단체의 목적도 단체교섭과 단체
협약의 체결에 한정되지 않는다.
프랑스 노동법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단
결권 협약에서도 마찬가지다. “단결권” 또는 “단결의 자유”는 영어로는
“freedom of association”이고, 불어로는 “liberté syndicale”이다. 불어 표현은
“syndicat(직업단체)의 자유”라는 뜻이다. 영어 표현에서 “association”도 “노동
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단체”도 포함하는 것이다. 제87호 협
약 제10조에 따르면 “본 협약에서 단체(organisation)란 근로자들 또는 사용자
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모두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이 되었든 사용자단체가 되었든 ILO 협약이
의미하는 단체는 단체교섭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우리 노동법도 마찬가지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대
해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일 뿐이다. 다른 수단보다 훨씬 더 유력하고 제도적으로도 분명히 다른 위
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그 자체
19) Code du travail, art. L. 2131-1.
20) Code du travail, art. L. 2131-2.

182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4호

가 노동조합의 배타적 목적인 것은 아니다.
공제사업, 복리사업, 정치운동 등도 적법하게 노동조합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2조 제4호 다목) 또는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2조 제4호 마목)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
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
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복리사업이나 정
치운동도 노동조합의 부수적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단체의 목적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로 한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은 “노동관계에 관하여”(제2조 제3호)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관계는 단체교섭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수준이 그대로 자신의 권익에
직결되므로,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그들의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
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일정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구성원인 사용
자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입장을 조율하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마련된 교섭석상에 참석해야만 노동관계 당사자인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직접 반박하거나, 아니면 언론 등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반박하거나, 심지어 교섭을 거부하는 것도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하는 행위의
일환이다.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단체의 입장에서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사
용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배타적 목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
니라, 사용자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의 체결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21)
21) 참고로 대법원은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하여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 형식상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실질상 노동조합과 마
찬가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논리를 “사용자단체와 유사한 사업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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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3호) “노동관계”란 사용자가 그의 피고용인
인 근로자와 맺는 일체의 사실적, 법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주인 사용
자들의 권익(설령 경제적 권익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따라서 노동관계에 관하여 일정한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입
장을 정하기 위하여 단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정한다. 이것은 단체의 자연
스러운 속성이다. 사용자단체는 목적의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대응해서 결성된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용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
으로 결성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
제적 지위를 갖게 되는 단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사용자단체의 통제력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
다.”(제2조 제3호) 여기에서 말하는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말 그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판례는 이
것을 제명을 포함하는 징계의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제력”이라는 용어로

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즉 정관이나 규약상 “사용자단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동
관계 당사자로서 행위하는 사업자단체는 실질상 사용자단체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
지 대법원 스스로의 논지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자문해 보아야 한
다는 뜻이다. 참고로 이 판결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둔다. 노동조합의 개
념과 관련하여 형식설(설립신고를 마친 근로자단체만 노동조합으로 인정)과 실질설(설립
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의 대립이 있는데, 대법원은 예를 들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형식설
을 취하면서 조직형태변경에 있어서는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법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편의주의적 법해석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연하게도 그 편의주의적 법해석은 근로
자의 노동삼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러한 논리적 부
정합성을 교정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9일 판결에서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실질설로 정
리한 것이라면 앞으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도 실질설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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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 있는데, 이 용어는 법문의 취지보다 너무 강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에
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냥 법문에서 말하는 대로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쓰면 족할 것이다.
이것은 법문에서 드러나듯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
한을 의미한다. 제명을 포함하여 징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단체도 있겠지
만, 그렇지 않고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단체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해당 단체의 전략적 선택일 뿐이다.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들은 한편으로는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지만 동
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이미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노동조합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용자가 있다
고 하자. 그때 사용자단체는 이 사용자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제명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나라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협
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용자는 협약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보다 낮은 임금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
렇다면 스스로도 단체에서 탈퇴하여 협약을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데, 단체에
서 제명되는 것을 두려워할까?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특히나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만 한
정되는 제도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는 그렇지 않다. 사용
자에게 제명은 불감청 고소원일 수 있다. 사용자는 단체에서 제명당하여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특별히 불리할 까닭이 없다. 물론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지만, 파업 등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라면 얼마든지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당하는
길을 택하여 협약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단체협약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사용자단체에서 탈퇴한 사용자를 상대
로 단체협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파업은 그 적법성이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
냐하면 그러한 파업의 적법성을 부정하게 되면, 개별적 이익을 위하여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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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위반함으로써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이득을 보도록 하는 결
과가 되어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22)
만약 단체 가입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박탈하는 제도가 있다면 제명은 강력한 통제권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런 경우에도 법령은 자발적 탈퇴와 강제적 제명을 구분하려고 할 것이
다. 왜냐하면 단체 운영진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구
성원을 제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23) 또는 노동조합법24)에 그
런 예가 있다.
산별교섭이 일반화된 유럽에서도 사용자단체에서 탈퇴한 사용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임금덤핑 등에 관한 탈퇴의 효과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노동조합법이 말하는 조정과 규제에 관한 사용자단체의 권한은, 단체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단체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국면에서 사용자들의
의견과 이익을 조정하고 그것에 따라 일정한 교섭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직 관리에 관한 권한일 뿐이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단체가 갖추
고 있는 권한일 것이다. 그것이 곧 단체성인 것이다.
특히 사용자단체의 통제력 유무는 구성원에 대한 징계권이 아니라 해당 단체
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단체를 주도하는 대
기업의 지배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하청관계가 강한 한국의 기업 환경에
서 특정 업종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그 업종에서 영업하는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을 다루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단체의 통제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
22) 이러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서, 향후의 관련 연구에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할 것을 기약한다.
23)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제명 외의 사유로 소속 정당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당
선을 무효로 한다(제192조). 그러므로 제명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4) 노동조합법은 이른바 유니온숍을 허용하면서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
유로 사용자가 불이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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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사용자단체의 통제력 문제는 사용자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는 제4장에서 따로 검토한다.

3. 사용자단체 개념의 통일적 해석
사용자단체 개념은 노동관계법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의 목적에 따라 개별 법률마다 달리 정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개별 법률마다 사용자단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에서는 정의하지 않고 규칙이나 고시
등 행정규칙을 통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률에서 별
도의 정의가 없는 한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위원회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사용자단체”
를 직접 호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용자단체를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고 있
는 “사용자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노동조
합”의 개념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특
히나 이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의 “파트너”로서 노동정책 협의 과정에 함께 참
여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같
은 개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때로는 단체교섭에서 만나고 때로는 노동
위원회에서 만나고 때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나는 것이지, 노동조합은 그
대로인 채 매번 다른 개념의 사용자단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자단체로 인정되고 있는 단체의 구성원
인 단체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은 사용자단체의 권한과 책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정책을 취급하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여 사용자들의 권익을 대변하
면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단체로
서의 권한만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권한
있는 곳에 책임 있다는 법의 일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사가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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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서 집단적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노동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에 상응
하는 책임도 같이 부담해야 하며, 책임을 부담하기 싫다면 그에 상응하여 권한
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

Ⅳ.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

1. 사용자단체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
는가? 이 문제는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벌칙이 적용되는 결과로 엄격한 해석의 원칙
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용자단체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단체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판례25)가 사용자
단체의 개념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있
는 것 같다. 그런데 학설의 입장은 좀 애매하다.

가. 판 례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사건)
이 사건은 196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실제로 협동조합(사용자단체)과 노동
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있었고 단체협약도 체결해 왔다는 사정이 있다. 그러
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 쪽에서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
로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그러자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

25) 앞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2.2.25. 선고 90누9049 판결 및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
1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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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판정했다. “단체(수산업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개별사용자)에게 조
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음을 정관 등을 통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와의 단체교
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26) 그러자 협동조합은 법원에 취
소소송을 제기했고, 원심27)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협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사
용자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
했다.
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37 판결(한국음식업중앙회 사건)
이 사건도 “부동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이다.28) 이 사건에서는 노
동조합(여순요식노동조합)이 패소했다.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럼
만약 사용자단체로 인정되었다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나. 학 설
예를 들어 임종률은 이렇게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단체도 성실교섭의
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단체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부당노동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노동조합법이 부당노동행위의 주
체를 ‘사용자’로 규정한 것은 예시적 의미를 갖는 데 불과하다. 그 동안 노동위
원회와 법원도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사
용자단체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부당노동행
위 처벌제도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용자단체
의 교섭거부나 지부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곤란하다.”29)
다소 애매하지만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다.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 거부는
그 성격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벌칙이 부과되어 있는 현행
법제상 처벌하지 못할 뿐이다.
26)
27)
28)
29)

중노위 1989.12.7.
서울고등법원 1990.11.1. 선고 89구16500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1997.11.14. 선고 97구6195 판결.
임종률(2019). 앞의 책. 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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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은 “사용자단체도 그 구성원인 개별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
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30)라고 말하는
데 그칠 뿐,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김형배는 사용자단체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31)

다. 사 견
사용자단체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형사절차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32)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주체성과 약간
구별하여 성실교섭의무 그 자체의 위반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책임 문제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1) 행정절차상 사용자단체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
학설은 행정소송에서 사용자단체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과
형사소송에서 사용자단체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리고 형사 판례가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판
례도 같은 입장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생각건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심판 제도는 사용자를 직접 형벌
로 처벌하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행정적 강제를 통해 단체교섭을 실질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형식논리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사용자단체
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0) 김유성(1997), 앞의 책, 337.
31) 김형배(2015), 앞의 책, 1134 이하 참조.
32) 물론 이러한 구분은 상대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 사용자단체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 문제가 단순히 절차법상의 문제일 뿐 실체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
다. 사실 이 문제는 실체법상으로도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법인의 범죄능력, 양벌규정과의 관계, 사용자단체의 공동정범 가능성 등이 있다. 향후의
관련 연구에서 이 문제들은 좀 더 자세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 심사 과정
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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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절차상 사용자단체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는 “사용자”(제81
조)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법의 정의 규정상 사용자(제2
조 제2호)와 사용자단체(제2조 제3호)는 구별되기 때문에, 사용자단체는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33)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산업별 노사관계처럼, 단체와 개인이 형성하는 관계가
아니라, 단체와 단체가 형성하는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규정인데,
오늘날 변화하는 노사관계의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면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단체의 교섭 거부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
위로 보기가 힘들 것 같다.
3) 사용자단체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주체성
사용자단체의 형사상 부당노동행위 주체성을 부정하는 경우, 명확성의 원칙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사용자단체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좀 더 넓게 해
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은 사실상의 행위 영역
에 할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형사상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성실교섭의무 위반은 해당될 것이다. 노
동조합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
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
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론 이 조항 위반에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3) 제9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
지 제93조의 위반행위(여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제81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90조가 포함)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핏 보면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교섭을 거
부하면 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즉 제81조 위반행위를 한 것이 되어 그 대
표자와 사용자단체가 동시에 처벌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제81조 위반행위
를 할 수 있는 자는 개별 사용자이다. 그러므로 개별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사용
자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는,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
도, 제81조 위반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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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용자단체의 성실교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행동의 적법성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에서 부과하는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단체행동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이득을 보도록 하는 법리는 정의
에 반하기 때문이다.

2. 사용자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및 효력
사용자단체가 법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용자단체와 체결한 단체협
약, 즉 업종별/지역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및 효력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비
교법적으로 볼 때 업종별/지역별 협약의 적용범위 및 효력은 크게 4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34)
제1단계는 신사협정으로서의 단체협약 또는 채무적 효력만 갖는 단체협약이
다. 이것은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약의 효력이 협약 체
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의 채무적 효력에 그치는 경우나 신사협
정인 경우에는 사용자단체에 강한 통제력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2단계는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의 사업장 중에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만 협약이 적용되고, 또 그 중에서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대표
성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한국의 일반적인 사
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에 강한 통제력을 요구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개별 사용자는 사용자단체의 통제력과 무관하게 어차
피 법적으로 자신이 부담하는 단체교섭 의무를 사용자단체를 통해서 집단적으
로 부담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사용자단체가 통제력 결여
로 인해 사용자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별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
34) 좀 더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업종별/지역별 협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체협약의 개념에 관한 논의, 즉 “계약설”과 “법규설”에 관한
논의로 직결된다. 이 논점은 향후 관련 연구에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 점을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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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3단계는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모든 사용자의 사업장에 협약이 적용되고,
또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게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성에 기초하고 있는 제
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프랑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단체의 통제력이 요구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 제3단계일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도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
유로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을 부담
스러워하는 개별 사용자가 협약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자단체로부터 탈
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약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체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갖추고 있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제력은 제명에 상당하는 정도의 강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통제력이 아니라, 단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통제력이
요구될 뿐이라는 점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제4단계는 사용자단체의 구성원 여부를 떠나서 해당 업종의 모든 사업장에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가 있는 경우에 발견되는
데,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4단계는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단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3단계에서 한 단계 더 상승시킨 것이기 때문에, 제3단계
와 구별되는 별도의 통제력을 요구할 필요성은 없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다.35) 그렇다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판례가 요구하는 정도의 통제력
을 요구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기업 수준이든 업종/지역 수준이든 마
찬가지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인식의 배경에는 노
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
35)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임의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을 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단체협약 자체에서 그 적용범위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이지 법제도상 일반
원칙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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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
결할 권한을 가진다.” 분명 법조문은 “조합원을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단체협약이 조합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반드시 “현재의 조합원”으로 한정해서 해석할 이유는 없
다. “미래의 조합원”도 이 규정에서 말하는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도 미래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
로, 노동조합은 이 미래의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도 나중에 조합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업
종별/지역별 교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이것은 마치 어떤 법
규를 제정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한국인”도 그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의 “조합원을 위하여” 규정을 현재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미래의 조합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그 적용범위를 제3단계로 정하는 것, 즉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모든 회원사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
용된다고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사용자단체에 일정한 수준의 통제력을 요구하는
주장이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과거의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단체를 단체교섭의 차원에서만 정의하였다. 즉
단체교섭의 당사자 또는 담당자로만 정의하였다. 판례도 이러한 법의 구조 아
래에서 사용자단체성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목적성과 통제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학설은 판례 법리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
나 이 판례 법리는 현행법과 같이 사용자단체를 노동조합법의 적용 범위 전반
에 걸쳐서 통용되는 노동관계 당사자로 정의하고 있는 법 구조와는 더 이상 부

194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4호

합하지 않는다. 과거의 법이 단체교섭에서 사용자단체성으로 진행하는 해석구
조를 취하고 있었다면, 현행법은 반대로 사용자단체성에서 단체교섭으로 진행
하는 해석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단체교섭의 가능성
이 인정되어야 사용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노동관계의 당사자
로서 사용자단체성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
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차원에서만 사용자단체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과거의
판례 법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행법의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법의
구조에서는 업종별/지역별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협회가 사실상 노동관계 당
사자로서 행위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사용자단체로 재규
정/재분류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때 노동관계 당사자로
서의 행위 또는 권한 행사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노동 정책을 다루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 “사용자단체”로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노동정책에 관한 의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경우, 노
사관계에 개입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경우 등은 모두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행
위나 권한 행사로 간주될 수 있다.
사용자단체 개념은 노동관계법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노
동위원회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사용자단체”를 직접 호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용자단체를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단체”
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개념이 여러 법률에서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특히 이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의 “파트너”로서 노동정책 협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동
관계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같은 개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때로는 단체교섭에서 만나고 때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만나고 때로는 최
저임금위원회에서 만나는 것이지, 노동조합은 그대로인 채 매번 다른 개념의
사용자단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업자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성이 인정되
면 그에 따라 단체교섭에 관한 일정한 책임이 발생한다. 사용자단체의 단체교
섭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인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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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첫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사용자단체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심판
제도는 사용자를 직접 형벌로 처벌하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행정적 강제를
통해 단체교섭을 실질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형
식논리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와 학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는 “사용자”
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법의 정의 규정상 “사용자”와 “사
용자단체”는 구별되기 때문에, 사용자단체는 형사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셋째,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상 부당노동행위에는 해
당되지 않더라도 성실교섭의무 위반에는 해당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30조 제
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
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
위반에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의 성실교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목적
으로 하는 단체행동의 적법성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에서 부과
하는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단체행동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이득을 보도록 하는 법리는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사용자단체의 권한과 책임 사이에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정
책을 다루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
나 권한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단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단체교섭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같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임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여 권한도 내려놓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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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mployers’ Organization : A Balance between Right
and Responsibility
Park Jeseong
The case law, which provides a basic law on the concept of employers’
organization, is formed from the past legal structure that defined employers’
organization within the scope of collective bargaining. It does not match
anymore with the current law which defines the employers’ organization in
the context of general labor relations. Therefore, in the current law, if a business
association acts as a labor-related party, it must be redefined as an employers’
organization in the sense of the labor law. At this time, acts as a labor-related
party are not limited to collective bargaining. There is a need for a balance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organizations. In order to
exercise right, it is reasonable to bear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Keywords : employers’ organization, collective bargaining, business association, unfair
labo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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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articulate the emergent labor regulation model in
contemporary China. To accomplish this, I first review six popular accounts of
enforcement and compliance in previous research, and then examine the
relevance of these accounts to labor regulation in China. Although useful,
existing approaches do not fit the Chinese context well, and thus cannot fully
explain current labor law enforcement and compliance in China. Against this
backdrop, in this paper, I propose a Chinese model of labor regulation, namely,
the state-designed, bottom-up deterrence model, and describe its working
mechanisms and unique features. I identify the following main features: first, the
Chinese emerging model was thoroughly designed by the state, which
established a floor for bottom-up pressure against complacent labor officials and
unlawful employers; second, this emergent model is characterized by bottom-up
pressure—the government strongly welcomes bottom-up “input” activities from
individual workers and various societal actors as long as this input from bottom
remains within state guidelines; and, third, this bottom-up model shares an
element of deterrence theory in that the heightened risk and uncertainty that
employers perceive are the main predictors of employers’ compliance, but it
diverges from deterrence theory in that the source of enforcement is indirect
intervention from the bottom, rather than direct state intervention. By articulating
the emergent model in China, this paper can enrich current discussions of the
varieties of labor regulations across the globe. In addition, it can help Korean
firms in China better understand how labor regulation works and thereby enable
them to take steps toward becoming more responsible in China.
Keywords : China, labor regulation, bottom-up pressures, the state-designed model,
deterre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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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re is clear agreement that Chinese labor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the mid-2000s. Unlike earlier periods when local interests
that prioritized economic development seriously compromised labor regulations,
government agencies are currently far more committed to addressing labor
standard issues. Both academic studies and media reports confirm this (e.g., Li
and Freeman, 2015; Sweeney, 2016); nowadays, workers are willing to express
their grievances and take part in grievance procedures, and the relevant
agencies attempt to resolve workers’ complaints in a timely manner using
state-designed procedures.
However, scholarly attempts to explain the recent strengthening of labor law
enforcement and compliance remain scarce. Little is known about how labor
regulations have become stricter in China.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paper seeks to describe the emergent labor regulation model in China. This
attempt deserves close attention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Extant
literature, which is based in western contexts, is limited in its applicability to
institutionally different contexts such as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Hence,
the present paper can enrich current discussions of the varieties of labor
regulations across the globe. Practically, this study can help Korean firms in
China better understand how labor regulations work and become more
responsible employers in China. In addition, this study may serve as a useful
guide for Korean firms, helping them to better understand labor regulations in
Vietnam, which, as a developing post-socialist country, shares institutional
commonalities with China.
The remainder of this chapter is arranged as follows. First, to derive insights
for this study, I review six popular accounts of enforcement and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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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vious studies of regulations, labor inspection, industrial relations, and
organizations. I then examine the relevance of these accounts to labor
regulation in contemporary China. After critically assessing each account, I
propose a bottom-up regulation framework in China and articulate its working
mechanisms and describe its unique features. Finally, I summarize this research
and discuss i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Ⅱ. A Variety of Approaches to Labor
Regulations

Scholars in different disciplines and fields have developed various approaches
to the study of labor regulations. These include the deterrence and cooperation
approaches in regulation and labor enforcement research,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pproach, the NGO-based approach, the worker empowerment
approach, and the constructivist approach in organization studies.1)
These studi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role of the
state : state-centered approaches and non-state-centered approaches.2) Scholars
who adopt approaches in the former category argue that the state should be a
main actor in improving labor standards and they therefore contend that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strengthening labor regulations and enhancing
1) The list of studies here is by no means exhaustive. They were selected because they
satisfied two criteria: 1) prominence and 2) direct relevance to the present study.
2) It should be noted that some approaches (such as the empowerment approach and
the constructivist approach) are not easy to categorize based on the “state-centered
versus non-state-centered” criteria because they have various dimensions. Although I
place them in the non-state-centered approach category, I do not mean to say that
these approaches do not emphasize the role of the state, but to say that the focus is
more on non-state entities (in the case of the empowerment approach, independent
and strong unions;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vist approach, the normative and/or
imitative isomorphism pressures among managers and HR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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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capacities (Weil, 1996; Piore, 2002, 2007; Schrank 2008a, 2008b). They
suggest that, although it requires serious commitment in terms of time, effort,
and resources, only state-centered approaches are sustainable and empowering
for workers. On the other hand, the non-state-centered approach suggests that
approaches other than state-centered approaches including 1) corporate-based
voluntary monitoring, 2) NGOs’ naming and shaming, 3) workers’ strong,
independent grassroots unions, and 4) normative and/or imitative isomorphism
pressures in extremely uncertain environments can enhance working conditions
significantly.
Furthermore, depending on “where the focus is,” these four non-statecentered approaches can be placed into two categories: approaches focused on
regulators (the NGO-based approach and the worker empowerment approach)
and approaches focused on regulated entities (the corporate-based approach and
the constructivist approach). Specifically, the NGO-based approach focuses on
indirect social intervention against bad working conditions, while the worker
empowerment approach focuses on the indirect internal intervention of
collective workers against employer violations of labor law. On the other hand,
the corporate-based and constructivist approaches examine how employers (or
the regulated) are motivated or forced to move towards higher levels of
compliance. In sum, these six accounts of labor regulations can be categorized
based on the role of the state (state-centered versus non-state-centered) and
focus (regulator-focused versus regulated-focus).3) I detail each of these
approaches below.

1. The State-centered Policing Approach
The first approach focuses on state intervention and the impacts of state
3) These studies can also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tyle of enforcement(policing
versus counseling), a categorization that resonates with the deterrence and compliance
model in the regulation literature(Reiss, 1984; Ayres and Braithwait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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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s on violators. It draws mainly on deterrence theory from the
regulatory compliance literature (Becker, 1968; Stigler, 1971; Polinsky and
Shavell, 2000). Scholars such as Becker(1968) and Stigler(1971) suggest that
regulated entities will comply with regulations when the expected punishment
arising from non-compliance-namely, objective violation costs—exceeds the
costs of compliance. Since detection probability and punishment severity
determine objective violation costs, the solution for higher compliance would
be either heightened inspections or strengthened legal provisions.
Similarly, in labor law enforcement literature, scholars argue for strong
state-oriented capacities and severe sanctions (Arthurs, 2004; Murray, 2003;
Esbenshade, 2004). They strongly believe that the serious threat of enhanced
state inspections and sanctions motivates companies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Proponents of this approach argue that the
solution can be accomplished only by pushing states to enforce their already
existing laws and helping to strengthen states’ formal workplace intervention
capacities (Murray, 2003; Esbenshade, 2004). This approach also relates to a
legal model of compliance that has received support primarily from wellknown domestic legal scholars in China (e.g., Dong, 2008; Chang, 2007).
Focusing on the impact of labor law on employer behavior, these scholars
argue either for or against the strengthened labor law. Specifically, Dong
(2008) argues against the new labor law, highlighting the possibility that the
strengthened law will have adverse effects on employers and workers, while
Chang(2007) argues for stronger labor legislation to protect workers.

2. The State-centered Counseling Approach
A second state-centered approa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tive state
engagement in the workplace, but in more cooperative ways. The counseling
approach, also known as the cooperation or persuasion approach, emerg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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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80s as a challenge to the deterrence model. Scholars argue that stringent
deterrence-based sanctions can cause bureaucratic inefficiencies and create
disincentives for compliance(Bardach and Kagan, 1982; Ayres and Braithwaite,
1992; Gunningham, Kagan and Thornton, 2003). This approach focuses on how
to induce actors’ compliance with the law, not on how to sanction violating
actors. In the cooperative approach, state agents’ discre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state agents and employers are critical to identifying
workable solutions for compliance and better labor standards.
Similarly, a growing number of labor law enforce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studi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ctive consultative and
constructive state engagement in the workplace(Piore, 2002, 2007; Piore and
Schrank, 2008; Schrank, 2008a, 2008b; Teague, 2009). These scholars idealize
the Latin model of labor inspection, suggesting that, ideally, labor inspectors
can act as best practice consultants. The Latin model, which originated
primarily in France in the 19th century, was introduced to other southern
European countries, particularly Spain and Portugal, and then migrated to Latin
America.4) The distinct features of the Latin model ar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ne agency enforces the law in an integrated manner, and
inspectors with substantial discretion take coordinated approaches. The Latin
model is similar to the state-policing approach in that it emphasizes the role
of the state, but it diverges due to its focus on persuasion and education.
Proponents of the Latin model believe that most labor violations stem from
ignorance on the part of employers or from limitations in their abilities to
address the violations. Accordingly, capable and experienced inspectors work
largely as advisors and consultants by participating in production facility and
HR practice upgrades(Piore, 2007).
4) Given its origin, the Latin model shares many features with the Franco-Iberian
model(Reid, 1986; Von Richthofen, 2002). In this paper, I call this approach the
Latin model because it is considered more relevant to the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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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Non-state-centered Corporate-based Approach
The third approach highlights private firms’ efforts to improve labor
regulations. Given the weakness of state enforcement, corporate-based voluntary
enforcement has emerged as a major approach. Proponents of this approach
argue that, given the realities of the current weak enforcement situation,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orporate-based approach is more
viable(Ruggie, 2003; Santoro, 2009; Scherer and Palazzo, 2007; Matten and
Crane, 2005; Scherer et al., 2006; Jenkins, 2001). For the past decades, many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created self-regulatory systems to deal with not
only their own practices, but also bad working conditions in their supplier
factories (Amengual, 2010). In this paper, I focus on supplier monitoring. In
the face of increasing external pressures,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established codes of conduct and forced their supplier factories to follow the
rules. These major brands enforce these rules independently, employ third-party
monitors, or conduct joint auditing (O’Rourke, 2003, 2006). If a supplier
factory does not follow the buyer company’s guidelines, this factory will
receive diverse sanctions ranging from simple warnings to revocations of
contracts. The core argument in support of this approach is that well-designed
and implemented private regulations can effectively push supplier factories
towards compliance.
On the other hand, an increasing number of recent studies propose a
commitment-based CSR approach distinct from the typical punitive CSR
approach (Locke et al., 2007; Locke et al., 2009; also see Frenkel and Scott,
2002). These scholars suggest that it is time to expand beyond simple state
inspection and third-party auditing toward a system of improvement that
addresses the question of “why not improve”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argue that typical, punitive means of detection and sanction are problematic
because they may simply perpetuate a “cat-and-mouse game” (Lock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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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Businessweek, 2006). Alternatively, in a series of studies on major brand
supply chains, Locke and his colleagues find that only a commitment-based
approach founded on trust and mutual interests can make a real difference in
working conditions. These studies commonly highlight the role of auditors as
agents of innovation,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win-win relationships with
suppliers in their pursuit of better labor standards. These auditors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reduce barriers between functions in firms and thereby help
many companies with limited resources upgrade their systems (Locke et al.,
2009).5) In sum, Richard Locke and his colleagues convincingly suggest that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simple monitoring activities, private monitoring
needs to be integrated into overall factory production systems.

4. The NGO-based Approach
The NGO-based “naming and shaming” approach generally distrusts the
capabilities and willingness of either states or private companies to create
better labor regulations. In situations where labor laws and codes of conduct
are seldom enforced and employer violations are rarely sanctioned, proponents
of this approach argue that NGO-based naming and shaming can offer an
effective alternative means of sanctioning irresponsible major brands and
abusive employers (Keck and Sikkink, 1998; Armbruster-Sandoval, 2003;

5) Locke et al.(2007) identify two kinds of relationships between brands and their
suppliers: “hands-on,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arms-length, more distrustful”
compliance relationships. Locke et al.(2007) indicate that more frequent visits and
more open communication between Nike’s regional staff and Plant A management
led to “trust and a better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actors.” In turn,
this positive relationship contributed to upgrad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working
conditions in Plant A. Conversely, less frequent, more formal communication patterns
between these actors appear to have reinforced typical buyer-supplier relationship-namely,
the “arm’s-length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in which Plant B pursues economic
motivations and Nike seeks to sanction violations, as seen in typical, punitive
monitoring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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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benshade, 2004; Soule, 2009).
A well-known example of the NGO-based approach is that of Kukdong in
Mexico (Rodriguez-Garavito, 2005). Acute pressure from transnational activists
in the early stages of abuses there played a critical role in bringing diverse
stakeholders to the table and determining the success of mobilization effort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In most cases of naming and shaming, local actors pass on reports of labor
abuses to transnational activists and then these activists use that information to
mobilize average consumers to put pressure on violators (Keck and Sikkink,
1998). By publicizing the issue across the globe, these activists challenge the
well-established brand images of major companies and convince consumers to
boycott their products (Bullert, 2000; Featherstone and USAS, 2002). In
particular, NGOs’ clever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made active
sharing of sweatshop abuse reports possible in developing countries across the
globe. Accordingly, major brands have been forced to pay close attention to
enhancing labor standards in their supplier companies (Felder and Meisenbach,
2007). While some critics downplay the effect of boycott activism, pointing out
that it lacks sustainability and impact, the fact that direct consumer activism
has been a critical factor in forcing major brands to take the labor standards
issue more seriously and start implementing fundamental changes cannot be
denied.

5. The Worker Empowerment Approach
A fifth approach highlights collective action and workers’ rights, mainly
through independent labor unions (Freeman and Medoff, 1984; Marshall, 1992;
Chen, 2007; Friedman and Lee, 2010). In this approach, labor unions are key
actors who have bargaining power vis-à-vis employers. If workers do not have
strong unions, they cannot protect themselves from employers. Only when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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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strong independent unions can workers respond to employer violations by
expressing their own voices, negotiating with management, and asking for
corrections in workplaces. In addition, if labor unions function effectively, they
can actively represent their members; they can report employer wrongdoings to
labor bureaus or file cases with arbitration committees or courts on behalf of
aggrieved workers. Likewise, Gay Seidman (2007) suggests that an ideal type
in the state-centered approach also assumes that a labor union serves as a
vehicle for a strong independent collective voice.6) Historically, workers’
collective actions via strong trade unions have influenced not only working
conditions in individual workplaces, but also welfare policies on a broader
level (Esping-Anderson, 1990).7) Based on this rationale, scholars who support
this approach tend to be skeptical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legal rights in the absence of collective rights, since “individualized legal rights
cannot address the fundamental imbalance” of power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Friedman and Eli, 2010: 530). In sum, this approach argues that
strong, independent grassroots unions contribute to better labor regulation.

6. The Constructivist Approach
Adopting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the constructivist approach in
organization studies focuses on firms’ behavior in uncertain environments
(Edelman et al., 1992; Dobbin and Sutton, 1998; Hirsch, 2009; Kelly, 2010).
The core premise of this approach is that firms inherently seek solutions when
they face high levels of uncertainty in external environments (Dobbin and
Sutton, 1998). Because employers often lack a clear sense of their next steps

6)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union effects are weak and inconsistent in the US
context (Edelman, 1990; Edelman, 1992; Sutton et al., 1994; Sutton and Dobbin,
1996).
7) Schmitter(1979) emphasizes that labor market institutions such as trade unions can
play significant roles in enhancing economic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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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apidly changing legal environments, they seek the opinions of expert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such situations, professionals function as creators
of normative pressure (DiMaggio and Powell, 1983; Jacoby, 1985; Baron et al.,
1986). Studies examining the roles of professionals in workplace practices
highlight the critical role played by labor/HR professionals in constructing
models of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Edelman et al., 1992). Baron
et al.(1986) emphasize the role of the personnel profession as a “key actor”
in diffusing workplace practices. Meanwhile, Edelman et al.(1992) show that
professionals play important roles in transferring best practices, suggesting that
how professionals interpret external environments mainly determines employer
responses to external environmental pressures. Hence, this approach offers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compliance by suggesting that the regulatory
process is determined by dynamic interaction between regulators, regulated
entities, and professionals. In sum, these scholars argue that managers and
professionals help shape the meaning of compliance when external
environments are quite uncertain and hostile, thereby fostering better
compliance.

Ⅲ. Relevance of Existing Approaches

Although all of the six approaches discussed above appear convincing, they
do not sufficiently explain current labor law enforcement and compliance in
China. In this section, I offer critiques of these approaches by highlighting their
irrelevance to the Chinese context.

1. The State-centered Policing Approach
This approach is questionable in the Chinese context because th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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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defies the underlying assumption of the deterrence approach. Basically,
this approach assumes two elements: 1) a strategic calculation of violation
costs, and 2) a predictable regulatory environment. However, China essentially
has a complaint-driven employment rights protection system. Top-down
preventive inspection, which the deterrence approach assumes, is very rare, and
local labor bureaus rely exclusively on workers to identify violators and report
them to relevant agencies (Cooney, 2007a; Casale and Zhu, 2013). Practically,
covering such a large country and deali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problems occurring in ever more complicated workplaces with this heavyhanded approach involves substantial financial costs. Thus, in reality, labor
inspectors only go to sites and inspect them when they receive complaints
(Cooney, 2007b). Therefore, although it has some general explanatory power,
the top-down deterrence-based approach does not fit the Chinese context.

2. The State-centered Counseling Approach
At its most basic, the state-centered counseling approach is far ahead of the
current situation across the board in China. This counseling model, which
includes the Latin model, appears to be based on two essential assumptions:
1) reasonable discretion on the part of inspectors, and 2) a certain level of state
inspection capacity. Under such ideal conditions, inspectors are supposed to
make reasonable decisions after consideration of overall workplace situations
and discussions with employers. In addition, states’ inspection mechanisms
must be strong enough to deter purposeful defectors and to protect cooperators
against demoralizing and injurious competition from defector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in China, labor officials devote most of their time to labor
administration tasks (Zhu, 2009; Casale and Zhu, 2013). Therefore, fulfilling
the roles of counselors is almost impossible for local labor officials, and their
jobs remain focused on addressing workers’ complaints. Hence, thi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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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likely to remain simply an ideal for the time being.

3. The Corporate-based Voluntary Approach
Scholars, practitioners, and activists in China and elsewhere have extensively
debated this private governance system (e.g., Esbenshade, 2004; Manic, 2004;
Bandy and Bickam Mendez, 2003; Bickham Mendez, 2005; Frundt, 2005;
Businessweek, 2006). Although it sounds convincing, CSR-based supplier
monitoring only covers a very small number of supplier factories, usually only
their 1st tier contract factories. Furthermore, 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is
approach center on visible issues such as child labor or wage arrears. Thus,
most CSR monitoring cannot address root causes (e.g., Verite, 2004; CLW,
2009, 2010). A recent article about Apple and its supplier Foxconn in
Bloomberg effectively illustrate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such private
governance compliance efforts (Gurman, 2019). The fact that Richard Locke’s
(2009) commitment-based monitoring approach remains in an exploratory
stage, conducted by a couple of attentive MNCs, also warrants emphasis.
Overall, existing studies show that the corporate-based voluntary approach has
a limited impact on employer compliance (He and Perloff, 2013), and this
approach cannot explain the emergent labor regulation model in China.

4. The Worker Empowerment Approach
In principle, workers’ collective action through strong workplace unions can
prevent and/or correct employer violations. However, the workplace union in
China, the only official union, is far from an ideal labor union that defends
workers’ rights on the shop-floor; most importantly, the union is unwilling to
strike in China. Moreover, notwithstanding several intriguing experiments, the
union is for the most part not democratically elected. Specificall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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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tes most firm-level unions (Metcalf and Li, 2005; Friedman and Lee,
2010). Likewise, local governments control local union federations (Chen,
2004; Gallagher, 2005). In addition, from a demographic standpoint, most of
the worst workplaces—usually small labor-intensive factories—do not have
unions, and thus labor unions cannot help address the harsh working
conditions.8) Furthermore, the legal authority and powers given to grassroots
unions to push employers to comply with the law are weak. When a union
identifies a violation of the law, it has no direct authority against the employer
(Howell, 2008). In sum, although unions are gaining power in China, their
overall impact remains too weak to explain the recent high level of labor law
enforcement and compliance in China.

5. NGO-based Naming and Shaming Approach
In China, NGOs are very weak and their activities are selective (Lee and
Shen, 2011; Franceschini, 2014; Xu, 2013). While these actors challenge
employer wrongdoings openly and loudly as the state strongly encourages them
to do so, they dare not involve themselves in any collective action and/or
independent union issues.9) This situation contrasts with the NGO-based
approach depicted in the literature where NGOs have often helped workers
build independent unions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Guatemala and
Bangladesh (Armbruster-Sandoval, 2003; Rodriguez-Garavito, 2005).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configurations in which NGOs engage in workplace
issues also differ. In countries like Bangladesh, NGOs’ active involvement in
8) A huge gap exists between the official unionization rate and the reality. I found that
a large proportion of grassroots unions are either nominal or very weak.
9) This is a result of the sensitivity of labor issues under the country’s repressive
authoritarian regime. The Chinese government has the power to control international
and domestic NGO activities, and thus their activities in China are far more
circumscribed and remain within state guidelines (e.g., CLNT, 2007; Lee and Sh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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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labor issues has contributed to new regulations regarding child labor.
However, China already has pro-labor regulations; the issue is a lack of
enforcement, not a lack of relevant regulations (Lee and Shen, 2011;
Franceschini, 2014). Accordingly, NGOs’ activities focus on cautiously
exposing 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rather than on working to address
more fundamental issues (Friedman and Lee, 2010). In sum, the existing
NGO-based approach is insufficient to address various aspects of the emerging
bottom-up regulation model in China.

6. The Constructivist Approach
Although sharing sev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vist approach,
China’s emerging bottom-up model differs in three ways. Above all, the
implicit focus of the constructivist approach on normative pressures is too
narrow to explain the multi-dimensional nature (coercive, normative, and
imitative) of the antecedents of employers’ compliance in the “bottom-up”
regulation model. The constructivist approach tends to mainly address the
unexpectedly strong influence of non-coercive pressures rather than coercive
pressures on organizations. Accordingly, a large proportion of constructivist
studies start with phrases such as “In the absence of strong regulatory
pressures.” In contrast, China’s bottom-up model addresses topics related to
legal provisions (e.g., written labor contract requirements, social insurance
purchases, and OT hour regulations). These regulations were first implemented
during the socialist period, but they remained largely ignored in the name of
economic development until recent years when increasingly serious social
inequalities and labor unrest led to their revival. These days, local
governments, which must seek to protect both workers and employers, have
adopted a “bottom-up” enforcement approach in which, despite the fact that
local agencies do not proactively enforce the law, agents inves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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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atic employers when complaints are filed. In other words, the subject
of China’s bottom-up model is more like coercive pressure originating from
labor regulations, which naturally exacerbates employers’ concerns

Ⅳ. An Emergent Labor Regulation Model in China

With these distinct differences in mind, I contend tha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ome indigenous elements that either directly make labor law work or
help enhance law enforcement. In this paper, I focus on an emerging
on-the-ground mechanism in China’s workplace that can explain the heightened
labor enforcement and compliance.
Based on extant China studies and my own field research in the country, in
particular in Guangdong and Jiangsu, I identify the framework of the new
state-designed, bottom-up deterrence model.10) The working mechanism of this
model is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key features and their close interactions:
state-designed, bottom-up, and deterrence-based. First of all, this model was
thoroughly designed by the state, which established a floor for bottom-up
pressure against complacent government officials and unethical employers.
Workplace stability—in conjunction with related issues such as labor abuses,
wild-cat strikes, and a spate of worker suicides—has become a priority for the
leaders of contemporary China (Kuruvilla, 2018; Howell and Pringle, 2019).
Based on this rationale, the Chinese government has enhanced grievance
procedures: a series of new labor laws has greatly increased potential fines
levied against violating employers and direct financial returns for workers who
file complaints, while making it far easier for aggrieved workers to express
10) An earlier version of this paper arose from the author’s unpublished dissertation,
and has been supplemented by his follow-up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 of
Chin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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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selves via official mechanisms (e.g. labor bureaus, arbitration committees,
and court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mandatory investigation of accepted
and filed complaints has been significantly regularized. As long as workers
satisfy the minimum reporting requirements, such as providing employer
information and filing within the correct inspection boundaries, labor officials
are obliged to complete investigations of complaints, generally within 60 days
and within 90 days for more complicated cases. Under this stricter policy, labor
officials cannot ignore worker complaints, as doing so would cause them to be
sanctioned for inaction if workers then reported them to upper-level state
agencies.
Second, this emergent model is characterized by bottom-up pressure. The
Chinese government has strongly welcomed bottom-up “input” activities
(Nathan, 2003; Shambaugh, 2008). Examples of “acceptable” bottom-up topics
include environmental protection, food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As long as efforts to exert pressure concern these issues, the government
strongly encourages societal actors to openly raise them. Governance-wise,
these bottom-up voices are quite useful for the Chinese government (Howell
and Pringle, 2019). Societal actors are seen as useful ears and eyes gathering
information from below and monitoring the activities of powerful local officials
and capitalists (Nathan, 2003; Shambaugh, 2008). This “input” from the lower
ranks provides the government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street-level
bureaucratic corruption, which supplements restricted administrative resources.
Lorentzen (2008) emphasizes that the monitoring activities of local actors have
become particularly useful to the regime because market reforms have
increased the prevalence of corruption and labor abuse. Therefore, at present,
societal actors, armed with state slogans such as harmonious society, can
actively and safely expose employer wrongdoings to the public and state
agencies. The fact that the series of labor regulations implemented since the
mid-2000s fully support this bottom-up mechanism warrants emphasi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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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bottom-up model builds on deterrence theory in the regulatory
compliance literature (e.g., Becker, 1968; Stigler, 1971; Braithwaite and
Makkai, 1991) in that it forces employers to comply with labor law because
they perceive heightened risk and uncertainty. However, this bottom-up model
diverges from deterrence theory in that the source of enforcement is indirect
intervention from the bottom including from individual workers and various
societal actors, rather than direct state intervention (Elfstrom, 2019; Howell and
Pringle, 2019). Ideally, the state-centered deterrence approach engages in the
workplace directly, by proactively detecting and sanctioning violations in a
punitive way (e.g., Becker, 1968; Stigler, 1971). However, direct, proactive
state intervention is rarely seen in China, and the state governs the workplace
in an indirect way at arm’s length, by establishing a floor for the indirect
intervention of workers and other societal actors and encouraging their
activities. In sum, although pure deterrence theory does not apply to the
Chinese context, the bottom-up model shares an element of deterrence theory
in that the heightened risk and uncertainty that employers perceive are the main
predictors of employers’ compliance decisions. Below, I detail the thre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state-designed, bottom-up deterrence model in China.

1. Within State Guidelines
First and foremost, bottom-up actors faithfully rely on the state-designed
legal framework. Workers, NGO activists, lawyers, and journalists have a clear
11) According to the Labor Contract Law(2008), if an employer fails to sign a written
contract with an employee within a month, it shall face a penalty of paying the
worker double wages for any time served without a written contract (Articles 10
and 82). In addition, a worker can voluntarily terminate their labor contract and
still receive severance pay equal to one month’s wage if she resigns by reason of
employer violation, such as non-purchase of social insurance or overtime hour/wage
violations (Articles 46 and 47). In similar rationale, the grievance procedures have
also been improved in favor of workers (Labor Arbitration and Mediation Law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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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what is possible and impossible under China’s strong
authoritarian regime (Xu, 2013). They always follow prevailing rules and
employ the regime’s propaganda and rhetoric to justify their actions (Lee,
2007). In a rightful and clever way, bottom-up actors expose the gap between
labor law and employer practices, and ensure that their grievances are
addressed. Bottom-up actors are more conscious about not violating state
policies, emphasizing that they supplement the functions of the state. They
make sure that their assistance contributes to workplace stability by caring for
marginalized and aggrieved workers and rechanneling their anger into more
acceptable actions. This strategy resonates with the concept of rightful
resistance identified by O’Brien and Li(2006). Regarding several specific
subjects including food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employers’ labor
abuses, and rural officials’ corruption, the state tends to strongly encourage
rightful resista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actors follow state guidelines.

2. Challenging Enterprises
Bottom-up actors openly and loudly challenge employers, invoking
pro-worker policies and legal provisions, and arousing public attention (Li and
Liu, 2018). They are keenly aware that unlawful employer behavior is one of
the few issues that they can tackle without being hurt. Armed with state
slogans such as “harmonious society,” workers and societal actors actively
expose employer wrongdoings to the public and to official procedures (Lee,
2007; Chan and Pun, 2009; Li and Liu, 2018). Bottom-up actors are very good
at publicizing violations committed by large employers and then publicizing
names and numbers. When employer violations concern the central government’s
core reform issues, such as having written labor contracts, societal actors are
more than willing to name and shame. This exposure is especially effective
when it comes to well-known or foreign employers, because it attracts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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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tisfies the central government’s expectation that local social organizations
are doing their part to expose local corruption and injustice (Lorentzen, 2008).
Furthermore, bottom-up legal activism receives extensive support from the
public and the central government. Given the shared minimum moral values
originating from the still latent communist legacy and deepening inequalities
within the new society, workers’ rightful resistance receives broad support.
This sentiment prevails partly because most Chinese citizens remember the
pre-1979 economic reform period in which most workers were treated fairly
equally and guaranteed basic economic security.

3. Consequential to Employers
Last but not least, workers’ actions to ensure their labor rights have had a
consequential impact on employers. Employers express serious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risks of workers’ bottom-up activism.12) Accordingly, to keep
legal risks in check, employers have adopted new response patterns by either
quickly aligning their labor practices with standards or employing expedient
“risk-aversion” strategies. Large companies tend to care more about their
societal reputations. Meanwhile, small and mid-size companies are more
concerned about workers’ copycat legal reporting and filing complaints; this
inevitably happens when word spreads about a co-worker’s financial return
from a grievance action. Clearly, the enactment of the new labor laws and
labor inspection regulations has given these workers a strong understanding of
several sensitive provisions. As workers’ basic understanding of what is right
and wrong becomes clear, local inspection officials tend to respond more
appropriately when complaints are filed. Finally, this bottom-up pressure is
more salient in the Chinese context because the country has the following
12) The multiple rounds of interviews I conducted in China show that employer
concerns about workers’ bottom-up activism have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the
mi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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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characteristics: a socialist legacy, including a history of bottom-up
revolution, and the continued power of previous socialist institutions (e.g.
state-controlled media and trade unions); a recently implemented series of
pro-labor policies and laws well known for streamlining the legal processes for
complaints and providing filing workers substantial financial rewards; and a
repressive authoritarian regime that sends a clear signal that it pays off for
workers to individually use the law as their weapon against employer
wrongdoing, while harshly punishing collective action.
In sum, the emerging Chinese model is characterized by 1) unexpectedly
heightened pressure on employers regarding labor standards, 2) strong non-state
bottom-up forces, and 3) a very uncertain legal environment in which social
legacies still prevail and an authoritarian regime relies on legal populism, given
increasing labor unrest.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In this paper, I sought to describe the emergent labor regulation model in
contemporary China. To accomplish this, I first reviewed six popular accounts
of enforcement and compliance in past studies, and examined the relevance of
these accounts to labor regulation in China. I emphasized that although useful,
existing approaches do not fit the Chinese context well, and thus cannot fully
explain current labor law enforcement and compliance in China. Based on my
own field research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labor regulation and China
studies, I proposed a new framework for the state-designed, bottom-up
deterrence model, and articulated its working mechanisms and described its
unique features.
This model has three key characteristics: it is state-designed, bottom-up, and
deterrence-based. First of all, this model was thoroughly designed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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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rget complacent government officials and unlawful employers. To
accomplish this, the Chinese government created a legal framework that
enables multiple sources in society to exert bottom-up pressure. Being well
aware of the policy direc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various societal actors
(not only individual workers, but also labor NGOs, labor lawyers, and the
media) have smartly exposed employer wrongdoings to the public and state
agencies in recent years. The fact that the series of labor regulations
implemented since the mid-2000s fully support this bottom-up mechanism
warrants emphasis. The Chinese model builds on deterrence theory in that it
uses the heightened risk and uncertainty perceived by employers as the main
driver of compliance with the labor law, but it diverges from deterrence theory
in that the source of enforcement is indirect intervention from the bottom,
instead of direct state interventio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is statedesigned, bottom-up deterrence model include that it works thoroughly within
state guidelines and is widely supported by the public. In addition, regulationwise, it is very contentious and has a consequential impact on employers.
Indeed, overall, the emergent Chinese model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mployers in recent years. Employers express serious concerns about the
possible risks of workers’ bottom-up activism, and, as a result, they are
motivated to change some risky workplace practices to reduce uncertainty.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research in several ways. Above all,
recognizing that extant studies are mainly based in western contexts, which
means their applicability to institutionally different contexts such as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is limited, the present paper can enrich current discussions
of the varieties of labor regulation models across the globe. By offering a
detailed analysis of the emergent Chinese labor regulation model, this study
adds nuance to extant labor law enforcement and compliance literature. On a
practical level, this study offers useful guidance for Korean firms doing
business in China. It can help Korean firms in China better understand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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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regulation works and become a responsible employers in China.
Furthermore, this study may provide useful insights for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Korean firms in Vietnam; it can help Korean firms understand labor
regulation in Vietnam, which, as a post-socialist developing country, shares
institutional commonalities with China (Chan and Norlund, 1998; Chan, 2019).
Future studies would benefit from comparing the labor regulation models of
China 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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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중국의 노동규제 모델과 작동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선욱
본 연구는 최근 학술적․실무적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의 노
동규제’에 대한 모델과 작동방식을 탐색하고 그 모형을 정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는 노동법과 그 집행이 강화
되었고 노동자들은 예전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노동
법과 관계기관의 도움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근
의 현상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설명하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강화된 중국의 노동규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
는지를 탐색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저자는 우선 기존 노동규제
에 대한 주요 이론들을 고찰하면서 기존 연구가 중국 맥락에 그대로 적용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현지조사와 중국 제도변화에 대한
최근 중국 논문 고찰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중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노
동규제에 대해 모형을 제시하고 중국 노동규제의 주요 특징들을 소개한
다. 중국의 노동규제 모델은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새로운 모델은
철저히 정부가 고안한 것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관리들과 법을 위반하
는 비윤리적인 고용주를 타깃으로 하여 밑으로부터의 압력(bottom-up
pressure)을 유도한다. 둘째, 예전과 달리, 중국정부는 노동규제에 있어서
개별노동자와 여러 사회 행위자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셋째, 정부의
권장과 행위자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사용자는 큰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
는 기존의 억제모델과 유사하지만 그 압박의 근원이 정부주도가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의 밑으로부터의 추동이라는 점에서 기존 억제이론과 다르
다. 본 연구는 최근 강화된 중국의 노동규제에 대해 좀 더 정교한 설명
모형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강
화된 노동규제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좀 더 책
임감 있고 모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중국, 노동규제, 밑으로부터의 압력, 국가 주도 모델, 억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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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
제를 중심으로(장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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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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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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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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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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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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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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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고성과자

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연구(권기욱)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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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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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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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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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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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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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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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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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임찬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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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준)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제도 인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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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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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이직 전후 직무만족의 변화 분석(김진하․
정재윤․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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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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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이영면․나인강․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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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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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제4호(2017년 12월)

을 대상으로(김우영․이정만)
▪영유아기 양육형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업훈련과 이직: 직업훈련은 과소공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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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관련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분석(성정혜․
김춘경)
▪ 어떤 대중음악가들이 지속적 예술활동을 전

▪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

망하는가? :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있어

치는 영향 :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를

사회자본의 효과(양종민․김서경․권현지)

중심으로(박광표․김동철)
▪ 팀 내 임금격차와 임금위치가 성과에 미
치는 영향: 한국프로야구 팀을 중심으로(양
동훈․고은정․장용준)

▪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정도범)
▪ 절차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직

▪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노조조직률, 사용자

무만족 및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의 노사관계전략이 여성의 관리자 진출에

향 : 육군 복지시설 내 민간근로자를 중심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

으로(김경민․박기홍)

김동주)
▪ 최상위 소득 대체를 활용한 근로소득 불
평등 측정(유혜림․민인식)

◐ 제19권 제2호(2019년 6월)
▪ 투자고유충격이 노동유형별 임금 및 고
용 격차에 미치는 영향(김남주)
▪ OECD 주요국의 이주정책과 이주민 특성
분석(송해련)
▪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후 일자리 만족
도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요인 검증 : 다
집단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원직복귀와
재취업 간 차이 분석(남예지․이청아․홍
세희)
▪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임금, 직무만족도,
이직에 미치는 영향(문영만)
▪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김태훈)
▪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정치경제학(황규성)

◐ 제19권 제3호(2019년 9월)
▪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
과 유형 비교(오유진․김교성)

▪ 세대 간 차이와 조직몰입의 관계 :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오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