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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하도급생산시스템 성과의
영향요인 : 인사관리특성
이 동 진*

본 연구는 하도급생산시스템의 문제 예방과 성과 개선 방안으로 자체적인
전략에 기초하는 인사관리에 주목하고, 위․수탁 거래유형(상황)과 고용형태
(비정규직 활용규모) 및 인사제도 묶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인사관리특성과
전반적 조직성과의 관계를 가설화 및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하도급생
산시스템의 조직성과 중 혁신성과(공정혁신)는 위탁기업에 비해 수탁기업이
더 낮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둘째, 하도급기업의 고용형태로 간접고용 비정
규직 활용규모는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활용규모는 혁신
성과와 역U자형 회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견고한 내부노
동시장을 대표하는 내부형 인사제도로 인력전개(deployment) 범주에 속하는
성과평가시스템과 교육훈련제도는 혁신성과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러한 실증은, 글로벌화된 자유시장경제에서 진화된 조직은 시
장형이라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의 논증․실증과는 별도로, 현실에서 기업들이
준조직(quasi-firms) 형태의 하도급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료제와 협력적
공동체의 양극단이 결합된 내부형 조직(견고한 내부노동시장)을 설계․운영
하며 시장에 대응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 하도급생산시스템, 견고한 내부노동시장, 내부형 인사관리, 인력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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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글로벌화(신자유주의 운동)와 급속한 기술 변화로 고조된 불확실성과 경쟁은
경영자들로 하여금 위험 분산과 경영 재량권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조직규모
를 확대하는 동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현상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생산네트워크가 공고화되고 있는 측면이다.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보
면 기업은 시장 내 유사지대(quasi-rents)를 차지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태와
거래 시 발생되는 정보비용을 통제(조정)하기 위해 (완벽한) 수직결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계를 지식 차원에서 접
근하면, 원․하청기업 간 지속적인 거래에 의해 조직차원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
억(memory of doing)은 구성원들 사이에 기업특유의 섬세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형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원․하청 간 거래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여러 루틴들이 만들어져 그 실행능력(capabilities)을 높인다.
자동차, 기계, 전자산업의 기술혁신에서 흔히 보듯이 시스템적 특성이 중요
한 경우 조립부문의 대기업과 부품소재부문의 중소기업 사이에 기술적 상호작
용을 통해 기술혁신이 수행된다(홍장표, 2006; Rowley, Behrens & Krackhartz,
2000; Dyer & Nobeoka, 2000). 원․하청 간 협력적 생산네트워크는 높은 위험
과 비용이 분산되며, 특히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부정책과 지역 노
동시장 상황(Karlsson & Olsson, 1998), 거래업체와의 관계 양상(홍장표, 2006)
에 따라 외부 혁신자원(지식과 역량)의 도움을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논리
가 실증에 의해 주지의 사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은 수직적 협력네트워크 형태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게 전속되는 하도급네트워크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성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송영조․홍장표, 2017).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2001년 36.6%에서 2013년 29.4%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다(한국생산성본부, 2015).
더욱이 시장에서 원․하청기업 간 (대부분의) 비대칭적 지위는 노동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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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되어 대기업․정규직으로 구성된 상위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하위노동시장 간 분절을 고착화하여 사회․경제 불평등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가령 전자업종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원청에서 하청기업으로 내려갈수록 대
기업 위탁기업과 비교하여 위․수탁을 겸하는 기업의 임금수준은 40~8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8). 주지하는 대로, 글로
벌 자유시장경제에서 혁신성장 동력으로 강조되는 경쟁개념이 의도와 달리 실
제로 시장에서는 원청기업의 수요독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 의해 위험과 비용
이 하청기업에게 전가되는 데 비해 안정성과 이윤은 그 반대로 원청기업이 획득
하는 불공정성과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원청기업이 근로자들
을 직접고용하게 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채용, 관리 및 해고 비용 등을 피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하도급거래를 체결하는 간접고용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또는 윤리적 문제에 따라 주주, 고객 외에 종업원, 협력업체,
시민단체, 환경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즉, 글로벌화 이후 불평등 고착화로 대표되는 주주자본주
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대리인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을 보완하는 이해관계자이
론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경영의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글로벌화된 자유시장경제에서 원․하
청 간 협력네트워크는 전통적인 노동규제와 정부에 의해 시장을 보완하는 제도
가 설계 및 집행되며 관리․감독되는 국가통제 방식(state regulated capitalism)
만으로는 하도급생산시스템들의 시장 적응에 한계가 있으며(O’Rourke, 2003),
정부와 기업․시장이 서로 협력적으로 접근하는 관민협조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원․하청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정부에 의한 규제와 인센티브에 비
중이 높았는데, 이는 동기이론 차원에서 보면 기업 행동을 개선하는 데 행동주
의적 학습에 속하는 처벌과 긍정적 강화이론을 활용한 것이다. 그에 따라 결정
론적 시각에서 원․하청기업 외부노동시장의 분절구조(김철식․이병훈, 2011;
한국노동연구원, 2018), 거래관계 특성(송영조․홍장표, 2017), 불완전계약 환
경(홍장표․김종호, 2016), 노동법과 제도 및 노사관계 환경(Arthurs, 2001;
O’Rourke, 2003)과 같이 원․하청생산시스템 성과를 결정하는 기업의 외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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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요인에 대한 논증․실증이 대부분으로,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하도급기업의
전략에 기초하며 독특한 내부자원에 해당되는 자체적인 문제해결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접근(RBV)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원․하청 생산네트워크를 규율 및 감시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기업 주도
방안으로 행동주의와 구성주의 학습이 동시에 요구되는 자체적인 전략을 기반
으로 하는 인사관리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구성형
태적(contingent-configurational) 접근에 따라, 하도급생산시스템 인사관리의 주
요 상황에 해당되는 위․수탁 거래유형과 내부노동시장특성(HR architecture)
(비정규직 활용규모(employment mode)와 인사제도 묶음(HR configuration))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인사관리특성과 전반적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하청기업의 조직성과를 개선하는 인사관리의
원리들을 면밀히 검토한다. 둘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인사관리특성과 원․하
청기업의 조직성과 전반(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효용)의 관계를 가설화하고, 한
국노동연구원에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설문조사한 사업체패널조사(WPS2017)
자료를 이용하여 검정한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이론들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원․하청기업의 인사관리에 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하도급생산시스템의 인사관리 상황으로 거래유형과 조직성과
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고 제품이나 기술도 자신의 주관으로 개발해야 하
는 시장판매기업과는 달리, 하도급기업은 구매 대기업과의 협력 속에서 제품기
술과 공정기술을 획득하고 판매처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송영조․홍장표,
2017). 더욱이, 고객업체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알려진 기술에 집착하고 잘 알려
지지 않은 새로운 혁신을 적용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특정 고객업체에 의
존도가 높은 하도급기업은 기존 기술을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활동에 치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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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Kaufmamn & Tondtling, 2002). 특히 글
로벌화 이후 무한경쟁의 틀 속에서 대기업이 수요독점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생산물 시장에서 하청기업과의 비대칭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험과 비용은 하청
회사에 전가하면서도 안정성과 이윤은 취득하려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즉, 전속된 하도급 거래관계 특성(전속형 가치사슬구조)에서는 하위 하청기
업으로 비용전가가 이루어지며, 그 대가로 상위 원청기업으로 수익이전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논증된다(조성재․이병훈․홍장표․임상훈․김용현, 2004).
실제로 김철식․이병훈(2011)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사업체패널(WPS
2007)자료를 이용하여 외부효과(externality)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기
업은 위탁기업에 비해 1인당 영업순익 및 급여복지비는 낮게, 그리고 이직률은
높게 검정하였다. 계속해서 한국노동연구원(2015)에서 한국기업데이터DB를
기반으로 54,412개 사업체를 분석한 결과, 원․하청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전업종 평균을 비롯하여 세부적으로 섬유의복, 석유화학, 철강금속, 전자, 전력
가스, 건설, 유통, 통신, SI 업종에서, 그리고 평균 영업이익률도 전업종 평균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식품음료, 섬유의복, 석유화학, 기계, 전력가스, 유통, 통신,
SI 업종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에 비해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도급생산시스템 인사관리의 상황적 접근으로 거래유형을 주요 상
황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 위․수탁거래기업은 위탁거래만 하는 경우보다 전반적인 조직성과(경제성
과 및 사회적 효용)가 낮을 것이다.

2. 하도급생산시스템의 견고한 내부노동시장특성1)과 조직성과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1) 언급한 대로, 본 연구에서 인사관리특성은 원․하청거래유형(상황)과 내부노동시장특성
(HR architecture)을 포괄한다. 여기서 내부노동시장특성은 고용형태(비정규직 활용규모)
(employment mode)와 인사제도 묶음(HR configuration)의 조합을 나타내는데(Lepak &
Snell, 1999), 견고한 특성은 직무안정을 토대로 인력의 내부육성에 초점을 두는 내부형
시스템(Delery & Doty, 1996)인데 비해 느슨한 특성은 임의고용을 신조로 정규직에 비해
채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계약직(비정규직) 활용과 성과급 지급을 강조하는 시장형
시스템(Delery & Doty, 1996)을 가리킨다.

6

 노동정책연구․2020년 제20권 제3호

기업의 사업 목적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인건비 절감에 맞추어져 있고, 기능적
유연성보다 수량적 유연성이 더 뚜렷하고 물량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내부노
동시장에서 흡수하지 않고 외부노동시장(사내하청 활용 등)에 의존한다는 것이
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그러나 비정규직 활용은 양적 유연성 강화라는 가시
적 이득 이면에 그들의 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기능적 유연성 손실이 존재
한다(Lautch, 2002). 더욱이 정규직 근로자들 또한 내부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조직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 직무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Davis-Blake & Uzzi, 1993; Way, Lepak, Fay & Thacker, 2010).
비정규직 고용효과의 해석이론들을 이동진․강대석(2019)을 토대로 재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교환이론은 경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 호혜
적 규범형성 여부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 효과로 나뉜다. 다음으로, 학습이론은
기존 조직이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지식과 전문성 확보 방법으로 인력 외부
화가 활용되는데, 이는 혁신유형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 효과로 나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이론은 전략과의 연계성을 중요시하여 기업의 경영전
략에 따라 적합한 인력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며, 따라서 적정 규모의 인력
외부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비정규직 활용규
모는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데, 그 기준 이하에서는 긍정적 고용효과를 갖지만
넘어서게 되면 부정적 효과로 반전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세리․김미희․이상민(2015)은 특히 대기업과 제조업 영역에서 비
정규직 고용이 재무성과와 역U자형의 곡선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예측 및 검
정하였다. 이선호․박우성(2017)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활용과 당기순이익이 역
U자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실증한 바 있다. 또한 이동진․강대석(2019)은 간
접고용 비정규직 활용규모와 혁신성과의 관계가 역U자의 관계를 가지는데, 내
부형 인사관리특성을 가질 때 그 적정규모는 더 확대되는 반면에 시장형인 경
우 적정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도급생산시스템에서 위험의 외
주화와 비용 분산(전가)을 목적으로 한 사내하청 등 무분별한 간접고용 활용은
최근 사회적 정당성 기반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특성과 인사제
도의 묶음(HR configuration) 간 적합을 어렵게 만들기도 쉽다. 한편, 적정 규모
의 비정규직 활용과 모든 조직구성원에게 공정한 인사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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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근로자들은 단지 비교준거집단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함으로써 만족을 경
험하는 정도를 넘어서 조직몰입을 형성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2 : 하도급생산시스템에서 고용형태특성을 나타내는 간접고용 및 직접고용 비
정규직 활용규모는 전반적인 조직성과(경제성과 및 사회적 효용)와 역U자
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하도급거래에서 위험분산에 대한 대립가설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대규모
제조업체(원청)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의 공급업체(하청)를 경
기변동의 완충지로 이용한다는 위험전가 가설이며, 나머지 하나는 고객업체(원
청)가 핵심 공급업체의 위험을 흡수하며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위험흡
수 가설이다(홍장표, 2010; Asanuma & Kikutani, 1992).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 원청기업은 공급업체가 직면하는 위험을 흡수하는 한편 고객업체의 수익성
변동 위험을 공급업체가 분담하는 양방향 위험 분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홍장표, 2010). 글로벌화와 급속한 기술의 발달로 고조된 불확실성과 경쟁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시스템 확대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
라, 고객업체와 공급업체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특징만 갖는 것이 아
니라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는 하도급시스템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하도급생산시스템은 상생협력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익성, 생산성,
품질, 납기 등의 성과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8). 하도급시스템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신 원․하청 기업가들 간 조정에 의해 생산
이 지시되는 시장의 대안적 방법이다. Gereffi, Humphrey & Sturgeon(2005)은
기업 간 관계, 즉 원료조달부터 제품생산, 판매와 AS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구
조 유형을 권력 비대칭 및 명시적 조정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시장, 모듈 가치
사슬, 관계적 가치사슬, 전속적 가치사슬, 위계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하도급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모듈형과 관계형도 포함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여
건에서 현실적으로 그 전형은 위계에 가까운 전속형으로 나타나기 쉽다.
한편, Eccles(1981)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건설업체의 하도급생산시스템에 대
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원․하청기업들 간 협업을 통한 공동학습 투자로부터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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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
한, 협업에 수반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개인들의 즐거움
은 주지하는 대로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욕구로 자유시장에서는 무디어지기 쉬
우며, 따라서 하도급기업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결국 하도급생산시스템은
여러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기업 내에
위계질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원․하청기업들 간 지속적 관계가 형성되는 기
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Granovetter, 1985). 이러한 사회적 관계 또한 원․하
청기업들의 경제적 활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한 측면을 차지한다.
하도급기업의 기술혁신과 재무성과 및 고용효과는 기술협력네트워크 측면에
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다양하게 난다(김철식․이병훈, 2011). 가령 고객업
체가 공급업체 실적에 따라 차등보상하는 서열경쟁을 도입한 경우 공급업체는
기술개발 투자 유인을 갖게 되는 반면(Aoki, 2000) 지나친 경쟁은 혁신에 실제
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Aghion, Bloom, Blundell, Griffith & Howitt,
2005), 이를 종합하여 송영조․홍장표(2017)는 원청기업에 대한 납품경쟁과 혁
신성과의 역U자형 관계를 실증하였다. 내부노동시장특성 또한 (하도급 지위와
별도로) 조직전략과 고용형태 및 인사제도 묶음 사이의 적합(fit)을 이루는 인사
아키텍처(HR architecture)가 구축된 기업일수록 탁월한 조직성과가 유도되면
서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쟁우위가 확보된다고 본다(Lepak & Snell, 1999). 즉,
조직내 가치 있고 독특한 인적자본 형성(RBV)이 경쟁구도(산업구조)(OE)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략적 인사관리(SHRM)의 가설은 Delery
& Doty(1996), MacDuffie(1995) 등 여러 연구에서 검정된 바 있다.
따라서 하도급생산시스템은 관료제와 협력적 공동체의 양극단이 결합한 내
부형 인사관리, 즉 견고한 내부노동시장의 안정적인 토대에서 불확실한 시장에
대항하여 전반적 조직성과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한
다고 믿는 기업이론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부노동시장요소는 인사제
도의 묶음(HR configuration)으로 직무분석, 인력전개(deployment),2) 직무안정
및 임금규칙으로 구성된다(Osterman, 1987).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2) 본 연구에서 인력전개(deployment)는 인재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내부형 인사관리의 핵
심적인 요소로 성과평가시스템을 토대로 내부충원과 교육훈련에 의한 경력개발 활동을 객
관화한 제도들이 체계적인 결합된 범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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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3 : 하도급생산시스템에서 견고한 내부노동시장특성을 대표하는 내부형 인사제
도들, 즉 직무분석, 인력전개, 직무안정 및 임금규칙은 전반적 조직성과(경
제성과 및 사회적 효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실증분석

1. 표본자료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KLI)에서 조사의뢰하여 수집된 ‘사업체패널
조사(이하 WPS2017)’ 자료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에 대한 조사는 2017년 7월
중순부터 6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응답시점은 동년 12월로 하고 있다. WPS2017
자료에서는 사업장이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이 포함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집된 2,868개 사업장 자료 중에서 721개(전체 중
25.14%) 하도급생산시스템 사업장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WPS2017 하도
급시스템 사업장 자료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의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
414개(57.4%), 지식정보서비스업 44개(6.1%), 그리고 금융․보험업 4개(0.6%)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규모별 분포는 30~99인 292개(40.5%), 100~299
인 184개(25.5%), 300~499인 87개(12.1%), 그리고 500인 이상 100개(13.9%)
등으로 구성되었다.

2. 변수 측정
가. 하도급생산시스템 거래유형
하도급 거래유형은 WPS2017에서 하도급거래 중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하
도급거래가 위탁만 하는 경우(1)와 그 이외의 범주(위탁 또는 수탁(만) : 0), 위․
수탁 모두 거래하는 경우(1)와 그 밖의 범주(위탁만 또는 수탁만 : 0), 그리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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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만 하는 경우(1)와 그 이외의 범주(위탁(만) 또는 수탁 : 0)에 각각 속하는 사
업장들을 더미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견고한 내부노동시장(내부형 인사관리)특성 : 고용형태 및 인사제도 묶음
내부노동시장특성(HR architecture)은 고용형태와 인사제도 묶음의 조합으로
대표될 수 있다(Lepak & Snell, 1999). 먼저, 하도급기업의 고용형태는 간접고
용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전체근로자 대비 파견직, 하청․용역직, 일용직, 특수
고용직(독립도급) 근로자 수의 비중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근로자
대비 기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수의 비중이 백분율로 계산되었다.
다음으로, 인사제도 묶음은 4개의 범주, 즉 직무분석, 전개(HRD), 안정 및 임
금규칙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Osterman, 1987), 첫째 직무분석은 직무분석 실
시 여부에 의해 측정되었다. 둘째, 인력전개(deployment) 범주는 성과평가시스
템(인사고과 실시여부와 피드백 제공 정도의 합산)과 교육훈련시간(법정교육
시간을 제외한 1인당 교육훈련 시간)에 의해 측정되었다. 셋째, 직무안정은 정
규직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지 않는다는 경영정책이나 합의사
항의 존재 여부에 의해 측정되었다. 넷째, 임금규칙은 직접보상의 경우 임금수
준(대졸신입사원 임금수준)에 의해, 간접보상은 복지후생(주거비, 건강보조,
식사보조, 문화․체육․오락지원, 자기계발, 근로자 상담 등) 개수에 의해 측
정되었다.

다. 전반적 조직성과
실증모델에서 다루는 조직성과는 WPS2017의 재무현황 조사표(사전조사)
와 성과변수 중에서 가격경쟁력, 품질, 혁신(제품이나 서비스 상품, 공정, 조
직 및 마케팅)으로 구성되며,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인사담당자 등으로부터
설문 응답이 이루어졌다. 먼저 영업이익률은 사전조사된 당기매출액 대비 당
기영업이익액(손실액) 비율로 계산되었다. 다음으로 가격경쟁력은 ‘귀 사업장
의 주력 제품/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수준은 경쟁업체에 비해 어떠하였습니
까?(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계속해서 품질은 ‘귀 사업장의 주력 제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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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서비스의 품질은 경쟁업체에 비해 어떠하였습니까?(5점 척도)’로 측정되
었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귀 사업장의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 공정, 조직 및
마케팅 혁신이 실행되었습니까?(2점 척도)’에 각각 응답한 측정치들이 합산되
었다(8점 척도).

라. 통제변수
본 연구는 김철식․이병훈(2011), 송영조․홍장표(2017), 한국노동연구원(2018),
Kakabadse & Kakabadse(2005)에 근거하여 하도급생산시스템의 인사관리특성
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변수들을 의도적으로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 수준의 통제변수로서 업종, 산업구조, 시장수요
상황, 조직규모(매출액 및 종업원 수), 노조유무, 사업장설립역사가 포함되었
다.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측정치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탁기업의 경우 조직성과 중 혁신성과
와의 상관계수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면서 -.13으로 추정되었
으며, 나머지 조직성과 변수와의 상관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검출되지 않
았다. 한편, (하도급 거래형태와 조직성과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종업원수와 매출액 간(r=.63, p<.01), 매출액과 임
금수준 간(r=.64, p<.01) 상관이 비교적 높게 추정되었으나 .70 이하(Gunst &
Mason, 1980)로 선형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또는 통제변수로 사용될 경우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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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 분석결과 및 변수 간 원상관행렬
평균

(1)
.33
(2)
.15
(3)
.57
(4)
3.88
(5)
2.94
(6)
4.81
(7) 11.22
(8)
.27
(9) 24.29
(10) 42.27
(11) 8.12
(12) 46940.25
(13) 491.27
(14)
.51
(15) 2.99
(16) 2.46
(17)
.16
(18) 2976.54
(19) 5.15
(20) 2.99
(21) 3.03
(22) 3.53
(23)
.99

표준
편차
.47
.35
.49
.82
.93
1.24
2.01
.44
14.93
212.64
20.64
492090.85
1736.65
.50
.83
.56
.37
627.70
3.13
11.53
.54
.72
1.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29**
.02
.02
-.00
-.01
-.10*
-.07
-.06
-.02
.05
-.03
.05
.03
-.05
-.03
.04
-.05
-.10*
-.03
.01
.06
-.00

1
-.01
.05
.01
-.06
-.12**
-.08*
-.11**
.07*
.11**
.11**
.13**
-.12**
-.04
-.08*
-.04
-.16**
-.07*
-.00
.01
.06
-.13**

1
-.15**
-.02
-.04
.06
.06
.07*
-.16**
-.28**
-.10**
-.24**
.07
-.01
.01
.04
.07*
.09*
.03
-.06
-.00
.10**

1
-.01
.04
.07
.01
.09*
.05
.03
.03
.03
.11**
.05
.10*
.05
.01
.04
-.04
.01
.16**
.15**

1
.15**
.17**
.07
.03
.02
.08*
.08*
.08*
-.01
.10*
.03
.01
.08*
.09*
.08
.18**
.04
.10**

1
.63**
.45**
.28**
-.18**
.16**
-.11**
.10**
.24**
.23**
.27**
.18**
.45**
.42**
.02
-.03
.00
.18**

1
.50**
.31**
-.05
-.03
-.03
-.09*
.33**
.26**
.31**
.21**
.64**
.57**
.20**
-.03
.02
.29**

1
.35**
-.08**
.01
-.06
-.05
.29**
.11*
.16**
.27**
.40**
.35**
.03
.03
.00
.13**

1
-.04 1
-.10** -.03 1
-.03 .90** -.03
-.13** -.02 .96**
.24** -.05 -.15**
.13** -.07 .10*
.09* -.10** -.05
.16** -.02 -.07
.31** -.03 -.08*
.22** -.09* -.05
.03 .04 -.08
-.05 .05 -.02
.01 .04 -.01
.11** -.01 -.07*

1
-.02
-.01
-.03
-.06
-.02
.00
-.06
.02
.05
.07
.02

1
.19**
.07
-.11**
-.09*
-.12**
-.10**
-.06
-.01
-.03
-.11**

1
.12**
.25**
.19**
.26**
.29**
.05
-.07
.01
.23**

1
.12**
.15**
.21**
.17**
-.01
.00
.06
.22**

1
.06
.28**
.45**
.04
-.05
.11**
.26**

1
.17**
.12**
.01
-.03
.04
.15**

1
.49**
.15**
-.05
-.03
.23**

1
.09**
-.10*
.05
.30**

1
.04 1
.09* -.14* 1
.03 -.03 .10**

주 : 1) * : p<.05, ** : p<.01(양측검정).
2) (1) 위․수탁기업 (2) 수탁기업, (3) 제조업, (4) 산업구조, (5) 시장수요상황, (6) ln종업원
수, (7) ln매출액, (8) 노조, (9) 사업장설립역사, (1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1) 직접고
2
2
용 비정규직 비율, (12)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 (13)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 (14) 직무
분석, (15) 성과평가시스템, (16) 교육훈련, (17) 직무안정, (18) 임금수준, (19) 복지후생,
(20) 영업이익률, (21) 가격경쟁력, (22) 품질, (23) 혁신.

4. 가설검정
본 연구는 하도급생산시스템 내에 위․수탁거래유형(상황), 비정규직 활용규
모(고용형태) 및 인사제도 묶음(HR configuration)의 조합이 나타내는 인사관리
특성(HR architecture)이 전반적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검정
하였다. 분석결과, 인사관리특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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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 거래유형별 조직성과의 차이분석 <표 3>, 그리고 전반적 조직성과
중 혁신성과를 구성하는 제품, 공정, 조직 및 마케팅혁신의 영향요인에 대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 <표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았다.
먼저, 통제변수와 하도급생산시스템 성과 간 회귀분석결과(표 2 참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의 경우 비제조업에 비해 혁신성과가 p<.01 수
<표 2> 하도급기업 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변수

영업이익률 가격경쟁력

하도급 위․수탁기업
거래유형 수탁기업

혁신

.014

.032

.010

-.042

.031

-.050

.061

-.103*

제조업

-.042

-.119**

.046

.147***

산업구조

-.071

-.026

.162***

.146***

시장수요

-.009
-.139*

조직통제 ln종업원

ln매출액

.340***

노조

-.132**

사업장 설립 역사

-.007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고용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형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2
2

내부
노동
시장
특성

품질

.151***

-.031

-.011

-.043

.057

-.034

.007

.100
-.046

-.067

-.031

.068

-.020

-.030

.004

-.275

-.273*

-.097

.116

.272*

-.453**

.099

-.008

.280

-.106

-.256*

.480**

.229***

.160*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15

.034

1. 직무분석

.009

-.110*

-.001

.039

.040

.111**

인사 3. 교육훈련
제도 4. 직무안정

.019

.092

.149**

.131**

.005

-.035

.060

.050

5. 임금수준

.083

-.022

-.198***

6. 복지후생

-.056

-.124*

-.009

2. 성과평가시스템

2

-.142**

.031

-.016
.102

R

.134

.092

.093

.176

F

2.533***

1.643**

1.67**

3.502***

표본 수

331

329

329

331

주 : 1) * : p<.10, ** : p<.05, *** : p<.01.
2) 하도급기업의 거래유형은 위탁과 수탁을 동시에 하는 위․수탁기업, 수탁만 하
는 수탁기업 및 위탁만 하는 위탁기업으로 구성되며, 기준집단(base group)은
위탁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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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구조는 분
산(高경쟁)되어 있을수록 전반적인 조직성과 중 품질과 혁신성과가 p<.01 수준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시장수요는 빠르게 증
가하는 상황에 놓인 하도급기업일수록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검정되
었다. 넷째 조직규모의 경우, 종업원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영업이익률이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그리고 매출액이 큰 사업장일수록 영업이
익률과 혁신성과가 p<.01 또는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높게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조기업은 무노조의 경우에 비해 p<.01 또는 .05 수
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영업이익률은 더 낮게, 가격경쟁력은 반대로
더 높게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하도급기업의 인사관리 상황으로 거래유형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표 2 참조), 기준집단(base
group)인 위탁기업에 비해 수탁기업이 조직성과 중 혁신성과가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 그 밖의 거래유형과 조직성과의 관계
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검출되지 않았다. 보다 세부적으로, 혁신성과의 4가지
대상(제품, 공정, 조직 및 마케팅 혁신)과 하도급 거래유형 간 로지스틱 분석결
과(표 4 참조), 수탁거래기업은 여러 혁신 중 공정혁신이 위탁기업(기준집단)에
비해 p<.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더 낮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거래유형별 기업성과의 기술 및 차이 분석결과에 따르면(표 3), 첫째,
조직성과 중 영업이익률은 위탁기업(3.38%), 수탁기업(2.83%), 위․수탁기업
(2.43%) 순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중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차이에서 p<.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둘째, 품질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다른
형태의 조직성과에서 나타나는 서열패턴과 달리 수탁기업(3.63), 위․수탁기업
(3.59), 위탁기업(3.46) 순으로 계산되었으며, 여기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그리고 위․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차이에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출되었다. 셋째, 혁신성과에 대한 인식(평가) 수준은 위탁거래기업(1.12), 위․
수탁거래기업(.99), 수탁거래기업(.58)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위․수탁기업
과 수탁기업 간 차이에서 p<.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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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하도급 거래유형별 성과 측정치의 기술 및 차이 분석
구분 1
영업이익률
하도급
가격경쟁력
거래
품질
유형별
혁신
제품
성과의
혁신
공정
기술
조직
대상
분석
마케팅
구분 2
영업이익률
가격경쟁력
하도급
거래
유형간
성과의
차이
분석

품질
혁신
제품
공정
혁신
대상 조직
마케
팅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
집단 내

위탁기업
위․수탁기업
수탁기업
표본
표준 표본
표준 표본
표준
평균
평균
평균
크기
편차 크기
편차 크기
편차
319 3.38 12.28
200
2.43 11.17
66
2.83
8.53
353 3.02
.55
230
3.04
.55 103
3.05
.47
354 3.46
.75
230
3.59
.67 104
3.63
.68
375 1.12 1.42
239
.99
1.27 107
.58
1.08
375
.24
.43
239
.24
.43 107
.14
.35
375
.30
.46
239
.28
.45 107
.15
.36
375
.32
.47
239
.28
.45 107
.16
.37
375
.25
.43
239
.19
.39 107
.13
.34
위탁 vs. 위․수탁기업 위․수탁 vs. 수탁기업
위탁 vs. 수탁기업
평균
평균
평균
자유도
F 자유도
F
자유도
F
제곱
제곱
제곱
1 110.68
1 131.58
1 1236.10
.79
.70
2.83 *
517 140.84
264 188.20
517 436.55
1
.05
1
.01
1
.05
.17
.02
.17
581
.31
331
.28
581
.31
1 2.28
1
.13
1
2.28
4.41**
.30
4.41 **
582
.52
332
.45
582
.52
1 2.15
1 12.81
1
2.15
1.16
8.66 ***
1.16
612 1.86
344
1.48
612
1.86
1
.00
1
.71
1
.00
.01
4.36 **
.01
612
.18
344
.16
612
.18
1
.05
1
1.35
1
.05
.26
7.44 ***
.26
612
.21
344
.18
612
.21
1
.16
1
1.17
1
.16
.74
6.37 **
.74
612
.21
344
.18
612
.21
1
.24
1
.62
1
.62
1.72
3.52 *
3.52*
612
.18
344
.14
612
.18

주: 1) * : p<.10, ** : p<.05, *** : p<.01.

계속해서 하도급생산시스템에서 전반적 조직성과에 대한 비정규직 활용효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표 2 참조), 먼저 간접고용 비정규직
의 경우 조직성과 중에서 영업이익률에 대하여 p<.05 수준에서 활용규모는 정
(+)의 효과가, 그리고 그 활용규모의 제곱은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조직성과 중 혁신성과에 활용규모는
정(+)의 효과가, 그리고 그 활용규모의 제곱은 반대로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검정되었다. 이는 간접고용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활용은 그 규모를 늘려감
에 따라서 각각 영업이익률과 혁신성과가 개선되다가 최적수준에 해당되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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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나면서 반대로 감소하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혁신성과 대상을 세분화
하여 비정규직 활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4 참조), 마케팅 혁신성과가 직
접고용 비정규직 활용과 완만한 역U자 형태의 로지스틱 회귀방정식 추정이 이
루어졌다.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하도급시스템 고용형태(employment mode) 중 비정규직 활용규모
와 조직성과의 곡선형 관계를 추정한 다중회귀방정식을 비정규직 비율변수로
편미분하여 그 최적 활용규모를 계산해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 대비 0.5298%일 때 영업이익률이 극값을 가지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전체근로자 대비 0.5312%에서 혁신성과가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계산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도급생산시스템에서 평
균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42.27%(표준편차 212.64%)를, 직접고용 비정규직
8.12%(표준편차 20.64%)를 현실적인 활용규모의 대표적 수준으로 볼 때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직무분석, 인력전개, 직무안정 및 임금규칙 범주로 대표되는 내부노동시장요
소(Osterman, 1987)에 해당되는 인사제도 묶음(HR configuration)이 하도급생
산시스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2 참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분석은 하도급시스템 성과 중 가격경쟁력(β =-.110)과 품질(β =-.142)에
p<.05 또는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인력전개는, 먼저 인사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성과평가시
스템의 경우 혁신성과(β =.111)에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
의 효과가, 다음으로 교육훈련은 품질(β =.149)과 혁신성과(β =.131)에 p<.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셋째, 조직성과에 대한 직무안정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검출되지 않았다. 마
지막으로, 임금규칙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은 하도급생산 사업장일수록 품질(β
=-.198)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복
지후생이 풍부한 사업장일수록 가격경쟁력(β =-.124)이 p<.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혁신성과에서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내부노동시장요소와의 관계를 로지스틱
분석한 결과(표 4 참조), 먼저 직무분석은 어느 혁신유형과도 통계적 유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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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되지 않았다. 둘째, 인력전개(deployment) 범주를 구성하는 성과평가시스
템은 조직혁신(β =.285)에 p<.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면서 정(+)의
효과를, 또 다른 구성요소인 교육훈련은 공정, 조직 및 마케팅 혁신(β =.659,
.576, .593)에 p<.05 또는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정(+)의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안정은 마케팅혁신(β =.574)에 p<.10 수준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면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마지
막으로, 임금규칙 범주의 경우 임금수준은 혁신성과 유형 어느 것과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는 데 비하여 복지후생은 공정혁신(β =.142)에 p<.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면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하도급기업 혁신성과 유형의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변수
상수
하도급거래 위․수탁기업
수탁기업
유형
제조업
산업구조
시장수요
조직통제 ln종업원
ln매출액
노조
사업장 설립 역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 직접고용 비정규직
형태 간접고용 비정규직
내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1. 직무분석
2. 성과평가시스템
시장
특성 인사 3. 교육훈련
제도 4. 직무안정
5. 임금수준
6. 복지후생
-2log우도
Cox와 Snell의 R2
Nagelkerke R2
표본 수

비율
비율
비율2
비율2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
-7.606 *** -6.166 *** -5.421 *** -7.360 ***
-.259
.186
-.244
-.442
-.393
-1.018 **
-.597
-.523
.993 *** 1.348 ***
.007
.276
.475 ***
.376 **
.156
.516 ***
.061
-.032
-.263 *
.184
.045
-.188
-.072
-.071
.126
.093
.290 ***
.145
-.600 *
-.199
-.147
-.310
-.004
.006
-.015
.007
.005
-.008
-.006
-.007
.021
.042
.039
.075 **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1 **
-.183
.071
.424
.246
.255
.226
.285 *
.240
.378
.659 **
.576 *
.593 *
.326
.195
-.209
.574 *
.000
.000
.000
.000
.058
.142 ***
.005
.038
357.992
353.594
367.595
339.768
.134
.166
.130
.144
.190
.232
.182
.208
331
331
331
331

주 : 1) * : p<.10, ** : p<.05, *** : p<.01.
2) 하도급기업의 거래유형은 위탁과 수탁을 동시에 하는 위․수탁기업, 수탁만 하는 수탁
기업 및 위탁만 하는 위탁기업으로 구성되며, 기준집단(base group)은 위탁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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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 조직성과 중에서 가격경쟁력과 품질의
경우 견고한 내부노동시장특성을 나타내는 직무분석과 복지후생은 오히려 부
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견고한 내부노동시장
특성을 대표하는 인력전개(deployment) 범주에 속하는 성과평가시스템(PMS)
과 교육훈련(HRD)은 조직성과 중 혁신성과와 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혁신 대상을 세분화한 분석결과에서는 견고한 내부노동
시장특성을 표상하는 인력전개뿐만 아니라 직무안정과 풍부한 복지후생이 공
정, 조직 및 마케팅 혁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1.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하도급생산시스템 인사관리의 주요 상황으로 위․수탁거래 유형
과 견고한 내부노동시장특성(낮은 비정규직 활용율과 내부형 인사제도 묶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인사관리특성과 전반적 조직성과의 관계를 가설화 및 검정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노동연구원의 WPS2017자료를 토대로 가설모
델을 실증한 결과, 먼저 하도급생산시스템 성과 중 영업이익률의 경우 위탁기
업이 수탁기업보다, 혁신은 위․수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그 측정치 평균이 더
높게 계산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
욱이 회귀분석에서 혁신성과는 위탁기업과 비교해서 수탁기업이 더 낮게 나타
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즉,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둘째, 하도급기업의 고
용형태 중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활용규모는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활용규모는 혁신성과와 역U자형 회귀관계를 갖는 것으로 검정되었
다. 즉,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내부노동시장을 대표하
는 내부형 인사제도 묶음 중 인력전개(deployment) 범주에 속하는 성과평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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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과 교육훈련제도는 혁신성과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더욱이 혁신 대상을 세분화하면 인력전개뿐만 아니라 내부형 인사제도로 분류
되는 직무안정과 풍부한 복지후생이 공정, 조직 및 마케팅 혁신에 긍정적인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다. 먼저, 글로벌화와 기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유연성과 민첩성에 대한 요구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사업전략 실행에 중요한 직무(strategic
job)에 집중하여 실행능력(capabilities)을 강화하고 불완전한 시장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기업 형태의 하도급생산시스템을 활용하
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생산시스템에서 원․하청 간 불공정성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전통적 해결방식은 정부의 노동
정책과 규제, 사회입법과 제도에 의한 사후적 처방이었으나, 글로벌화와 급속
한 기술 변화로 불확실성이 높은 최근 상황에서는 생산․공급네트워크 스스로
자율적인 문제해결역량 개발과 상호보완이 요청된다. 이를 학습이론 관점에서
보면, 기업행동 개선을 위해 긍정적 강화나 처벌뿐만 아니라 부정적 강화와 내
재적 동기 개발모델과 균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원․하청문제
에 대한 기존의 결정론적 시각 또는 제도경제학적 접근을 보완하기 위해 자원
기준이론(RBV)의 관점에 따라 하도급생산시스템 내에 자체적인 전략을 토대
로 한 거래유형, 고용형태 및 인사제도 묶음의 조합으로 대표되는 인사관리특
성과 전반적인 조직성과의 관계를 실증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시장근본주의자들은 하이에크(Hayek, F.A.)의 소위 진화론적 합리주의
(evolutionary rationalism)에 입각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경쟁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직 유연성과 민첩성에는 날씬한 조직형태와 느슨한 내부노동
시장(시장형 인사관리)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데, 동일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서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적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규모
를 확대하기도 한다. 즉,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들은 전략적 마인드를 강화하며
독특한 자원 보유를 위해 견고한 내부노동시장을 구축하여 불확실한 시장에 대
응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화된 조직은 시장형이라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의 논증과는 별도로,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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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준기업 형태의 기업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관료제형과 공
동체형의 양극단이 결합된 내부형 조직(internal system)(Delery & Doty, 1996)
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비정규직 고용은 여러 해석이론과 실증연구들을 대응해 보면 양적 유
연성(인건비, 부수적 관리비용)과 기능적 유연성(전략적 실행능력) 간 딜레마가
존재한다(이동진․강대석, 2019).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생산시스템에서 비정규
직 활용규모와 조직성과의 관계가 역U자형임이 나타났는데, 그 최적 활용규모
가 간접고용의 경우 영업이익률 기준 전체근로자 대비 0.5298%, 직접고용은
혁신성과 기준 전체근로자 대비 0.5312%로 각각의 평균 활용률(간접고용
42.27%, 직접고용 8.12%)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
로 계산되었다. Penrose 효과(Teece, 1982), 즉 조직의 객관적인 적정 규모는 존
재하지 않으며 다만 경영실행능력(managerial capability) 한계에 의해서 결정된
다는 설명에 입각하여 볼 때, 본 연구의 분석은 하도급생산시스템에서 직접고
용뿐만 아니라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또는 이해관계자경영,
지속가능경영)가 전략적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한다. 즉, 하도급생산시스템의 간접고용 문제해소와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집단을 고려한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인사관리(SHRM)의 필
요성을 함의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생산시스템은 주지하는 대로 주류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시장질서(spontaneous order)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윤리학자들이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인위적 또는 선험적 질서(transcendent order)의 설계․계획에 의해 그
질서가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성 및 비효율 문제해결은 정부와 기업․시장의 관민협조방식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강한 정부에 의
해 사회윤리(정의)를 고려한 규제 및 인센티브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민간기업
의 자율이 화합해야 한다. 하도급생산시스템의 자체적인 문제해결역량으로 본
연구가 주목한 부분은 인사관리다. 언급한 대로, 인사제도 중에서 성과평가시
스템(인사고과 및 체계적인 피드백)과 교육훈련제도는 혁신성과에 정(+)의 효
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는데, 체계적인 피드백과 교육훈련제도는 공동체

하도급생산시스템 성과의 영향요인: 인사관리특성(이동진) 

21

(community)에, 공식적 인사고과제도는 관료제(hierarchy)에 각각 부합한다. 따
라서 불확실한 시장에 적응하며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하도급생산시스
템은, 물론 시장질서(가격결정 메커니즘과 행위규범)와 더불어 공동체와 관료
제의 양극단 간 결합이 뜻하는 자연적(본능적) 질서(소통과 협동 및 학습에 대
한 선험적 욕구)(natural order)와 인위적 질서(설계 및 계획에 의한 규칙․질서
부여 습관)가 균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
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과 그에 대한 실증모델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토대가 되는 사회 성원
의 심리적 기초(micro-foundations)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하도
급생산시스템 내에 근로자들의 공정성 인식과 같이 개인수준의 프로세스와 조
직의 인사관리의 다층적 관계(multi-level relations)가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본 연구는 조직수준의 단층분석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하도급시스템에
서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성 및 비효율 문제의 효과적 해결은 주지한 대로 관민
협조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데, 하도급생산네트
워크 내에 민간기업의 인사관리와 정부의 원․하청상생협력방안과의 연계에
대한 거대 담론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또한 위․수탁기업의 전반적 조직성과는
인사제도 및 리더십의 개발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횡단분석에 그치
고 있다.
계속해서, 회귀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고용형태와 인사제도의 측정치들은
영업이익률을 비롯한 조직성과 변수들보다 시간적 우선성(temporal precedence)
이 전제(Hume, D.)되어야 하나 분석에 사용된 WPS2017자료는 동일 시점에서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생산시스템 인사관리의 주요 상황으로 거래유형과 통제변
수들(업종, 산업구조, 시장수요상황)을 포함한 실증모델을 단층분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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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해서 이들은 조직수준보다 거시단위의 변수들로 다층적 관계가 검토
되어야 한다. 즉, 분산분석(   -test)과 회귀분석(t-test)으로 구성된 임의계수회귀
모델(random-coefficient regression model)(HLM)이 적용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기성화(旣成化)된 WPS2017패널자료 사용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첫째, 하도급생산시스템을 구성하는 위․수탁기업은
하도급 차수가 올라감에 따라 근로자들의 공정성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한국노동연구원, 2018), 조직성과의 기초가 되는 공정성 인식 개선
의 단초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관리의 주요 상황변수들(예를 들어, 업종, 기업규
모, 산업구조, 시장수요, 기술협력방식, 거래기간, 거래의존도 벤더 차수 등)을
포함하여 전략(기업)수준의 고용정책, 인사제도 묶음, 그리고 개인수준의 인식
과 태도 및 행위의 다층적 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잡한 하도급
생산시스템들에 적합한 인사관리 현상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
십 지향 인사관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사관리 유형들을 이용한 종합적인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계량분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변수들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질적 분석방법(ethnographic interview)을 이용하여 위․수탁기
업의 인사관리와 조직성과 사이의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설명(묘사)하는 이론
개발과 정부의 규제 및 인센티브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거대 담론 전개, 그리고
이 결과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유(보급)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
째, 시간흐름에 따른 하도급기업의 인사제도 및 리더십의 개발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생산시스
템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로 정부의 인센티브와 같이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와 상호보완될 수 있는 민간영역의 자율에 의한 또 하나의 방식
으로, 독립적인 비정부기구(NGO)가 하도급기업과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여론
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을 압박하는 부정적 강화모델(negative reinforcement)의
개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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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tial Factors on Subcontracting Production System :
HRM Characteristics
Lee DongJin
As global competition has increased over recent years, managers might be
motivated to diversify away risk by means of vertical linkage or the like.
Neoclassical explanation of these sizable firms are shown to be deficient. This
paper analyze and interpret a relations between HRM characteristics in joint
production system and overall performance using KLI’s 2017 workplace panel
data in order to theorize HRM of subcontracting product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operation profit rate and innovation between contracting firms and
subcontracting ones, the former is higher than the latter. Secondly,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ce that analyze the inverted U-shaped relations between
contract workers’ ratio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Lastly, it shows that
workforce deployment includ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education & training practice are positively influenced to innovation. Findings
suggest that internal system(Delery & Doty, 1996) based on combination of
bureaucracy and community might be constructed rather than evolution to
market type organization to cope with uncertainty in an era of globalization.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multi-level
relations between HRM characteristics and workers’ psychological process
to theorize HRM in subcontracting production network(quasi-firms).

Keywords : subcontracting production system, ILM, internal system,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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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명 구*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018년 34.1%로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인식을 제고하
고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게 하며, 개별 근로자에게는 임금격차가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성별, 직종, 직급/직무별 임금액 등 임금정보를 공개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임금공시제’이다. 임금공시제의 도입과 관
련하여서는 임금정보의 범위와 대상이 문제되는데, 임금공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직무/직급별, 근속연수별의 5
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교차항목 구성을 통
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고용형태공시제’ 도입으로 고
용 관련 공시에 대해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
지는 빠르게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시항목은 독일의「임금투명성법」과 같이, 임금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 급여를 대상으로 남녀 평균 및 중위임금 차이 및 비율, 4분위 임금별 남
녀 근로자 비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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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박사․국회 보좌관, 前 국회 정책연구위원, 前 국회 법제실 법제관(pmgj@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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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은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이 내부 정보로서 임
금정보를 형식적으로 공시하는데 그칠 우려가 높다. 임금공시제가 실효적으
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정보가 직군, 직무 등 근로형태별
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 정보가 곧 차별시정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단순히 공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임금투명성법」과
같이 ‘(가칭)성별 동일임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서에 사업
장 내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조치와 그 효과, 남녀 동일임금 조성을 위한
조치, 향후 개선 계획 등을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시에
대해 정부가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핵심용어 : 불평등, 임금격차, 임금공시제, 임금분포공시제, 임금 투명성

Ⅰ. 서 론

최근 심화한 불평등(inequality)은 극소수에 집중된 소득․자산의 격차로 설
명된다. 그 원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핵심은 임금격차다. 이는 대기
업․중소기업 등의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별, 남녀 성별 등의
격차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중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 비율은 2011년 37.5%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최근 2018년 34.1%로 소폭 개선되었을 뿐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1) 이는 OECD국가 평균인 13.2%의 2.6배, 스웨덴(7.1%)
등 북유럽 국가의 4.8배에 달한다.
2019년「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에 따르면, (시간당)임금총액은 남성이
1)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최종 검색일 2020. 4. 21).
2) 고용노동부(2020).「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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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566원, 여성은 16,358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은 69.4%로 나
타났다. 이처럼 성별임금격차가 축소되지 않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경력단절,
임금체계가 지적된다.
경력단절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을 겪으면서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는 경우 상대적
으로 근속연수가 짧아 성별임금격차를 확대시키게 된다.3) 그러나 이는 생애사
건(生涯事件)에 따른 것이므로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불이익 금지 등 복직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이외에 노동시장 차원에서 직접적
으로 근속연수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임금수준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임금체계는 연공급제에서 여성의 생애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에 따라 직무에 따른 남녀의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등에 대한 정보 자체를
알 수 없다. 또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과평가
체계가 남성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 정기 상
여금과 연동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간접적 차별과 임금손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성과평가 체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성
과평가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산출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평가자 구성, 평가
요소, 평가방식 및 절차, 평가점수 및 가중치(정량평가), 평가서술(정성평가)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 성과평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어렵고, 그러한 절차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임금체계의
불투명성과 미비점이 곧 임금격차의 원인이자, 차별시정을 통한 해소에 장애가
<표 1>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22,193

15,472 (69.7)

전체

20,573

남성

23,566 [100.0]

25,127 [100.0]

17,538 [100.0] (69.8)

여성

16,358 [69.4]

17,565 [69.9]

13,417 [76.5]

(76.4)

주 : * [ ]는 남성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3) 박진희․이시균․박세정(2017).「최근 성별임금격차 축소 원인 분석」
,『고용동향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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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에 따라 ILO(2019)도『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Work for a brighter future)』보
고서를 통해 “임금 보고 의무화 및 노동자의 정보공유권리 보호 조치 등 임금
투명화 정책은 성별임금격차를 조명하고 격차의 시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
다.4)
이에 본고에서는 임금체계에 있어 투명성 증진을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로 한다. 특히,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임금공시제의 도입이 논의
되고 있는바, 해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Ⅱ장에서는 임금공시제의 도입 배경과 그 의미, 우리나라에서
도입관련 논의 경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Ⅲ장에서는 임금공시제의 정책효과
를 구하기 위해 독일, 영국의 임금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 제도를 살펴보고, 이
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금공시제의 올바른 도입 방향을 모색한다.

Ⅱ. 임금공시제 도입의 의미와 경과

1. 임금공시제의 의의
가. 임금공시제의 개념
‘임금공시제’란 사용자가 고용형태,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
율 등 특성에 따른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자의 임금정보
공개의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임금공시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고
용정책 기본법」은 ‘고용형태공시제’를 도입하여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
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임금정보가 공
시되지는 않지만, 직접고용(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고용(파
4) ILO(2019),『Work for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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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하도급, 용역 등)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 및 성별 구분 정보는 공시된다.
한편, 임금정보를 포함한 공시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서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하는 현황을 공
개하도록 하고 있다.5) 그러나 그 범위가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고, 성별 임
금 현황 이외에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 등 임금체계와 수준에 관
하여 완전한 의미에서 임금정보의 공개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민간을 포함하는 완전한 의미의 임금공시제로서 성별을 포함한 구체적
이고 개별적인 임금정보 공개가 절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2017년 6월「고용정책 기본
법」일부개정법률안6)(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이 발의되었으나,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은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이 골자다. 그러나 개정안은 ‘고용현황’의 법적 의미가 불명확하여 고용형태․
성별 평균임금 현황 이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
되었고,7) 정부에서도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는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결국 고용형
태․성별 이외에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의미가 제한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행법이나 개정안의 논의는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임금정보 공
개를 목적으로 하는 임금격차 완화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다음에
서는 정부에서 현재 논의 중인 ‘임금분포공시제’와 개념을 구별하고, 그 내용과
5)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
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12. 29, 2016. 3.
22, 2018. 3. 27, 2018. 12. 31>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6)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7714호.
7)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양건(2017. 9),『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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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를 파악해보고, 임금공시제 도입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임금분포공시제’와 구별
1) 정부의 ‘임금분포공시제’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2018년까지 시행할 것을 밝혔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그 비율, 직종․직
급․직무별 임금과 그 비율에 관한 정보, 이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근로시간
및 시간당 정액급여 등 임금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전한 의미의 ‘임금공시제’다. 즉 개별적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자료를 통해
성별 및 고용특성 등 성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금격차
를 드러나게 하고 차별적 임금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 ‘임금분포공
시제’로 전환하여 검토 중에 있다.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 규모․산업별 등의
기업 특성을 기반으로 성별․연령․학력․직장 내 직급․직무․고용형태․근
속연수 등의 근로자 속성을 교차 비교해 임금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기
업 및 근로자 속성에 따른 임금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금수준은
평균값을 비롯해 중간값, 상위 25%값, 75%값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처럼 임금
분포가 공개될 경우, 업종별 평균 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임금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임금공시제와 관계
위와 같은 정부의 ‘임금분포공시제’는 평균값을 비롯해 중간값, 상위 25%값,
75%값 등 문언의 의미 그대로 ‘분포’를 공시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용형태,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 등 특성에 따른 임금정보
를 공개하는 ‘임금공시제’의 의미와 구별된다. 즉 ‘임금공시제’는 근로자의 개
별적인 임금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비교임금이 공개될
수 있도록, 사용자는 완전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公開)하는 행위와 별도로 근로자가 임금정보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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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가 관리․운영되고 있어야 한다는 뜻
이다. 결국 ‘임금분포공시제’는 임금공시제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
당하다.
[그림 1] 임금공시제

임금분포공시제

(근로자) 정보공개청구권

2. 임금공시제 도입 논의 및 쟁점
가. 임금공시제의 도입
위와 같이 정부가 도입 논의 중인 ‘임금분포공시제’는 당초 ‘임금공시제’와
달리 분포(分布), 즉 임금의 집중도와 밀도 등을 나타내 상황적 인식을 보여주
는데 그치기 때문에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개별기업 단위의 임금격차 수준과 원인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
진 적은 거의 없어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으로 임금격차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격차와 관련한 차별시정 등 구체적 사건에 있어
서 임금 ‘분포’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이 ‘임금분포공시제’는 첫째, 근로자의 개별적 임금정보청구권을 배
제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과 권리구제에 있어 실효성이 없는 한계가 있고,8)
둘째, 중간값, 상위 25%값, 75%값 등 임금분포는 해당 구간의 최대값과 최소
값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정보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고 직무와 정확히 연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에 따른 임금격차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임금
분포는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으
8) 임금공시제도는 차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정
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조
건에 관한 접근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용노동부(2017),「공정임금 및 임금
분포공시제 연구」
,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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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OECD국가 최고 수준의 남녀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성평등 임금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분포 공시 이외에 개별적 근로자에 대한 임금정보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개되고 그 차별성 여부가 다뤄질 수 있는 구제적 사건에
서의 절차적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던 ‘임금공시제’의 수준으로 환원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즉, 단순히 임금분포를 넘어 개별적 임금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수집되어 활용
되고, 성별․고용형태 등 특성에 따른 임금 수준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해관계당사자 입장
노동계는 위와 같이 공약으로 제시된 ‘성별 임금공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는 입장이다.9) 이에 반해 경영계는 임금에 관한 정보는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별 임금정보가 공개되
는 경우,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임금격차는 성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교육, 근속기간 등 인적 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대기
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방식이나 생산성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임금조건 공개로
기업 간 임금격차가 공식화되면 구직자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노동시장 내 인
력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임금정보가 아
닌 임금수준 분포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다. 임금공시제 쟁점 및 검토
위와 같이 임금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쟁점은 공개되는 정보와 공시(公示)를
9)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현 정부가 성별임금격차와 함께 여성 일자리의 저임금, 비정규직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민주노총 정
책연구원(2019),「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평가」
,『이슈페이퍼』2019-2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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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외에 적용대상, 공시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1) 범위
공개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성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직무/직급별, 근속연수
별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교차 항목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이들 정보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우려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성별
이 상수라고 한다면 고용형태, 직종은 성별임금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변수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임금산정기
준이 직무/직급, 근속연수이기 때문에 이들 5가지 항목은 임금격차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공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들 5가
지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별로 5가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뿐만 아니
라, 개별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
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공시
방법에 관한 문제로, 5가지 정보에 대해 평균값, 중위값을 완전히 공개하되, 개
별적인 임금총액과 각 구성항목별 액수와 비율, 그리고 상대적 비교대상 근로
자의 임금 정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별 임금액수 등 공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되, PS(Profit sharing)와 같이 기업이 별도로 정하는 이익분배의 경우 이익산
정 및 분배비율 등 기업의 고유한 영업비밀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
한 임금정보에 기반해 고용통계를 생산하고,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적용대상
현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공시’에서 일부 임금정보
에 대한 공시를 정하고 있는데,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으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규모별로 상시근로자 1,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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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부터 적용하고, 1,000~300인, 300~100인, 100~30인, 30인 이하로 단계적
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고용형태공시제도’가 시행
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빠르게 임
금분포공시제 도입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공시시기 또한 고용형태공
시제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방법은 모
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다만, 임금공시제에 따른 임금정보 공개정보의 DB관리 및 보안시스템 구축,
통계 조사․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설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
입 이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간 중에 공공기
관에서 ‘임금공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리시스템 모델을 보급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3) 검토
위와 같이 임금공시제의 임금정보 항목, 공시방법(기업내부 공개/정부보고,
개별근로자 청구), 적용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각 임금정보를 어
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시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검토되
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임금격차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 값으로서 의미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임금공시가 정부에 대한 기업의 공시의무만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請求權)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연결된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구
하고 보완하기로 한다.

3. 서울시의 임금공시제 도입 사례
가. 서울시의 임금공시제 도입 경과
서울시의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여성, 노동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
일자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성별임금격차개선 TF’를 통해 이뤄졌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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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F의 논의 과정에서 22개 투자출연기관 노사 양측이 공감대 형성부터 임금
정보 수집,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등 전 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TF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10)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
가 공시했다.11)
서울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국내 최초 시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시는 2019년 12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2018년도 기관별 성별임금격
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연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공시했
다.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 중 2018년 만근한 정원 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총 2만 2,361명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임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으로, 공시항목은 성별, 직급별, 재직기간별, 직
종별, 인건비구성항목별 임금격차(중위값) 등이다.

나. 서울시의 임금공시제 분석
서울시의 공시에 따르면,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최대 46.42%
에서 -31.57%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19개 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기
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34.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연구원
(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등 3개 기관은 그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기관이 제출한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서
울연구원은 “만근자 187명 중 ‘2017~18년 정규직 전환자가 104명인데, 여성이
66명(63%)으로 연구지원부서 하위직이 대부분”이고, “박사급 연구직 여성비율
20.34%, 석사급 연구직 여성비율 62.30%로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박사급에
남성이 다수”라고 했고, 서울산업진흥원은 “2017년 미화, 보안, 시설관리 용역
직 162명을 정규직(시설서비스직군)으로 고용, 여성은 73명(48%) 차지하여 대
부분은 미화, 고객지원 직종 종사자로 임금격차 발생”하였고, “전체 379명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은 남성 30%, 여성 15%으로 남성이 여성의 2배”라는
점을 들었다. 즉 ① 대상기간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고 그중 임금
10)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서울시의 성평등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 9월 출범했다.
11) 서울시(2019. 12. 9),「서울시, 평등한 노동출발선 지원 ‘성평등 임금공시제’ 국내 최초 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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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격차가 커졌다는 점, ②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직급에 남성이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
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여성 평균 재직기간(약 6년)과 남성 평균 재직기
간(약16년)의 차이”, “교대근무직은 56명으로 동일 직급 대비 약 33% 높은 임
금을 받고 있으나 여성은 희망자가 없음”을 사유로 들었다.
<표 2> 2018년 전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
(단위 : 명, %, 월)

기관명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120다산콜센터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총인원
(명)

여성
노동자 비율
(%)

15,640
2,419
258
680
219
992
187
379
311
236
86
115
125
104
106
7
14
46
60
14
350
13

8.7
22.0
12.8
23.2
16.0
75.1
45.5
39.3
30.2
49.6
69.8
53.9
59.2
57.7
57.5
57.1
71.4
52.2
68.3
28.6
86.3
53.8

평균
근속기간(월)
남성

여성

231.3
133.7
202.7
211.2
232.8
112.0
124.6
81.5
118.4
168.8
40.5
91.1
96.6
115.6
77.9
79.7
29.3
100.8
23.1
26.6
19.1
16.3

175.1
97.4
143.1
136.0
118.5
103.4
91.7
61.4
100.4
168.3
60.5
86.0
69.4
131.1
58.1
76.8
41.6
85.5
24.3
26.5
19.9
15.0

중위값(%)
성별
임금격차
25.50
22.59
28.79
27.54
40.99
13.49
46.42
37.35
29.44
11.93
-31.57
3.64
20.33
6.72
29.92
-**.**
**.**
29.56
4.26
**.**
6.40
1.74

주 : ※ 중위값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 비율로, 예를 들어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이면 여성 임금은 70만 원이라는 의미이며,
마이너스(-) 30%라는 것은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이면 여성 임금은 130만 원
이라는 의미임.
※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성별인원이 1~4인인 범주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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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성의 재직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고, 교대 근무직의 남성비율이 높
아 격차가 커졌다는 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28.79%), 서울주택도시공사
(27.54%), 서울교통공사(25.50%) 등 대다수의 기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즉
근속기간, 상위직급 분포가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상위직급의 여성 비율이 높은 서울여성가족재단(-31.57%) 등은 오히려 여성임
금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성별임금격차’ 분석에 기반해, ① 여성 채용비율을 높이
고, ② 상위직급에 대한 여성 진출기회 확대, ③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고용중
단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나아가 향후 대상을 투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과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12) 또 민간 참
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추진하였다.

다.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서울시는 2019년「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개발 용역을 추진하여,
2020년 7월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점검 진단
표, 성평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관별 준수사항 제시, 성평등임금 실천 관련
Q&A 작성 및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임금공시제」의 제도 설계 논의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서울시(2019. 12. 9),「서울시, 평등한 노동출발선 지원 ‘성평등 임금공시제’ 국내 최초 시
행」.

40

 노동정책연구․2020년 제20권 제3호

Ⅲ.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제도와 시사점

1. 독일의 임금 투명성 증진
가. 독일의「남녀 임금 투명성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
독일은 1949년 기본법(Grundgesetz)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제3조제
2항)고 규정하고, 독일민법 제612조제3항에서 성별에 따른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업무를 하는 경우에
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 7%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
오는 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13)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제3차 앙겔라 메르켈 대연정 내각에서 가정노인여
성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마누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가 남녀임금격
차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남녀 임금 투명성 증진에 관한 법률」
을 입안하여 국
회에 제출했다. 대연정 내각은 논의를 거쳐 2016년 10월 법 제정에 대해 합의
했으나, 합의된 법안은 2015년에 제출된 법안에 비해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줄
고 임금정보권 보장의 범위도 좁아진 것으로 평가된다.14) 이러한 합의에 따라
연방정부가 2017년 1월 법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3월 30일 통과되었다.

나.「남녀 임금 투명성 증진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독일은 2017년「남녀 임금 투명성 증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Entgelttransparenz zwischen Frauen und Männern), 즉「임금투명성법(Entg
TranspG)」
을 제정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동일임금

13) 황수옥(2017),「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
,『이슈페이퍼』7
: 3~4.
14) 황수옥(2017), 앞의 책,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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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Entgeltgleichheitsgebot)을 실행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 여기서 ‘동일노동’
은 남녀 근로자가 서로 다른 직장이나 동일한 직장에서 연속해서 동일한 업무
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고(제4조제1항), ‘동일가치노동’은 남녀
근로자가 근로의 내용,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제4조제2항)를 말한다. 이러한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근로자의 성별로 인해 다른 성별의 근로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협의하거
나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동일임금원칙’이다(제7조).
제3조제1항에서는 임금 구성요소 및 임금조건에 관해 동일노동 또는 동일
가치노동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다
른 성별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았거나 받게 될 경우에
‘직접적 차별’이 성립하는 것으로 정한다. 또 여성이 임신이나 육아를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임금과 관련하여 기준 또는 절차가 다른 성별의 근로자에 비해
성별을 이유로 특별한 방식으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나
기준 또는 절차가 정당한 목적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이 아니면 ‘간접적 차별’이 성립하는 것
으로 정한다.
임금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인 임금 구성요소로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4
조제3항). 여기서 준수하여야 할 4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수행할 업
무의 종류를 객관적으로 고려할 것, 둘째, 남녀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기초
로 할 것, 셋째, 개별적인 차별기준을 차별 없이 평가할 것, 넷째, 전체적으로
투명할 것이다. 이러한 ‘동일임금원칙’이나 차별금지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無
效)가 된다(제8조제1항).

다. 근로자의 개별적 정보청구권
1) 내용 및 요건
「임금투명성법」
에 따라 ‘동일임금원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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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정보청구권’(Individueller Auskunftsanspruch)을 갖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자가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을 지정하면, 그 비교활동
(Vergleichstätigkeit)에 대하여 ① 평균 월 총급여(monatlichen Bruttoentgelt)에
관한 정보와 ② 최대 2개의 개별적인 임금 구성요소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이에 대해 직원 수 200인 이상의 사용자는 임금책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정
보, 비교임금(vergleichsentgelt)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비교임
금은 정보를 요청한 근로자와 동일임금군에 속한 다른 성별 근로자의 임금, 비
교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성별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① 임금 구성요소, ② 한
해의 평균 월 총급여를 정규직 노동자 수로 환산한 산술평균값을 말한다(제11
조제3항).
2) 사용자의 거부 사유 및 효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임금정보를 청구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
는 사유에 대해 열거 등의 방식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 제10조는 근
로자의 개별적 정보청구권은 “동일임금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Zur
Überprüfung der Einhaltung des Entgeltgleichheitsgebots im Sinne sieses
Gesetzes haben~) 인정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대 해석상 동일임금원칙
과 무관한 사유로 임금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거절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정보제공의무를 해태한 경우, 사용자는 분쟁 발생 시 이 법이 정하
는 동일임금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사용자
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경영평의회에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법 제15조(5)).
이에 따라 동일임금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협약은 무효가 되지만(법 제8
조(1)), 이 외에 벌금, 과태료 등 징벌적 제재는 없다.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 정책과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진명구) 

43

라.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공시 의무
1) 내용 및 요건
직원 수 500인 이상의 사용자는 회사의 동일임금원칙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
으로 감사(監査)할 의무가 있고(법 제17조),15) ‘평등 및 동일임금에 관한 보고
서’(Bericht zur Gleichstellung und Entgeltgleichheit)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
21조). 보고서에는 남녀평등 촉진 조치와 그 효과, 남녀 동일임금 조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러한 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그 이유를 밝
혀야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동일임금원칙과 차별금지 등 이 법에 따른 효과를 지속적
으로 평가하고 4년마다(법 시행 후 최초 2년)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2) 공개 대상
직원 수 500인 이상의 사용자에 대한 동일임금보고서는「상법」제289조에
따른 경영보고서에 첨부 자료로 붙여 연방관보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고(법
제22조(4)), 전체 근로자 내지 경영평의회에 대한 공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 등에게 수시로 공개되지 않으나, 회계연도 경영보고
서를 통해 사실상 정기적으로 공개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법 제13조는 “경영평의회의 의무와 권한(Aufgaben und Rechte des
Betriebsrates)”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영평의회는 근로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주체가 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es) 제80조제2항제2문에서 의미하는 총임금․급여목록을 열람하고 분석
할 권한이 있다(법 제13조(2)). 이에 대해 사용자는 총임금․급여목록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한 모든 임금 구성요소가 성별에
따라 분류․수록하도록 정하고 있어(법 제13조(3)), 사실상 임금정보가 경영평
의회에 대해 공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지배계열회사의 경우, 그룹 내에서 지배회사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그룹 계열사의 임금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회사는 모든 그룹 계열사에 대해 감사를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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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임금분포공시제
가. 도입배경
영국의 국가통계청(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ONS)에 따르면, 남녀
임금격차는 25% 수준을 나타냈다. 영국은 2011년 3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자발
적인 남녀임금격차정보 공개계획(Think, Act, Report Initiative)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약 11개 기관만 남녀임금격차를 공개하는 등 사용자의 자발적인 정보공
개 참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영국 의회는 ‘여성평등선택위원회’(The Women and Equalities
Select Committee)를 통해 남녀임금격차정보에 대한 투명성 증진을 위한 논의
를 구하고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를 통해 2017년 2월 6일「2010년 평등법(남녀
임금격차정보) 2017년 규칙(The Equality Act 2010(Gender Pay Gap Information)
Regulations 2017)」
(이하 ‘2017년 일반규칙’이라 한다), 2017년 3월 9일「2010
년 평등법(특별의무와 공공기관) 2017년 규칙(The Equality Act 2010(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이하 ‘2017년 특별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2017년 일반규칙은 상시 25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부문
(사기업, 비영리단체), 2017년 특별규칙은 상시 250인 이상을 고용한 공공부문
(정부기관, 군대, 지방정부, 국가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매년 남녀임금격차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공시방법 및 범위
위 규칙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사용자는 매년 4월 5일 기준으로 산정된 남녀
임금격차정보를 다음 연도 4월 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공공부문은 매년 3월 31
일 기준으로 산정된 남녀임금격차 정보를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공시). 사용
자는 공시시점부터 최소 3년 동안 공시항목과 서명서를 모든 근로자 및 일반인
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및 국무장관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항목은 총 6가지로 ① 전액급여(full-pay)를 받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평균(mean) 시간급(hourly rate of pay)의 차이, ② 전액급여를 받는 남성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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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근로자의 중위(median) 시간급의 차이, ③ 남성과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된
평균 상여금(bonus)의 차이, ④ 남성과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된 중위 상여금의
차이, ⑤ 상여금을 지급받은 남녀 근로자의 비율, ⑥ 4분위 임금별(하위, 하위
중간, 상위 중간, 상위) 전액급여를 받은 남녀 근로자의 비율로 구성된다.

3. 검토 및 시사점
첫째, 임금공시 범위와 관련하여, 영국은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급,
중위 시간급, 평균 상여금, 중위 상여금, 상여금 지급 남녀 근로자의 비율, 임금
분위별(하위, 하위 중간, 상위 중간, 상위) 남녀 근로자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였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완전한 임금공시를 하는 경우, 범위에 대한 시사
점을 준다. 평균․중위값을 통해 남녀 임금 및 상여금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
고, 4분위별로 남녀 근로자의 비율을 통해 임금수준에 따른 남녀임금격차를 파
악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둘째, 임금공시 방법과 관련하여, 독일은 근로자가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
노동을 지정하면 그 비교활동에 대하여 월평균 임금과 2개의 개별적인 임금 구
성요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임금정보에
대한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임금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이러한 임금정보 청구에 대해, 직원 수 200인 이상의 사용자는 임금 책정기
준과 절차에 관한 정보 및 해당 근로자와 동일임금군에 속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비교임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500인 이상의 사용자는 동일
임금원칙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남녀임금격
차 완화를 위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즉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판단하기 위한 임금정보를 생산․관리 하
도록 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남녀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이
행을 보고(reporting)의 형태로 간접 강제한 것이다. 이는 기업규모별로 사용자
의 임금정보 제공의무를 달리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남녀임금격차 완화
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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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조치
를 이행하게 하며, 개별 근로자에게는 임금격차가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
시정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사 양면에서 임금격
차 완화를 위한 실효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공시제의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임금정보의 범위와 대상이
문제되는데, 임금공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별, 고용형태별, 직종
별, 직무/직급별, 근속연수별의 5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이
들에 대한 교차항목 구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됨을 파악하였다.
적용대상은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고용형태공시제’ 도입으로 고용
관련 공시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는 빠르게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시항목은 독일의「임금투명성법」과 같이, 임금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
급여를 대상으로 남녀 평균 및 중위임금 차이 및 비율, 4분위 임금별 남녀 근로
자 비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공시방법은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이 내부 정보로서 임금정보를
형식적으로 공시하는 데 그칠 우려가 높다. 임금공시제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정보가 직군, 직무 등 근로형태별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 정보가 곧 차별시정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과같
아울러 단순히 공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임금투명성법」
이「(가칭)성별 동일임금 보고서」
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서에 사업장
내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조치와 그 효과, 남녀 동일임금 조성을 위한 조치, 향
후 개선 계획 등을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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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여 자기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공시에 대해 정부가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장기
계획을 수립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수준의 임금공시제 도입 방안은 임금체계의 투명성이 확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기초해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와 개별 근로자의 임금차별에 대한 구제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7).「공정임금 및 임금분포공시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2020).「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2019).「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평가」
.『이슈페이퍼』
2019-2.
박진희․이시균․박세정(2017).「최근 성별임금격차 축소 원인 분석」
.『고용
동향브리프』2017년 8월호.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시(2019. 12. 9).「서울시, 평등한 노동출발선 지원 ‘성평등 임금공시제’
국내 최초 시행」
.
신동윤(2020).「영국의 임금분포공시제 관련 법령 및 시사점」
.『외국입법 동
향과 분석』35. 국회입법조사처.
신동윤(2019).「임금분포공시제의 도입 및 향후 입법적 과제」
.『노동법논총』
46.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7. 9).『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 검토보고서』-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7714호.
황수옥(2017).「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이슈
페이퍼』(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Gesetz zur Förderung der Entgelttransparenz zwischen Frauen und Männern(2017).
BGBI. I S.2152.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9). Work For a Brighter Future.

48

 노동정책연구․2020년 제20권 제3호

abstract

Legislative and Policy Tasks for Mitigating the Gender
Wage Gap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disclosure system
Jin Myung-gu
Korea’s gender wage gap stands at 34.1 percent in 2018,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In order to narrow the gender wage gap, a policy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wage system is needed. Through this, companies will be
able to raise awareness for narrowing the wage gap and implement the
corresponding measures, and individual workers will be able to be effectively
rescued through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if the wage gap constitutes
discrimination.
To this end, it is the “wage disclosure system” that requires users to disclose
wage information, such as gender, occupation, and wage amounts by rank/work.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disclosure system, the scope and target
of wage information are problematic.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disclosure system, five items of gender, employment type, occupation,
job/occupation/occupation, and number of years of service must be included,
and significant information on the gender wage gap can be obtained through
the composition of cross-items for them.
The target of application was gradually expanded to the private sector, but
it was necessary to quickly apply it to workplace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which have a basic system for employment-related disclosures by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type disclosure system.” The disclosure
items, such as the German Wage Transparency Act, need to include the
difference and ratio of men’s and women’s average and median wages, and
the ratio of men and women’s workers by fourth-quartile wages for th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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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ry, including wages and bonuses.
The disclosure method shall require an individual worker's claim to be
explicitly determined. If individual workers' claims are not recogniz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entity will only be able to disclose wage
information in a perfunctory manner as internal information. In order for the
wage disclosure system to be effectively operated, wage information for
individual workers should be managed by type of work, such as occupation
and duties, and these information can soon be used as evidence in correcting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it mandatory to write a “equal
wage report by gender” like Germany’s “Wage Transparency Act,” not just
by public disclosure, and to include measures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workplaces, their effects, measures to create equal wages for men and women,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evaluate
such disclosures every five years and allow them to establish and coordinate
long-term plans accordingly.

Keyword : inequality, wage gap, wage disclosure system, wage distribution
disclosure system, wage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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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서
비스업에 속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는 엄밀한 의
미에서 교사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로 구분되며, 보육교사의 노동자
로서의 권리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근로기준법」등에 근거하여 보호
받는다.1) 동시에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교육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에「영유아보육법」및「보건복지부령」등을 준수할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영유아보육법」등에 명시된 보육․교육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근로기준
법」등에 명시된 보육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과「영유아보육법」
의 상충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노동자 권리가
제약되는 대표적 사례로는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미준수2), 어
린이집의 CCTV 의무설치3)로 인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논란 등을 들 수 있
다. 또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의 직무상 특수성으로 인해 학부모 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작업장(어린이집)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보육교사의 노동자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보육교사가 직면하는 작업장 폭력 상황은 가해 대상에 따라 학부모로부터의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부모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산
업안전보건법」
에 근거한 노동자 권리이지만,「영유아보육법」
에 기초한 아동의
1) 보육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유치원 교사는「교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공립)」,「사
립학교법(사립)」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등에 근거하여 교사로서의 권익과 교권을
보호받았다(김길숙 외, 2015: 248).
2)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
지서비스업이 제외됨에 따라(고용노동부, 2018: 16) 보육교사에게도 휴게시간을 보장하도
록 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 시간 중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보육으로부터 분리되어 휴
게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최효미 외, 2018).
3)「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영유아보육법」, http://
www.law.go.kr/lsInfoP.do?lsiSeq=215819&efYd=20200324#searchId0 (검색일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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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권리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보육교사가 학부모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곤 한다. 예컨대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혹은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거나 항의하는 경우, 사실확인 절차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제재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아동학대 사실이 없다고 판명된 이후에도
보육교사에게 선제적으로 가해진 제재 및 보육교사가 느낀 모멸감 등, 정서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절차도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한편 2019년 1월 15일부터 직장(어린이집) 내 괴롭힘 금지가「근로기준법」
에
명시되면서 보육교사도 이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학기 중 담임교사의
교체가 영유아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보육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보
다 더 강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조치 또한 거의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즉, 작업장(어린이집) 폭력으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보호조치가 실제 보육현장에서 바로 적용되지
않거나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명확하게 상존하는 상태이다. 특히 영유아 보
육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은 보육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쉽
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효미 외(2019: 93)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부당한 처우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 침해 혹은 불이익을 받더라도
참고 넘어가는(61.9%) 것이 일반적이었다.4)
그러므로 보육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실질적으로 작업장 폭
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김은주․윤주영
(2017)에 따르면 전체 여성 근로자의 7.8%가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보육교사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내에서 발
생하는 작업장 폭력 또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통상 국내의
작업장 폭력에 관한 연구는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며, 보
육교사들의 작업장 폭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작업장 폭력에 관한 연구보다 감정 노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감정 노동이 발생하는 업무적 상황은 작업장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특징
4)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참음(33.6%)’과 ‘문제 교사로
낙인될 것 같아 참음(28.3%)’을 합산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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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어 둘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작업장 폭력과 감정
노동은 엄연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김현아, 2016: 22)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직면한 작업장 폭력 상황을 고찰하고, 이러한 폭력으
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 장치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근로기준법」등으로 보장되는 법적 권리임에도
보육교사의 직무상 특수성으로 이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정
책적 지원 방안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개관

1. 작업장 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작업장 폭력이란,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 또는 업무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
적, 정신적 폭력 및 위협, 상해, 부상 또는 합리적 행위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ILO, 2016: 2). 예전에는 작업장 폭력은 주로 물리적,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심리적, 언어적 폭력과 작업장
외부를 통한 폭력, 조직의 구조적인 강제력 등도 작업장 폭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문준혁, 2016: 211). 즉, 작업장 폭력의 유형은 신체적인 폭행뿐 아
니라, 협박, 학대, 희롱, 성희롱, 집단 따돌림 등도 포함된다(장세진 외, 2014:
15). 이와 같은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부
정적 영향이 발견되며(김은주․윤주영, 2017), 직무만족도가 낮다고(정영미․
최선하, 2019) 보고되어 있다.
이에 작업장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근로기준법」및「산업안
전보건법」등이 최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는 ‘주
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
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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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5) 이 같은 고객으로부터의 폭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안, 소위「감정노동자 보호법」은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었으며,6) 어린이집
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또한 돌봄서비스 분야 감정노동자로서(고용노동부,
2017: 2) 해당 법안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에 해당한다. 한편, 2019년 1월 15일에
는「근로기준법」
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6장의2)가 별도로 명시되면서,7) 고
객으로부터의 폭력뿐 아니라 어린이집 내의 직장 동료 혹은 상하 관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정신적/성적,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교사는 택시운전사, 보건 및 의료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사회복지사 등
과 함께 작업장 폭력 위험에 노출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장세진 외, 2014: 15). 그러나 작업장 폭력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
는 대부분 간호사와 같은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며(윤여경․정
최경희, 2019: 59), 보육교사의 작업장 폭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반면, 보육교사의 정신적 폭력 등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은 작업장 폭력보다
보육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감정노동과
작업장 폭력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김은주․윤주영, 2017:
185),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노동자라는 특정 직종 종사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작업장 폭력의 문제를 서비스직 종사자로서 감내해야 할 노동의 과정으로 해석
하기도 한다(김현아, 2016: 22).
감정노동과 작업장 폭력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보육교사의 작업장 폭력
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작업장 폭력에 노출된 교사가 경험
5)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안전보건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365&efYd
=20200331#J41:0(검색일 2020. 4. 2).
6)「산업안전보건법」
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며, ‘고객의 폭언 등
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기존 제26조의2에 해당하였으나, 제41조로 개정되었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361&efYd=20
200331#(검색일 2020. 4. 2).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
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
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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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위험과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보육교사 감정노동과 관련
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감정노동은 앞서 간호사 등이 작업장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와 유사하게 정서적 소진 및 비인격화를 초래하거나 교사의 경력 몰입에 부
정적 영향을 주며(김영은, 2012),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박선미․장용언,
2019; 정경진․윤혜미(2016), 직무만족도는 낮추는 것(유경숙, 2017)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는 직무 성과가 낮아지는(이주
영․고재욱, 2016) 등 부정적 영향을 발견되었다. 즉, 작업장 폭력을 경험하거
나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보육교사는 감정노동에 장시간 노출된 보육교사와
비슷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보육교사 근로여건에 관한 선행연구
보육교사의 작업장 폭력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보육
교사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고찰해보았다. 일반적으로 작업장 폭
력 발생 위험에는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김왕배, 2009),
조직 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 여부(이송은 외, 2015), 노동자의 연령, 경
력, 직급 등의 개인특성(정영미․최선하, 2019)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작업장 폭력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린
이집이라는 작업장 환경과 직무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직종의 노동자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어린이집의 경우 물리적 환경(유해물질,
먼지, 분진 등)으로 인한 위험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교
사의 작업장 폭력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환경 요인 및 개인특성을 선정
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다른 근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
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는 담당학급(돌보는 아이들의 연령), 행정지원 업
무시간, 근로시간, 근무일수(황종귀․배성희, 2014), 어린이집의 설립유형(김낙
흥, 2009; 주봉관, 2009; 유희정․이연승․강민정, 2012) 등이 크게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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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특히,「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 및 호봉 책정, 책정 시
경력 반영 여부, 각종 수당, 편의시설 및 휴게 장소 등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미
치는 주요 원인이었으며, 보조교사 배치 및 휴게권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18). 한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등에는 개인적 특성
중 연령, 혼인여부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정경진․윤혜미, 2016), 갈등
조정 능력 등에는 연령과 경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황종귀․배
성희, 2014).

Ⅲ. 분석 자료 및 분석 모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보육교사
노동자 인권 인식 및 교육 현황 연구」에서 수집된 실태조사 원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총 1,024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온라인 조사 자료이다. 응답자 모집은 다
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첫째, 2019년 하반기에 실시된 보육교사 보수 교육
일정을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교육 종료 시 해당 조사에 대한 안내와 URL을 배
포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둘째, 보육교사 협의회와 한국노동자총연
합회 등의 협조를 얻어 협회에 등록된 보육교사에게 조사 안내 메일과 문자를
발송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
해 조사 대상을 모집하였다.8) 이때 특정 유형의 교사가 과다 표집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립유형, 규모, 지역, 보육교사 자격유형 등이 할당된
표본 수를 넘어가는 경우 더 이상 응답되지 않도록 하였다.
해당 조사에 포함된 설문의 주요 내용은「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전반적인
8) 어린이집 특성에 기반한 표집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성향 등에 따라 응답이 왜곡
될 수 있으며, 보육교사들이 원장의 눈치를 보는 등 위축될 위험이 있어, 보육교사를 직
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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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준수 및 인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경험 여부, 권리 구제 절차에 대
한 인지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설문 중에서 특히 보육교사의 작업장 폭력
과 이에 대한 관리 수준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작업장 폭력 발생 위험 및 관리수준 평가지표와 산출
본고는 해당 자료에서「작업장 폭력 발생 위험 및 관리수준 평가표」설문의
응답 내용을 주요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는데, 해당 설문은 고용노동부(2017: 46)
의『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에 제시된 평가표를 보육교사 상황에
맞춰 일부 용어 수정만 한 상태로 큰 변형 없이 질문하였다9).
작업장 폭력 발생 위험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고객(학부모)의
정신적/성적 폭력(4개 문항), 직장(어린이집) 내 정신적/성적 폭력(4개 문항), 직
장/고객 신체적 폭행(2개 문항)으로 구분된다. 한편, 고객의 폭력 및 직장 내 폭
력 경험에 대한 직장 내 보호체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
되며, 학부모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가 5문항, 어린이집 내 폭력(동료 혹은
상사로부터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 5문항, 문제해결 주체 관련 문항 4개
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에 응답자들은 ‘전혀 없음(1)’부터 ‘매우 자주
(4)’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이렇게 측정된 영역별 점수를 식 (1)과 같은
방식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47). 다만, 고객의 폭
력 및 직장 내 폭력 경험에 대한 직장 내 보호체계 문항의 경우에는 핸드북과
달리 ‘전혀 없음’을 1로,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역코딩하여
환산점수를 만들었으며, 제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
는 해당 문항을 결측 처리하여 환산점수를 산출하였다.
영역별 환산점수 

해당영역의 각 문항에 주어진 점수의 합  문항개수
× 
해당영역의 예상 가능한 최고 총점  문항개수

(1)
이렇게 환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고객의 정신적/성적 폭력 영역의 점수가 0∼
9) 조사항목은 가독성을 위해 <별첨 1>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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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10)인 경우에는 정상, 12.50∼100에 해당하면 위험으로 분류하였다. 마찬
가지로 직장 내 정신적 성적 폭력의 경우에는 0∼4.16까지 정상, 4.17∼100은
위험으로, 직장/고객 신체적 폭행은 0∼8.32까지 정상, 8.33∼100까지 위험으로
분류하였다. 조직의 폭력 보호체계는 0∼60.70까지 정상, 60.71∼100까지를 위
험으로 분류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47).
분석 대상자의 작업장 폭력 발생 위험 및 폭력 보호체계 점수는 <표 1>과
같다. 학부모의 정신적/성적 폭력은 평균 5.38로, 정상 범주에 속한 응답자가
83.3%이며 위험군은 16.7%였다. 어린이집 내 정신적/성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0.2%로 비교적 높은 폭력 경험 수준을 보였다. 반면 직장 내(어린이집)
나 고객(학부모)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 0.41
점에 그쳐, 매우 낮은 위험도를 보였다. 한편, 어린이집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체계에 대한 평가는 46.61점으로, 위험군의 비중이 35.9%였다. 단, 14개 문항
모두에 대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1명으로 직
장 내 폭력 보호체계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인지 자체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
었다.11)
<표 1> 작업장 폭력 경험 및 폭력 보호체계 응답 특성
(단위 : 점, %, (명))

평균

위험군 여부 (%)
정상

위험

N

고객 폭력 및 직장 내 폭력 경험 수준
학부모의 정신적 성적 폭력

5.38

83.3

16.7

(1,024)

어린이집 내 정신적 성적 폭력

6.74

69.8

30.2

(1,024)

어린이집/학부모 신체적 폭행

0.41

98.7

1.3

(1,024)

46.61

64.1

35.9

(973)

직장 내 보호관리 수준
어린이집의 폭력 보호체계
주 : 평균은 환산점수 기준임.
10) 남성의 경우는 20.82까지이나, 본 연구의 대상인 보육교사는 여성이 대다수로 여성에 해
당하는 기준점을 일괄 적용하였다.
11) 제도에 대한 인지와 관심 자체가 매우 낮다고 보이는 응답자, 즉 14개 문항 모두에 모
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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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경우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아동의 돌봄이
주 업무이다 보니, 실제적인 신체적 폭행 등의 발생 위험은 극히 낮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적 보호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
호체계의 마련은 미비하거나 아예 제도에 대한 인지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 놓
여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3. 분석 모형 및 응답자 특성
가. 분석 모형
보육교사의 작업장 폭력 발생 위험 및 관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본모형
으로는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위험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위험군 여
부가 이항변수이므로 분석 모형으로 로짓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위험군에 속할
확률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함께 보조적으로 위험군 여부가 아
닌 연속변수(평가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OLS 분석을 병행 실시하여, 평가점
수 수준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로짓 모형의 추정식은 식 (2)와 같으며,
        ′    ′     ′    

(2)

여기에서  는 종속변수로서, 위험군에 속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독립변수
 ′ 는 보육교사  의 개인특성에 대한 지표로, 연령더미, 혼인여부, 학력더미, 경

력, 자격 급수 등이며,  ′ 는 보육교사  가 근무하는 기관 특성변수로 기관 설립
유형, 학급 수, 보육아동 수, 보육교사 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는 지역특성변
수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소재 지역의 규모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으로 구분된다.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의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분석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나. 응답자 특성
분석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20대가 229명(22.4%), 30대 347명(3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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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390명(38.1%), 50세 이상 58명(5.7%)이었다. 보육교사 학력은 전문대졸이
500명(4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년제 대졸자가 40%였다. 경력은
5년 미만 경력자가 441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자는 48명에 불과
했다. 기혼자가 64.8%, 보육교사 1급 혹은 유치원 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
람이 64.9%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작업장 폭력위험 평균점수(환산점수 기준)를 살펴보면, 연
령이 적을수록 학부모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과 어린이집 내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이 높았으나, 반대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관리수준)는 낮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체적 폭행 위험은 워낙에 위험도 자체가 낮아
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경력이 길어질수록, 기혼자일수록 학부모
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경험 위험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2> 응답자 개인특성
(단위 : 명, %, 점)

변수명

연령

학력

경력
혼인
상태
자격
급수

전체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 이상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미혼
기혼
보육교사/유치원교사 1급
보육교사/유치원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기타

N

%

1,024
229
347
390
58
68
500
410
46
441
397
138
48
361
663
665
348
11

100.0
22.4
33.9
38.1
5.7
6.6
48.8
40.0
4.5
43.1
38.8
13.5
4.7
35.3
64.8
64.9
34.0
1.1

작업장 폭력위험 및 관리수준
지표 1 지표 2 지표 3 지표 4
5.38
6.74
0.41 46.61
6.15
8.26
0.22 38.50
5.43
6.72
0.72 46.74
5.17
6.15
0.30 50.15
3.59
4.88
0.00 53.78
5.76
9.80
0.49 43.62
5.03
6.35
0.17 46.79
5.53
6.93
0.73 46.72
7.43
4.89
0.00 47.89
5.56
8.37
0.34 46.44
5.25
5.39
0.50 45.63
5.07
5.68
0.48 48.19
5.90
6.08
0.00 51.70
6.21
8.56
0.42 42.47
4.94
5.76
0.40 48.86
5.69
6.24
0.50 29.41
4.74
7.44
0.24 30.05
1.85 17.59
0.00 61.65

주 : 1) 지표 1은 학부모의 정신적/성적 폭력, 지표 2는 어린이집 내 동료/상사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지표 3은 학부모/동료/상사로부터의 신체적 폭행, 지표 4는
어린이집 폭력 보호 체계 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함.
2) 지표 4의 경우에는 결측치로 인해 관측치가 N수보다 작으나, 편의상 별도 표기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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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의 빈도가 적어서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없으나,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을 비교해보았을 때 오히려 학
력이 높은 4년제 대졸자의 폭력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
에서 작업장 폭력에 대한 인지와 민감도가 높은 것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내
포한다. 이와 유사하게 보육교사 1급 혹은 유치원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경우
에 2급 자격 소지자에 비해 학부모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응답자가 종사하는 어린이집 특성
(단위 : 명, %, 점)

작업장 폭력위험 및 관리수준

변수명

N

%

전체

1,024
154

100.0
15.0

5.38
4.65

6.74
6.39

0.41
0.22

46.61
43.53

405

39.6

6.40

6.60

0.45

50.68

74
281

7.2
27.4

4.62
5.01

4.84
8.04

0.0
0.53

33.42
48.77

110

10.7

4.17

5.76

0.45

39.43

255
273

24.9
26.7

5.72
5.22

7.16
7.17

0.52
0.43

49.72
46.08

293

28.6

4.86

5.66

0.40

44.98

202
16

19.7
1.6

5.98
10.42

7.22
10.94

0.25
7.29

45.88
56.72

283

27.6

4.27

6.21

0.24

48.61

389
335

38.0
32.7

5.59
5.70

7.28
6.39

0.39
0.25

47.21
43.91

-

-

-

-

423
421

41.3
41.1

5.77
4.75

7.55
5.92

0.75
0.16

44.10
48.77

180

17.6

5.97

6.81

0.19

47.4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설립
직장어린이집
유형
가정어린이집
기타

20인 미만
어린
20∼40인 미만
이집
40∼80인 미만
규모
80인 이상
2명 이하
보육
3∼5명 이하
교사
6∼9명 이하
수
10명 이상
평균 학급당 보육교사 수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규모
읍면지역

1.49

지표 1 지표 2 지표 3 지표 4

주 : 1) 지표 1은 학부모의 정신적 성적 폭력, 지표 2는 어린이집 내 정신적 성적 폭력,
지표 3은 어린이집/학부모 신체적 폭행, 지표 4는 어린이집 폭력 보호 체계 평
가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함.
2) 어린이집 설립유형 중 기타는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임.
3) 학급당 보육교사 수는 1개의 결측치가 있어 제외하고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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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근로하는 작업장 여건, 즉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민간어
린이집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405명(39.6%)로 가장 많았고, 가정어린이집(27.4%),
국공립어린이집(15.0%) 순이었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는 40∼80인 미만의
중규모 어린이집이 293명(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40인 미만 26.7%,
대다수 가정어린이집이 포함된 20인 미만 어린이집이 24.9%, 80인 이상 어린
이집이 19.7%였다. 보육교사의 수는 6∼9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평균 학급
당 보육교사의 수는 1.49명으로 2학급 기준 3명 정도의 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소재지 기준 지역 규모는 대도시 소재가 423개소
(41.3%), 중소도시 소재 41.1%, 읍면지역 소재한 경우가 17.6%였다.

Ⅳ.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먼저 작업장 폭력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지표별로 위험 확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로짓 분석)과 위험 수위에 영향
을 미친 요인(OLS)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어지는 제2절에는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작업장 폭력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
먼저 학부모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 확률은 개인특성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주로 어린이집 여건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보육교사 자
격 급수와 어린이집 설립유형(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 규모 등이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특성 중에서는 보육교사 1급 혹은 유치원교
사 1급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그 이하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비해 오히려 위험
확률이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높은 자격 급수를 소지한 보육교
사들이 학부모로부터의 폭력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유의미한 요인은 아니었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계수가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현상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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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

변수명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문대졸
학력
4년제대졸
대학원 이상
5∼10년 미만
경력
10∼15년 미만
15년 이상
혼인상태(기혼)
보육교사/유치원교사 1급 보유자
민간어린이집
설립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유형
기타
20∼40인 미만
어린이집
40∼80인 미만
규모
80인 이상
학급당 보육교사 수
지역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상수
N
연령

학부모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logit
OLS
Coef. P
Coef. P
-0.189
-1.153
-0.001
-1.296
-0.405
-2.856
-0.164
-1.369
0.012
-0.241
0.594
2.391
-0.127
-1.085
-0.431
-1.521
-0.162
-0.373
-0.219
-1.186
0.410 *
2.400 ***
0.533 *
3.237 ***
0.014
0.031
-0.416
1.599
-0.363
-0.270
-0.474 *
-0.897
-0.615 **
-1.678
-0.482
-1.116
0.016
0.438
-0.183
-1.333 *
0.161
0.667
-1.197 **
5.914 ***
(1,023)
(1,023)

동료/상사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logit
OLS
Coef. P
Coef. P
0.066
-0.179
0.009
-0.784
-0.343
-1.618
-0.026
-4.221 **
0.282
-3.168 *
0.291
-4.551
-0.639 *** -3.130 ***
-0.763 *** -2.753 *
-0.981 **
-1.931
-0.346 *
-3.128 **
0.185
1.330
0.151
1.746
-0.154
-1.738
0.348
3.772 **
-0.224
0.218
-0.035
0.597
-0.242
-0.625
0.125
0.910
0.050
1.164
-0.012
-1.377
0.028
0.321
-0.638
10.569 ***
(1,023)
(1,023)

주 : 1) 변수별 base는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졸 이하, 경력은 5년 미만, 혼인상태는
미혼, 자격 급수는 보육교사/유치원교사 2급 이상 자격, 설립유형은 국공립어린
이집, 어린이집 규모는 20인 미만, 지역규모는 대도시임.
2) * p<0.1, ** p<.05, *** p<.01.

한편, 어린이집 여건 중에서 학부모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 확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 변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경우에 위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규모는 20인 미만
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비해서 오히려 20∼40인 미만, 40∼80인 미만의 중규모
어린이집에서 위험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통상 20인 미만의 어
린이집의 경우 영아 위주의 보육을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인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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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자녀의 경우 유아기 자녀에 비해 기관 이용율이 낮고 이용 사유 또한
부모 돌봄이 어려운 사정이 명확한 경우 많아 오히려 학부모로부터의 민원이
다소 적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내 동료간 혹은 상사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 확률에
는 보육교사의 경력과 혼인상태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부모로부터의 정
신적/성적 폭력 위험과 달리 어린이집 여건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육교사의 경력이 길수록 어린이집 내 정신적/성적 폭력 위
험 확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때 환산점수(연속변수)를 종속변수로 하
<표 5> 어린이집 동료 및 상사/ 학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행
변수명

30∼39세
40∼49세
전문대졸
학력
4년제대졸
5∼10년 미만
경력
10∼15년 미만
혼인상태(기혼)
보육교사/유치원교사1급 보유자
민간어린이집
설립
가정어린이집
유형
기타
어린 20∼40인 미만
이집 40∼80인 미만
규모 80인 이상
학급당 보육교사 수
지역 중소도시
규모 읍면지역
상수
N
연령

logit
Coef.
P
0.457
0.898
0.042
0.991
0.619
0.531
-0.548
-0.163
1.403
1.246
1.654
0.405
-0.219
-0.009
-0.685
-1.315 *
-1.670
-4.989 **
(1,023)

OLS
Coef.
P
0.406
0.003
-0.160
0.423
0.028
0.028
-0.179
0.282
0.425
0.496
0.438
-0.135
-0.097
-0.162
-0.389
-0.649 **
-0.683
0.805
(1,023)

주 : 1) 변수별 base는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졸 이하, 경력은 5년 미만, 혼인상태는
미혼, 자격 급수는 보육교사/유치원교사 2급 이상 자격, 설립유형은 국공립어린
이집, 어린이집 규모는 20인 미만, 지역규모는 대도시임.
2) 50대, 대학원졸, 15년 이상 경력자, 직장어린이집 종사자는 신체적 폭행을 경
험했다는 응답자가 없어 독립변수에서 제외함.
3)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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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L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고 경력이 길수록 어린이집 내 정신적
/성적 폭력 위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혼자에 비
해 기혼자의 폭력 위험 확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무래도 기혼자가 장기
근속자인 경우가 많은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동료/상사 혹은 학부모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경험했을 위험의 경우
에는 앞서 응답자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도 자체가 매우 적은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독립변수 중 일부 범주는 아예 폭행을 당한 경험이 없는 경
우가 발생하여 변수를 삭제하였으며, 특별히 개인특성이나 어린이집 환경에 따
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집 혹은 학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행
위험 확률은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읍면 지역의 경우에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음의 계수를 보였다. 즉, 대
도시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로하는 보육교사가 신체적 폭행을 경험하게
될 위험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2. 작업장 폭력 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보육교사를 작업장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 수준의 경우 문항 수가
14개에 달하고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제도에 대한 인지 문항이다 보니, 해당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해당 문항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응답 문항 개수에서 제외하고 환산
점수를 도출12)하였다. 단, 14개 문항 모두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관측치 51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작업장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위험 정도도 중요
하지만, 우선 이러한 제도 혹은 보호 장치에 대한 인지 정도가 체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지 탐색해 보았다. 이에, 14개 문항 중 단 한 문항에라도 모르겠다
는 응답이 있었던 관측치(357명)와 14개 문항 모두에 모름 응답이 없이 전부
응답한 경우(616명, 63.3%)로 구분하였다.

12) 모름 응답 문항은 응답 점수가 빠지지만 문항 개수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100점으로
환산된 점수는 응답된 문항을 기준으로 보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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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관리 체계에 대한 인지 수준은 보육교사 1급 혹
은 유치원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지 정도
가 높았으며, 직장 어린이집 혹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한편,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대도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비해 오히려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작업장 폭력으로부터의 어린이집 내 보호관리 수준(폭력 보호체계)이
위험군에 속할 확률은 보육교사의 연령이 50대인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계수가 양의 방향을 보이고는 있었다. 즉 연령이 높
을수록 어린이집 작업장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에 대한 인지와 체감도가 높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
공립어린이집에 비해 폭력 보호체계가 미비하고, 직장어린이집은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직장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
은 앞서 인지 여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
으나, 일단 응답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이러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상 종사자의 감정
노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모기업의 지
침을 준용하여 운영되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항변수가 아닌 연속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OLS 분석 결과에서는 연령이 전
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 학력을 보유한 보육
교사에 비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보육교사의 경우 근로 중인 어린이집의 보호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확률이 높았다. 한편,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
라서는 직장어린이집이 확실하게 작업장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를 잘 갖추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
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소재한 경우에 작업장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부문별로 부모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는 보육교사 개인특성 및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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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작업장 폭력으르부터의 보호관리 체계 인지 및 수준(미비한 경우=1)
변수명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문대졸
학력
4년제대졸
대학원 이상
5∼10년 미만
경력
10∼15년 미만
15년 이상
혼인상태(기혼)
보육교사/유치원교사 1급 보유자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설립유형
가정어린이집
기타
20∼40인 미만
어린이집
40∼80인 미만
규모
80인 이상
학급당 보육교사 수
중소도시
지역규모
읍면지역
상수
N
연령

인지 정도
logit
Coef.
P
-0.116
-0.081
-0.057
-0.213
-0.179
0.080
-0.029
0.164
0.141
0.197
0.421 **
-0.096
-1.206 ***
-0.469 *
-0.210
-0.131
0.163
-0.075
0.096
-0.056
0.435 **
0.480
( 972)

보호 수준

logit
Coef.
0.278
0.385
0.701
0.119
0.151
0.461
-0.107
-0.162
0.014
-0.052
0.003
0.364
-0.994
0.114
-0.354
-0.204
-0.122
-0.402
0.112
0.131
0.137
-1.075
(972)

P

*

*
***

**

OLS
Coef.
6.553
9.450
15.085
5.951
7.387
9.405
-3.165
-3.370
-1.433
-1.530
2.509
5.080
-10.553
1.384
-4.927
3.750
-1.864
-2.146
-0.446
3.963
2.595
34.202
(972)

P
**
***
***
*

**

*
***

주 : 1) 변수별 base는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졸 이하, 경력은 5년 미만, 혼인상태는
미혼, 자격 급수는 보육교사/유치원교사 2급 이상 자격, 설립유형은 국공립어린
이집, 어린이집 규모는 20인 미만, 지역규모는 대도시임.
2) 14개 설문 문항 모두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관측치 51개는 제외하고 분석함.
3) * p<0.1, ** p<.05, *** p<.01.

린이집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많지 않았다. 이에 반해
어린이집 내 동료/상사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는 보육교사의 연령과 경력,
어린이집 설립유형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연
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내 동료/상사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가 미비하다고
응답한 반면, 오히려 경력이 짧은 경우에 동료/상사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
가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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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인 경우와 기타 유형의 어린이집인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비
해서도 동료/상사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
지막으로 작업장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동료/상사가 있는
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 국
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민간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작업장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위험이 높음
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7> 부문별 작업장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관리 수준(logit : 미비한 경우=1)
학부모
폭력으로부터의
변수명
보호체계
Coef. P
30∼39세
0.138
40∼49세
연령
0.279 *
50세 이상
0.667
전문대졸
0.351
4년제대졸
학력
0.524 *
대학원 이상
0.677
5∼10년 미만
-0.025
10∼15년 미만
경력
-0.063
15년 이상
0.070
혼인상태(기혼)
-0.045
보육교사/유치원교사 1급 보유자
-0.011
0.024
민간어린이집
설립
직장어린이집
-0.836
가정어린이집
0.109
유형
기타
-0.713
20∼40인 미만
-0.210
어린이집
40∼80인 미만
-0.078
규모
80인 이상
-0.018
학급당 보육교사 수
-0.133
지역
중소도시
0.344 **
읍면 지역
0.295
규모
상수
-0.502
N
(972)

동료/상사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
Coef. P
0.294
0.514 **
1.102 ***
0.198
0.220
0.529
-0.452 **
-0.516 **
-0.357
-0.151
0.186
0.189
-0.943 ***
0.248
-0.519 *
0.045
-0.246
-0.314
0.166
0.368 **
0.314
-0.463
(972)

문제해결 주체

Coef.
0.127
0.292
0.777
0.101
0.278
0.500
-0.418
-0.531
-0.354
0.078
0.178
0.634
0.032
0.337
0.064
-0.039
-0.330
-0.413
0.124
0.092
0.209
-1.610
(972)

P
**

**
**

**

***

주 : 1) 변수별 base는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졸 이하, 경력은 5년 미만, 혼인상태는
미혼, 자격 급수는 보육교사/유치원교사 2급 이상 자격, 설립유형은 국공립어린
이집, 어린이집 규모는 20인 미만, 지역규모는 대도시임.
2) 14개 설문 문항 모두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관측치 51개는 제외하고 분석함.
3) * p<0.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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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상에서 학부모 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작업장 폭력 발생 위험에 영향
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어
린이집 내 관리 수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들은 신체적 폭력 경험이 매우 낮은데 반해 정신적/성적 폭력
에 노출되어 있을 위험이 높았다. 이때 학부모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
에는 보육교사의 개인특성보다는 어린이집 특성이 보다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반대로 어린이집 내 동료 간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직장 내 괴롭힘)
에는 개인특성(경력, 학력, 혼인상태)이 좀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됐다.
둘째, 학부모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발생 위험에는 어린이집 설립유형과
규모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
는 보육교사들이 상대적으로 학부모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
이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어린이집의 운영 과정상의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입학 대기가 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등이 상대적
으로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작업장 폭력으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매우 미비
한 상태일 뿐 아니라 보육교사들 사이의 인지도조차 높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즉 어린이집 내 폭력 혹은 학부모로부터의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상
당수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 문제가 초기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작업장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체계가 미비할 위험이 높고, 반대로 직장어린이집은 체계는 갖추어
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의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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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직장어린이집의 학부모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지침이 모기업의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최효미 외(2019: 133∼137)는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최
근에 법 제정이 이뤄져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지
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으나,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모기업이
지침을 마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보육교사를 작업장 폭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 과정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예방교육의 의무화 및 주기적인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어린이집 내 동료 간 혹은 상사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은 직장 내 직급
등에 의한 업무 지시자와 담당자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일반적인 직장과는 달리 업무상 상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담임교사13)의 경우 해당 학급의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
로 경력이 짧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내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에 노출될 위험
이 높다는 점은 저경력 보육교사들이 학급 운영에 있어 자율성의 확보가 어려
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육교사의 감정 상태는 아이들의 돌봄 과정에 그대로 투영될 위험이 높으므
로, 특별한 증상이나 증후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로 저경력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교육 등에서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반면 고경력 보육교사들을 위주로 하는 보수교육에는
고경력 보육교사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직장 내 괴롭힘(동료 간
괴롭힘) 등에 대한 인지 교육과 정서지원을 동시에 실시하여 보육교사 사이의
인식 수준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 적용 가능한 학부모 폭력 대응 매뉴얼 등의 개
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때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매뉴얼은
어린이집 현장에 적용하기에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현장성
13) 실태조사 참여자는 모두 일반 담임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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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어린이집 운영
지침상 어린이집은 학부모로부터의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해당 아동을 어
린이집에서 퇴원 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보건복지부, 2019: 75),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로 학부모 폭력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자(원장)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에 적극성을 띠기 어려
운 한계가 있다.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상대적으로 위험
노출 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요구
된다.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력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보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의 보급
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전반에 보육교사의 권리보호 및
구제절차 등에 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의 인권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은 모두 아동과 학부모의 권리보호
에 크게 치중되어 있으며, 보육교사의 권리보호 (혹은 노무) 관련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최효미 외, 2019: 52∼56).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보육
교사가 자신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지가 낮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
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로서의 책무와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양성과정과 보수교육 과정 등에 의무교육 이수
시간을 부여하여 반드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권
리 보호를 위한 제3의 상담센터 및 고충처리 기관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절차 등에 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배
치전환 등을 통해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고용노동부, 2019: 44), 어
린이집의 경우 학기 중 담임교사의 교체 등이 수반되는 문제뿐 아니라 좁은 공
간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는 한계 등이 존
재한다. 따라서 통상 조사 과정에서도 객관적 조사가 실시되기보다는 서로 이
해하고 양보하여 참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로 조사가 종결되거나, 피해자의 퇴사
(이직)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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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체계와 보호기관이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있을 수 있도록 하
는 법리적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제3의 상담센터가 어린이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고용노동부의 전달체계 안에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
았다(최효미 외, 2019: 113). 이는 노무 및 정서지원 상담 등을 받은 사실이 외
부로 알려질 경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만, 고용
노동부 상담센터 등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직무 및 어린이집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낮아 실질적인 조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서울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상담창구인 ‘보
육교사 소통방’(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8) 등이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보육교사의 인적 특성 및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작업장 폭력 경험
및 보호체계에 관한 인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그간 수행된 적이 없는 보육교사의 작업장 폭력에 관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나, 이러한 작업장 폭력 경험이 보육교사의 직무 혹은 노동시장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추후 후
속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노동자 권익보호 체계의 실질적 정착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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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작업장 폭력 경험

영역

예시

전혀
없음

매우
이따금 자주
자주
있음
있음
있음
(연4회 (월1회
(월3회
이내) 정도)
이상)

업무 수행 시 부모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다
고객의
정신적/
성적
폭력

업무 수행 시 부모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업무 수행 시 부모에게 위협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업무 수행 시 부모에게 직위, 성, 나이의
차별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다.

직장 내
정신적/
성적
폭력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
체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위협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직위, 성, 나이의 차
별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

직장/
고객
신체적
폭행

업무 수행 시 고객에게 신체적인 포학(구타
등)을 당한 적이 있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신체적인 폭행(구타
등)을 당한 적이 있다

자료 : 최효미 외(2019), 고용노동부의『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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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작업장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관리 평가표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폭력으
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부모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폭력을
(고객)로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해준다
부터의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부모의 폭력에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행동 지
대한 침이 마련되어 있다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부모의 폭력으로부
보호
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
제도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부모 폭력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
(지침 내부 규정 등)이 있다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동료나 상사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나 제도가 마
련되어 있다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동료나 상사로부
동료
터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혹은
해주고 있다
상사로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동료나 상사의
부터의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폭력에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대한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내가 동료나 상
보호
사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
제도
도록 보호해 준다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동료나 상사로
부터의 폭력문제가 발생할 경우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지침, 내부규정 등)이 있다
폭력을 당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도와
주는 상사가 있다
폭력을 당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도와
문제해결 주는 동료가 있다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폭행을 당하면서
주체
입은 마음의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해 준다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폭력과정에서 발
생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

→

매우
그렇 모름
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① -- ② -- ③ -- ④

⑤

자료 : 최효미 외(2019), 고용노동부의『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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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sks of Workplace Violence among Childcare
Teachers and Protective Measures
Choi Hyomi․Park Eunjung․Lee Hyemin
This study examines the risks of workplace violence faced by Childcare
Teachers at their workplace(i.e., childcare centers), as well a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tective framework by which they can counter such risks.
Our analysis found that factors such as the certification level of the Childcare
Teacher and facility type/siz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risk of psychological/
sexual violence inflicted by parents, whi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be more significant with respect to the risk of psychological/sexual violence
within the workplace. Meanwhile, we found that there was virtually no risk
of physical violence, either by parents or within the workplace. Finally, we
found that there was low awareness among Childcare Teacher about the
protective framework against workplace violence - in fact, protective
frameworks at actual childcare centers were often found to be inadequate.
As such, this study set forth suggestions such as emotional support programs
for Childcare Teacher, mandatory instruction of Childcare Teacher’ rights,
organizing/providing protective frameworks and manuals oriented toward the
realities of childcare work.

Keywords : protection of childcare teachers’ right, causes of workplace violence
among childcare teachers. protection system against workplace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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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shon, 2017; Srnicek, 2017).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 일
상에서 우리는 플랫폼에 수시로 접속하고 있다. 플랫폼에 접속하여 물건을 구
매하고 음식을 배달시키며 택시를 호출한다. 타인의 남는 방을 숙박을 위해 예
약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편리하게 소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의 도래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패턴만이 바뀐 게 아니다. 플랫
폼 경제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윤창출과 노무제공의 방식이 크게 변
모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Srnicek(2017)은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하고 있다. 이전에 자본은 재화와 서
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였다.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작업을 조직
하며 시장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한다. 이에 반해 플랫폼 소유자
로서의 자본은 시장영역 외부의 사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여유 재화, 자원, 시간,
노동력 등을 포섭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
자는 더 이상 자본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므로 이들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전통적인 임노동과 다르다. 최근 노사관계 연구자들은 ‘플랫폼 노동(platform
labor)’이란 용어로써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처한
조건을 분석하고 있다(김종진, 2020; Gandini, 2019; Vallas & Schor, 2020;
Veen, Barratt, & Goods, 2020).
지금까지 학자들은 플랫폼과 함께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분석
하고 있는데, 운송업, 배달업, 가사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Goods,
Veen, & Barratt, 2019; Peticca-Harris, deGama, & Ravishankar, 2020; Veen et
al., 2020; Wu, Zhang, Li, & Liu, 2019). 그런데 비단 서비스 산업만이 아니라
문화산업도 플랫폼화되고 있다(김수철․이현지, 2019; Duffy, Poell, & Nieborg,
in press; Kim & Yu, in press; Postigo, 2016). 사람들은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듣고, 만화와 소설을 플랫폼에서 구독하고, 유튜브(Youtube)로 개인방
송을 청취한다. 본 연구는 창작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하는 전시형 플랫
폼(김철식 외, 2019)에 초점을 맞추어 거기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작업자들의
노동조건이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전시형 플랫폼을 위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노동자를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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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는 개념은 자유/무료노동(free labor)이다. 이 개념은 본래는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과 같은 SNS 및 네이버나 구글 등의 검색엔진 등에 디지털 콘텐
츠를 제공하는 이용자들의 작업을 이론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김애라,
2016; 이항우, 2014; 이헌율․지혜민, 2015; Terranova, 2000). 이들 이용자들은
자유의사로 문화 콘텐츠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는데 여가와 여흥이 목적이다. 그
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노동은 ‘자유롭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대가 없이 제
공한 콘텐츠가 플랫폼 수익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작업은 ‘무료로’ 행해
지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개념을 최근에는 아마추어 웹툰 작가와 1인 유튜
버를 분석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박범기, 2016; 박진선, 2020; 이동후․이설희,
2017; Andrejevic, 2009; Bakioğlu, 2018; Kim & Yu, in press; Postigo, 2016).
본 연구는 전시형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공자의 노동과정을 분석하는 데 자유
/무료노동 개념이 일정 부분 유용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시형 플랫폼은 아마
추어들이 직접 제작한 문화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전시형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
을 창출하는 전문가들은 이 노동이 제공하는 만족감과 즐거움 때문에 적은 돈
을 받고서도 기꺼이 일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자유/무료노동 개념은 전시형 플
랫폼의 노동과정을 분석하는 데 분석적 이점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Kim
& Yu, in press). 그러나 이 개념에 한계점도 존재한다. 아직까지의 연구들은
전시형 플랫폼에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전문가들로부터 무급노
동이 어떻게 추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가 거의 없다. 또한 이들은 디
지털 플랫폼 대비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부터 통제와 구속을
받는데 이 개념으로는 이를 포착하기 어렵다.
위의 논의에 입각해서 본 연구는 웹툰 작가의 노동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자유
/무료노동 개념이 전시형 플랫폼을 분석하는 데 가지는 부분적 이점과 한계를
논한다. 본 연구는 자유/무료노동의 개념을 동원하여, 웹툰 작가가 어떻게 무급
노동을 수행하며, 그들이 노동의 유희적 속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착취에
가담하게 되는지를 밝힌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자유/무료노동 개념이 가
지는 한계를 명확히 하며, 그들이 어떻게 플랫폼에 의해 구속되고 통제 당하는
지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플랫폼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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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대해서 밝힌다. 이는 웹툰 작가의 노동과정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이론
적 기초가 된다. 그 후에 자유/무료노동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개념의
한계점도 아울러 밝힌다. ‘연구방법’장에서 자료의 수집방법과 분석방법에 대
해서 논하고 ‘연구결과’장에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플랫폼의 정의와 수익모델
플랫폼이란 두 명 이상의 그룹들이 상호작용하도록 만드는 디지털 기반시설
이다(Srnicek, 2017). 플랫폼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서 재화, 서비스
및 문화 콘텐츠의 생산자와 구매자로 구성된다. 플랫폼은 재화, 서비스 및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개인들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중개하
고 매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된다.
기업의 전통적인 사업모델에 따르면 자본은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과정
을 조직화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한다. 그
런데 플랫폼은 생산자를 고용하지도, 생산과정을 조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플랫
폼 자본의 이윤은 어디에서 오는가가 이론적 문제가 된다. Srnicek(2017)은 플
랫폼의 이윤 수취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방식
이 있다고 한다. 첫째, 플랫폼은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을 가지
는데 이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한다. 플랫폼 이
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활동을 전개하는 중에 각종 정보들을 남긴다. 이렇게
집적된 정보들을 가공 및 분석하여 개인맞춤형 광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됨으로써 수익이 된다. 구글(Google)과 유튜브의 전
체 수익 중 80～90%가 광고수익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도 있다. 에어비엔비
(Airbnb)의 경우 이용자들의 남는 방을 숙박 상품으로 거래 가능하게 하면서
이용자들의 교환에 수수료를 책정한다. 우버(Uber)도 이용자들이 자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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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운송요금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은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도 한다.
사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스타트업이며 플랫폼 이용자들의 규모와 그에 따른 미
래 가치에 근거해서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유치한다. 이 투자의 금액은 종종 플
랫폼이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더 크다(김철식, 2019; 이항우, 2015).
플랫폼은 가능한 한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일 유인을 가진다. 플랫폼은 이용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활동기록을 데이터로 가공할 기회를 가지게 된
다. 또한 플랫폼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추가 이용자
들이 유입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라고 한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Srnicek은 이를 교차 보조적 지원(cross-subsidization)이라고 명
명한다. 이메일이나 정보검색 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모으는 한편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를 판매를 하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효
과는 플랫폼을 독점기업으로 만든다. 플랫폼 서비스는 이용자가 많아야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으로 수요자가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플랫
폼 신규진입이 까다로워진다.
플랫폼 자본주의하에서 현재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들이 출현하고 있다. 광고
형 플랫폼(advertising platform)은 무료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남긴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광고상품을 판매한다(Srnicek, 2017).
네이버,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와 같
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 플랫폼(예: 우버, 에어비엔비)
은 이용자들의 자신의 개인적 자산을 다른 이들에게 대여하는 것을 중개한다
(김종진, 2020). 노동 플랫폼은 고객과 작업자가 서비스를 직접 일 대 일로 거래
하는 공간을 말한다(김종진, 2020). 마지막이 전시형 플랫폼인데 이는 유튜브와
같이 개인이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들과 같
이 창작자가 만화나 소설 등의 작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김철식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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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무료노동
플랫폼의 이윤획득 방식은 전통적인 사업모델과 판이하게 다르다.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활동을 매개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자처하면서 사실상 임노동자의
고용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직접 고용되지 않으면서 플랫폼에 수익
을 가져다주는 플랫폼 이용자들의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주목했다.
초창기부터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플랫폼 유형은 광고형 플랫폼과 전시형 플랫
폼인데, 이들 플랫폼 이용자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
념이 자유/무료노동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자유/무료노동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것의 이점과 한계점을 논하도록 한다.
광고형 플랫폼 이용자들은 SNS나 검색엔진을 이용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남
긴다. 이 데이터는 가공되고 분석되어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광고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이용자의 활동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그들은 플랫폼에
고용되어 있지도 않고 의식적으로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
은 유희,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위해 소셜 미디어와 검색엔진을 활용한다. 그
런데 이들의 활동 덕분에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는 다시 플랫폼 수익의 원천이
된다. 그렇다면 광고형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의 활동은 노동인가, 아닌가가 쟁
점이 된다. Fuchs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들의 활동은 데이터라는 자원을 산출
하는 디지털 노동(digital labor)이다(Fuchs, 2010, 2014). 그런데 전통적 임노동
은 기업이 임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데 반해, 플랫폼은 금전적 대가 없이
이용자들의 활동을 무료로 수취한다. 그래서 디지털 노동은 전통적 임노동보다
더 착취적이다(Fuchs, 2010, 2014).
이러한 Fuchs의 논의와 자유/무료노동 개념은 일맥상통한다. 자유/무료노동
개념은 Terranova(2000)가 만든 것인데, 그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들은 전통
적인 자본-임노동관계에 속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플랫폼 자본을
위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노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활동은
임노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자본-임노동관계 특유의 강제성
이 없다. 그래서 플랫폼 이용자들의 노동은 자유롭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
라 자발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며, 자본의 명령이나 지휘체계로부터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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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은 플랫폼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은
무급으로 이루어진다.
자유/무료노동 개념은 현재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전시형 플랫폼을 분석하
는 데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 개념은 국내외에서 유튜브 1인 크리에이
터 및 웹툰 작가의 노동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박범기, 2016; 박진선,
2020; 이동후․이설희, 2017; Andrejevic, 2009; Bakioğlu, 2018; Kim & Yu, in
press; Postigo, 2016). 1인 방송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창조적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 플랫폼에 채널을 개설하는데 플랫폼이 그에게 방송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 또한 1인 방송 크리에이터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콘텐츠를 정하
고 원하는 시간대에 방송을 한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결국 플랫폼에
막대한 광고 수익을 안겨주므로 무급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분석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자유/무료노동 개념이 전시형 플랫폼의 문
화 콘텐츠 생산자들이 수행하는 노동을 과연 포괄적으로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본 논문은 회의적이다. 자유/무료노동 개념이 시사하듯이 웹툰 작가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은 플랫폼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장소
와 시간에 자율적으로 일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노동은 전형적인 임노동에 비
해 자유롭다. 그러나 이들이 플랫폼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들은 플랫폼으로부터 특정한 방식으로 통제와 제약을 받는다. 자유/무료노동
개념은 플랫폼이 행사하는 통제와 구속, 억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자유/무료노동 개념은 일의 내재적 만족감과
일과 놀이(play)가 융합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부분적으로 이는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의 노동 동기를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플랫폼의 통제를 받으며 점
점 높아지는 노동강도에 직면하여 때로는 지치고 힘든 느낌을 받는다. 자유/무
료노동은 이렇게 소외된 노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
는 웹툰 작가의 노동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전시형 플랫폼의 문화 콘텐츠 생산자
들의 노동을 개념화하는 데 자유/무료노동 개념이 이점과 한계를 모두 가진다
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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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웹툰 작가들을 면접하였다. 우선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상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면접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에 응한 작가들을 면접하고 그들
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다른 작가를 소개해 주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ing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총 8명의 면접자를 확보하였다. 면접자
A는 아마추어 작가로서 네이버 ‘도전만화가’에 연재하고 있었고, 나머지 7명의
면접자는 유료플랫폼 및 포털 사이트에 연재한 경험이 있는 현역 작가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심층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
시하였다. 면접은 대체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면접자가
선호하는 장소를 정하여 그곳에서 면접이 이루어졌다. 주로 면접자의 자택이나
작업실 근처의 카페에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모든 면접은 면접자의 동의하에
연구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녹음되었다. 면접이 끝날 때마다 녹취록을 작성하였
고 이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틀을 형성해 나갔다. 분석결과는 매
번 다음 면접을 위한 토대가 되었는데, 분석에서 부족하거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들을 다음 면접자들에게 질문하였다. 더 새로운 내용이 면접에서 발견되
지 않으면 면접을 종료하였다. 그렇게 해서 모집된 면접자의 인적 사항을 <표 1>
에 정리하였다.
면접자료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분석되었
다. 근거이론에도 연구자에 따라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Charmaz
(2014)의 것을 차용하였다. 분석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초기코딩(initial coding)
이다. 연구자는 수집된 면접자료를 수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행별로 코딩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코드는 더 상위의 범주로 합산하는 과정을 거쳤는
데 이를 초점코딩(focused coding)이라고 한다. 초기코딩으로 산출된 코드와 면
접자료를 서로 비교하면서 코드를 상위의 범주로 합산하였고 그 중에서 중요한
범주를 선택하였다. 더 많은 코드를 내부에 포섭하고 설명하는 범주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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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 특성
번호

지위

성별

연령

경력

연재 플랫폼

A

아마추어 작가

남성

40대

2년

포털사이트

B

전업 연재작가

여성

20대

5년

유료 웹툰 플랫폼

C

전업 연재작가

여성

30대

8년

유료 웹툰 플랫폼

D

스토리 작가

여성

20대

3년

유료 웹툰 플랫폼

E

전업 연재작가

여성

20대

4년

포털 사이트, 유료 웹툰 플랫폼

F

전업 연재작가

여성

20대

2년

유료 웹툰 플랫폼

G

전업 연재작가

여성

30대

5년

유료 웹툰 플랫폼

H

전업 연재작가

여성

20대

3년

유료 웹툰 플랫폼

하였는데 그 결과 총 세 개의 범주가 확정되었다. 이 범주들은 등단 과정, 플랫
폼과의 계약 과정, 그리고 작품 연재 과정이다. 초기코딩 및 초점코딩의 절차는
귀납적이었다. 연구 초기, 연구자는 웹툰 작가가 작품 연재 과정에서 수행하는
자유/무료노동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면접 과정에서 작가들은
자유/무료노동을 작품 연재 기간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 등단하는
과정 및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자유/무료노동은 작품 연재의 세 가지 단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을 연구자는 파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상위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자유/무료노동의 특성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요
컨대 이들 범주들은 면접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며 따라서 근거
이론의 방법론에 부합한다.
근거이론의 마지막 단계는 이론적코딩(theoretical coding)이라 불리는 것인
데, 범주들을 상호 연결하여 하나의 이론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연구자는
초점코딩을 통해 확인된 세 범주를 연결함으로써 웹툰 작가가 전체 노동과정에
서 수행하는 다양한 형식의 자유/무료노동을 포착하는 이론체계를 만들었다.
노동과정의 각 단계마다 수행하는 자유/무료노동은 각기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단계별로 구분함으로써 웹툰 작가의 전체 자유/무료노
동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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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웹툰 작가들의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자유/무료노동 개념의 분석
적 장단점을 밝힌다. 웹툰 작가는 정식 연재작가로서 등단하고, 플랫폼과 계약
을 맺으며, 이후 작품 연재 활동을 하는 등 총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 작품 활
동을 한다. 각 단계에서 플랫폼을 위해 작가는 자유/무료노동을 수행하고 또 플
랫폼으로부터 영향과 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웹툰 작가의 자유/
무료노동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연구 결과는 <표 2>에 요약하였다.
<표 2> 웹툰 작가의 자유/무료노동과 통제
제작 단계
등단단계

노동 및 통제의 특징

자유노동

유희 활동

면접 예시 인용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해서 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재량적 노동 “이거(웹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요. 그래서 이 일이 마음에 들어요.”

무료노동

무급노동

“(하루 종일) 계속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
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상이 없는 거죠.”

팬층의 확보 “도전만화가 등용문이 되는 이유는 입소문
타는 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노동통제

편집자
모니터링

“퀄리티 있는 만화를 주간 연재할 수 있을
정도 꾸준히 하는 거, 네이버 (편집자)는 그
거를 중요시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10일
연재를 할 거에요. 그러면 정한 기간에 계속
올려줘야 해요.”

알고리즘적
통제

“조회수, 별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 사람몰이를 할 수 있는 작품이 정식 연
재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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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제작 단계
계약단계

노동 및 통제의 특징
작품
자유/무료
선 제시
노동
수정 요구

면접 예시 인용
“보통 연재를 들어가지 않은 예비 작가들은
3화 내지 5화 완성된 원고를 가져가야 회의
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편집자가 ‘웹툰 형식으
로 트레이닝을 해봐라’ 그러면서 ‘그려서 저(편
집자)한테 보내 주십시오’라고 했었어요.”

세이브 원고 “플랫폼에서 세이브 원고를 여섯 화를 요구
요구
를 했어요. 6주 동안에 저는 수입이 없죠.”
불공정
계약(MG)
연재단계

자유/무료
노동

노동통제

“MG제도에서 작가와 플랫폼은 3 : 7로 수익
을 배분하는데 작가에게 매우 불리해요. (…)
MG 비율배분의 협상은 좀 어려워요.”

노동량 증가 “출판사 만화에 비해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작화 쿼리티가 낮은 사람도 데뷔하기 쉬워
졌지만 일량이 많아졌어요.”
편집노동
전가

“웹툰에서 프로듀싱 기능이 없어요. SNS에
서 작가를 데려오기만 해요.”

작품분량
증가

“여기(플랫폼)가 최소 컷 수가 60컷이에요.
저희는 50컷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
면 50컷을 해도 분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1인 작업

“이름 있는 분들만 어시 쓴다고 보시면 돼
요. (…) 어시 최소 금액이 있거든요. (…)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알고리즘적
통제

“휴재를 하면 (독자의) 반응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 한 주를 이사 때문에 쉬었는
데 바로 (인기) 순위가 확 떨어져요.”

1. 등단 과정에서 자유/무료노동
웹툰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정식 연재작가로 등단하는 시스템이 크게 변화하
였다. 출판만화 시절에는 전문작가로 등단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경로는 유명
작가의 문하생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웹툰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아마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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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로서 작품활동을 하여 독자를 끌어들이고 그리하여 정식 연재 기회를 얻는
방식이 우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웹툰의 탄생과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한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가 아마추어 작가를 위한 ‘도전만화’, ‘웹툰 리
그’라는 웹 페이지를 각각 개설하여 작품 게시를 유도하고 여기서 정식 작가를
발굴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도전만화 등에 작품을 게재하는 활동은 자유/무료노동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박범기, 2016). 그들의 창작 활동은 이중적
인 의미에서 자유롭다. 우선 그들은 자유의사로 작품을 플랫폼에 게재하는데
작품 창작을 유희적인 놀이의 일환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면접자 A는 정
식 연재작가 등단을 목표로 꾸준히 네이버 도전만화에 작품을 올리고 있다. 그
는 당장의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명작을 창작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정식 연
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접자 F는 전업 작가인데 네이버 도전
만화에 작품을 업로드하면서 작가생활을 시작했다. 이는 처음에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유희적 활동이었다.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해서 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
고 싶은 거거든요. 명작을 만들고 싶거든요. 명작이라는 게 뭐 위대한 작품 그런 게
아니고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A)
제가 회사 다닐 때 도전만화를 올렸거든요. IT 디자인이 3D 업종이라고들 해요.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가지고 그때부터 도전만화를
혼자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F)

또한 외부의 지시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창작활동을 수행한다
는 점에서 아마추어 및 연재작가의 활동은 자유롭다. 그들은 만화의 소재나 형
식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작가가 창작 과정 전
체를 통제할 수 있고, 창작에 장소나 시간의 제약이 없다. 면접자 F는 직장에
고용되어 일하던 때보다 웹툰 작가가 더 자유롭게 하루 일의 양과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창작에 대한 권한이 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면접자 H는 애니메이
션 전공자인데 웹툰 작가로 등단하였다. 그녀는 애니메이션 작업이 팀 단위여
서 개인의 재량권이 약하고 지루하게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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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언급한다.
만화 쪽이 더 자유롭다고 느껴졌고, 디자인 회사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좀 자유도
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르신 분께서 수정해달라는 대로 수정해 주고 그런 것들. (F)
게임이나 애니(애니메이션)는 팀작업이고 기획자가 따로 있는데 이거(웹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마음에 들어요. 애니는 작업 공정이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거든요. 같은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좀 지겨운 작업이에
요. (H)

아마추어 작가의 노동은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무급의 성격을 가진다. 아마
추어 작가가 네이버 도전만화에 작품을 올리면 독자들이 작품을 보기 위해 몰
려들며 그로 인해 트래픽이 발생한다. 이 트래픽을 이용하여 플랫폼은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수익을 플랫폼에 안겨주면서도 아마추어
작가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플랫폼을 위해 무
급 노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면접자 A는 아마추어 작가로서 네이버 도전
만화에 꾸준히 작품을 올리면서도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날카롭게 이야기하였다.
하루에 회사 다니는 것 빼고 3～4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 7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밥 먹고 8시부터 그림을 그리면
12시까지는 계속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상이 없는 거죠. (A)

아마추어 작가들의 무료노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도
전만화에 작품을 꾸준히 연재하면 작품을 계속해서 소비하는 팬이 생기게 된
다. 이 작품이 특정 플랫폼에 정식 연재가 되면 기존의 팬들은 이 작품을 즐기
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이동해 온다. 그러므로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작품의 소비층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독
자층을 확보하는 것도 무료노동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면접자 D는 도전
만화가 등용문이 되는 이유가 작품의 팬층을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도전만화가 등용문이 되는 이유는 입소문 타는 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
으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독자가 붙어 있는 걸 플랫폼은 선호해요. 미리 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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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걸 선호해요. (작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입소문이 있으면 가산점이 붙는
다는 느낌이에요. (D)

자유/무료노동은 아마추어 작가의 활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이나, 이 개념이 시사하듯이 그들의 노동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네
이버의 경우, 아마추어 작가의 창작품 게시 공간은 ‘도전만화’와 ‘베스트 도전
만화’로 구분되어 있다. 처음에는 도전만화에 작품을 게재하다가 플랫폼을 관
리하는 편집자에 의해 베스트 도전만화로 승격되며 여기서 정식작가로서 작품
을 연재할 기회가 주어진다. 아마추어 플랫폼은 편집자의 시선에 의해 항시 관
찰당한다는 점에서 푸코(Michel Foucault)의 ‘판옵티콘(panopticon)’과 유사하
다(Foucault, 1979). 판옵티콘 수감자들은 중앙 감시탑의 비가시적인 시선에 의
해서 항시 감시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판옵티콘의 규칙에 맞게 스스로
규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수감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스스로
교정하는 자기 규율적 주체(self-disciplining subject)로 재탄생한다. 마찬가지로
아마추어 작가들은 편집자가 원한다고 추정되는 방향에 맞추어서 자신의 작품
게재 방식을 스스로 끊임없이 검열한다. 예를 들어 아래 면접자 F의 경우, 베스
트 도전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웹툰 창작물의 퀄리티가 보장되는 한편, 자신
이 정한 연재주기를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도(베스트 도전)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 그리고 꾸준한 연재를 하면 올라가는 거
같아요. 퀄리티 있는 만화를 주간 연재할 수 있을 정도 꾸준히 하는 거, 네이버는 그
거를 중요시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10일 연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정한 기간에
계속 올려줘야 해요. (F)

네이버의 ‘베스트 도전만화’에 게재되는 각 작품에는 독자가 부여하는 별점
과 독자가 얼마나 작품을 클릭했는지를 나타내는 조회수가 있다. 또한 조회수
가 높은 순으로, 인기 있는 10개 작품의 순위를 실시간으로 메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 별점과 조회수가 높을수록 이 작품에 대해 형
성된 팬층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고 정식 연재 시에 예상 수익을 점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 장치들은 작품마다의 독자 반응을 작가에게 고지함으로
써 작가의 창작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마추어 작가가 연재 주기를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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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휴재를 하거나 또는 작품성이 떨어지면 조회수와 별점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창작 활동을 스스로 규율하게 된다. 플랫폼은
조회수와 별점을 알고리즘을 통해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고지함으로써 소비자
에 의한 통제(management by customers)(Gandini, 2019)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회수, 별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그런 게 눈에 띄고…. 사람몰이를 할 수
있는 작품이 정식 연재가 되는 거죠. 크게 비화가 되었던 게 ○○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 경우에 (낮은 퀄리티 때문에) 엄청난 박탈감을 안긴다고 작가들이 얘기를 하지
만 어쩔 수 없죠. 인기투표에서 1등을 했는데. 욕을 하면서도 조회수가 꾸준히 나오
기 때문에 요일별 웹툰의 중위권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A)

2. 플랫폼과 계약과정에서 자유/무료노동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랫폼과 작가의 관계는 불평등하게 형성된
다. 웹툰이 거의 전적으로 플랫폼에 의해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작가는 플랫폼
을 벗어나서는 작품 수요자를 만나기 힘들다. 그러므로 플랫폼은 작가와 계약
을 할 때 작가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플랫폼과 연재계약을 맺을 때 웹툰 작가가 어떤 무료노동을 하도록 강제되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면접에 응한 작가 대부분에 따르면, 작가는 계약 전에 플랫폼으로부터
3화에서 5화 분량의 원고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 플랫폼 측에서는 최소 3화
분량의 원고를 검토해서 작가가 높은 질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휴재 없이 창작
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 작가 입장에서는 금전적 대가 없
이 계약 전에 3화에서 많게는 5화 분량의 작품을 그려서 제출해야 하므로 무료
노동이 된다. 1화를 그리는 데 작가가 1주일을 소비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연재
를 타진하기 위해서 작가는 금전적 보상 없이 약 1달을 작품을 준비하는 데 써
야 한다. 면접자 C와 F는 각각 플랫폼에 작가가 투고하는 경우나 플랫폼에서
작품 연재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나 상관없이 작가에게 우선 3화 이상의 작품을
준비해 올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면접자 E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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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전문플랫폼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관찰된다.
네이버에 연재 회의를 넘기려면 3화 이상의 완성된 원고 형태로 넘기는 게 보통이
에요. 저의 전 작품이 좋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넘겼
던 게 완성까지 글만 되어 있던 짤막한 시나리오랑 1화가 반 정도 (그림으로) 완성되
었던 파일이에요. 그거를 (편집자가) 연재 회의에 올려 주셨어요. 그때 느꼈던 게 보
통 연재를 들어가지 않은 예비 작가들은 3화 내지 5화 완성된 원고를 가져가야 회의
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E)

면접자 H는 유료 전문플랫폼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는데 당선되지는 못했
지만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연재 제의를 받았다. 그녀는 웹툰 작가를 지망하기
전에는 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기법을 적
용해서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웹툰의 포맷에 작품이 어울리지 않았다. 플랫폼
은 연재를 제의하면서 먼저 웹툰 창작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3화 분량의 만화
를 그려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녀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거북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 만화는 연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웹툰 스타일을 익히기 위한 연습용이었기 때문에 무급으로 해야 했다.
제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풀 샷을 많이 그렸다고 했잖아요. 계약서를 쓰기 전
에 편집자가 “웹툰 형식으로 트레이닝을 해봐라” 그러면서 “그려서 저(편집자)한
테 보내 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거 연재도 안 할 건데, 하라고 해서
하는 거긴 한데, 만약 계약이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H)

대부분의 플랫폼은 연재 결정이 내려지면 그 때부터 ‘세이브 원고’를 그릴
것을 작가에게 요구한다. 세이브 원고란 연재 시 작가가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작품을 때맞춰 업로드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작품 비축분을 말
한다. 작가는 연재 펑크가 날 때 가지고 있는 세이브 원고를 대신해서 업로드한
다. 이러한 비축분을 연재 전에 미리 쌓아두는 것이 웹툰 작가들에게 관례화되
어 있는데 문제는 종종 플랫폼이 이를 요구하면서 작가에게 선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면접자 B는 세이브 원고를 6화나 만들어야 했는데 플랫폼이
선금을 주지 않아서 생계가 다소 곤란했다고 말한다. 면접자 E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작가에게 세이브 원고를 미리 비축해 놓을 것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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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금 지불 없이 플랫폼의 요구에 맞추어 5～6주 동안 세이브 원고를 만들어
두는 것이 작가에게는 무료노동이 된다.
플랫폼에서 세이브 원고를 여섯 화를 요구를 했어요. 6주 동안에 저는 수입이 없
죠. 업로드를 한 익월부터 돈을 줘요. 그런 게 관행으로 굳어졌어요. 어떤 플랫폼에서
세이브원고 줄 때 MG를 주는 곳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소수예요. (B)

세이브 원고를 비축해 두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과 정식 계약
을 하기 이전에 구두로 연재를 합의하고 세이브 원고를 그리는 경우이다. 플랫
폼에서 연재할 것을 기대하고 해당 작품에만 몰두하여 5~6주가량 세이브 원고
를 그리는데, 연재 직전에 플랫폼이 계약을 거부해 버리면 작가가 작품연재를
위해 소요한 시간은 고스란히 기회비용이 되어 버린다. 면접자 E는 어느 플랫
폼이든 연재 직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전에는 구두로 연재를 합의하는
것이 관례라고 확인하면서 작가는 스스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작품 연재를 준비하게 된다고 말한다.
대부분 포털들이 연재에 들어가기 직전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네이버, 다음, 레진, 이런 큰 포털에서는 구두계약만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작은
포탈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문제가 되는 게 원고를 실제로 올려주기 이전까지는 계
약서상 합의되는 게 없으니까 직전에 엎어져서 “우리 작품 실을 수 없게 되었다.”라
고 하더라도 작가 입장에서는 그거를(계약금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E)

플랫폼 경영자가 승인하여 작가와 플랫폼이 정식 계약을 할 때에는 원고료를
협상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무료노동이 발생한다. 네이버와 다음과 같이 초기
웹툰 서비스를 시작한 포털사이트는 웹툰을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간
주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웹툰을 수요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작가들에게
는 월 원고료를 보장한다. 그런데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은 수요자가 매 화마다
200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유료로 소비하도록 하고 있다. 유료 전문 플랫
폼의 첫 주자가 레진 코믹스인데, 레진 코믹스는 원고료 지급방식을 차별하면
서 MG(Minimum Guarantee)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는 작가에게 월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웹툰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작
가의 수익금이 200만 원을 넘을 때 비로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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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료 전문 플랫폼은 웹툰 수익을 작가와 7:3의 비율로 나눈다. 이 계산대로
라면 작가가 200만 원을 넘어서 추가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약 667만 원 이상의
판매수익이 생겨야 하며, 그 이하의 수익은 모두 플랫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수익의 상당부분을 플랫폼이 수취하도록 하는 MG제도는 웹툰 작가의 노동 중
부불노동 부분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진다.
MG는 레진 코믹스의 뒤를 따라 우후죽순 생겨난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에서
대부분 차용하고 있다. 작가들 대부분이 MG제도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이유는
유료 전문 플랫폼들이 모두 레진 코믹스 사례를 따라 MG제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MG제도와 관련해서는 연재 경력이 상당한 스타 작가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면접자 C는 경력이 상당한 작가이지만 협상력에서
제한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마저 그림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불러
도 제가 6 : 4 이상으로 올려본 적이 없어요. (연구자 질문 :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올려줘요. 6 : 4도 안 올려줘요. MG 금액의 협상은 가능한데 실제 비율배분의 협
상은 좀 어려워요. (C)

3. 작품 연재과정에서 자유/무료노동
이제 웹툰을 연재하면서 작가들이 어떻게 자유/무료노동을 수행하는지를 분
석한다. 웹툰의 제작 과정은 출판만화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이렇게
변화된 제작과정은 무료노동을 증가시킨다. 웹툰이 등장하면서 컬러 작업, 스
크롤 편집이 새로운 노동으로서 추가되었고 식자 작업은 편집자가 하던 것인데
웹툰 작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포털 사이트가 최초로 웹툰을 연재
할 때부터 컬러 웹툰을 서비스했기 때문에 웹툰은 곧 컬러라는 공식이 확립되
어 있고 그래서 작가들은 이제 컬러 작업을 필수로 하게 되었다. 또한 웹툰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세로로 터치하면서 감상하는 것이 관례화되었기 때
문에 작가들은 이른바 ‘스크롤 편집’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이는 만화 컷을 세
로로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출판만화에서 식자 작업은 출판사가
담당하였는데 현재 플랫폼은 웹툰을 업로드할 뿐 일체의 제작과 편집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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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맡기고 있다. 따라서 작가들은 편집자가 하던 식자 작업까지 담당하
게 되었다. 면접자 G가 말하듯이 플랫폼 편집자가 사실상 작품을 업로드만 한
다는 불만이 종종 작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웹툰에서 프로듀싱 기능이 없어요. SNS에서 작가를 데려오기만 해요. 출판만화를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작가님 담도 넘어서 원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 플랫폼은 하는 일이 없어요. 피디가 6～7명쯤 되는데 웹툰 작가가 200명
이 넘어요. “이거 괜찮다” “이거 나쁘다” 이런 답만 듣고 연재를 하게 돼요. (G)

한 화당 분량이 늘어나는 것도 웹툰 작가의 부불노동 부분을 증가시키는 요
인이 된다. 독자는 한 화당 컷수가 많은 작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플랫폼은 한
화에 많은 분량의 만화를 그리도록 요구한다. 아래에서 면접자 H가 말하듯이,
플랫폼은 종종 계약 시 한 화당 최소 컷수를 명시하여 작가에게 지킬 것을 요구
한다. 그런데 작품의 한 화당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비단 플랫폼의 직접적인
강제 때문만은 아니다. 플랫폼이 설정한 장치들, 예컨대 댓글 쓰기, 별점 및 조
회수의 공지, 작품 순위 공개 등에 의해서 독자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작가들
이 받게 되면서 작가들은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작품의 분량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면접자 E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여기가 최소 컷 수가 60컷이에요 저희는 50컷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50컷을 해도 분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스토리를 집어넣다 보면. 그런데 60컷으로

하면 줄일 수 없고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70컷까지 왔다 갔다 하면 제가 힘든 거예
요. (H)
내 작품만의 유니크한 특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분량 높은 걸로 시도하다 보
니까 그렇지 못한 작가에게는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평소보다 작품을 적게 연
재하면 독자들이 컷수를 세요. (컷수가)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섣불리 시
도할 수 없는 게 독자들이 등을 돌리니까. (E)

출판만화의 경우 작가들은 노동을 어시스턴트(또는 이른바 어시) 및 문하생
에게 분담하여 자신의 노동량을 조절하였다. 그러나 웹툰 작가들은 문하생을
거의 두지 않고, 경력이 있거나 스타인 웹툰 작가에 한해서 어시스턴트를 고용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한 부불노동 부분을 혼자서 부담하게 된다. 웹툰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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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도구를 통해서 작업하는데 이는 누구나 학습하기가 쉽다는 특징이 있으며,
독자들은 웹툰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르게 넘겨서 보기 때문에 퀄리티에 대한
요구가 출판만화만큼 높지 않다. 그래서 웹툰 창작을 위해서 문하생 기간을 거
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웹툰 연재작가들 중 다수가 MG제도하에 있으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있는 이상, 어시스턴트를 고용할 수 있는 재력이
없다. 면접자 F는 현 MG제도하에서 어시스턴트를 고용할 기회가 없다며 오직
이름 있는 작가들만 그들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름 있는 분들만 어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연재하시면 쓰시
고. 어시 최소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1주일에 30만 원인가. 저 같이 200만 원 벌면서
일주일에 120만 원 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F)

다음으로 전문 웹툰 작가의 노동을 자유노동 개념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있
는가에 대해서 고찰한다. 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의 작품을 자신이 선택
한 작화 기법에 따라서 그릴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작가는 언제, 어디서 작품
활동을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작가는 플랫폼의 기술적 장치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며, 그래서 온전히 자유로
운 노동 활동을 하지 못한다. 먼저 작품의 연재 주기는 플랫폼의 기술적 장치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으며, 작가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다수의 플랫폼은
요일별로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는 일주일에 한 화씩 작품을 독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한 화 분량이 점점 증가하고 이전 출판
만화에서 볼 수 없었던 노동이 추가되는 가운데, 일주일 주기의 연재는 작가가
쉬지 않고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이에 따라 웹툰 작가 중 상다수
가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안게 된다.
연재 막판에는 공황장애 현상이 와요. 밖에 안 나가고 한정된 자극밖에 안 보니까.
만화가협회에서 신인작가들 공항장애 현상을 걱정했어요. 그때 얘기 듣고 나서 ‘나
그랬나보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진지하게 정신과 가서 약 처방 받는 사람이 잘 없
죠. 실제 그럴 시간도 없어요. 저희는 피디랑 밥 한번 먹을 때 그때 휴재했어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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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플랫폼은 또한 인기작품의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작품의 조회수,
독자가 부여하는 작품의 별점,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작품 10순위 등이 플랫폼
의 메인에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의 이러한 디자인은 웹툰 작가가 작품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하며 그리하여 자신의 작품 활동을 스스로
규율(self-discipline)하게 만든다. 면접자 H에 따르면 한 번 개인적 사정으로 휴
재를 했을 때 작품 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보여서 그 이후 휴재를 하지 않게 되
었다고 한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도 연재 기간 동안 결코 쉬지 못하는 것이
다. 웹툰은 명절 및 연휴에도 쉬지 않고 작품이 업로드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작품 순위를 올리기 위해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스스로 홍보하
기도 한다. 면접자 D는 작가들이 SNS에서 사비를 들여 작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플랫폼들은 작품 마케팅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도 한다.
휴재를 하면 반응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하루 쉬었던 적이 있어요. 한 주를 이
사 때문에 쉬었는데 바로 순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쉴 수가 없더라고요. (H)
조회수 올리는 게 일이에요. 홍보는 저희 일이 아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작가들
이 홍보를 직접 하고 있어요. 제일 흔한 게 SNS에 올리는 거. ‘알티(RT)를 해주시면
기프트콘을 드린다.’라고 상품을 걸고 많은 작가들이 해요. (D)

Ⅴ. 결 론

본 연구는 자유/무료노동 개념을 비판적으로 활용하여 웹툰 작가의 노동과정
을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자유/무료노동 개념은 어느 정도 웹툰 작가의 노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웹툰 작가는 아마추어로 작품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플랫폼과 계약하여 연재를 할 때까지, 각 단계마다 자유/무료노
동을 수행한다. 아마추어 작가들은 무상으로 플랫폼에 작품을 연재하는데 플랫
폼은 독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광고판매 수익을 얻는다. 또한 아마추어 작가들
은 플랫폼에 무료 연재를 함으로써 자신의 작품 제작 및 연재 능력을 입증하며
독자층을 미리 끌어모으는데, 이를 통해서 플랫폼은 무료로 작가의 능력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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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게 되고 이들과 계약을 할 때에는 미리 구축된 독자층을 역시 무료로 얻게
된다. 연재 계약을 맺을 때 작가는 플랫폼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이로써 부당한 자유/무료노동을 수행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그들은 계약 전에
작품을 플랫폼의 요구대로 제작 및 수정하도록 요구받으며, 플랫폼에 정식 게
시되기 전에 많은 화를 미리 제작하도록 강제된다. 이때는 작가들이 플랫폼으
로부터 연재 대금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무료노동이 된다. 또
플랫폼은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작가의 창작활
동을 통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에 귀속되며 이로써 작가의 부불노동 부
분이 확대된다. 연재 기간 동안에 웹툰 작가는 기존 출판만화 때와 달리 더 낮
아진 원고료를 받으면서도 더 많은 양의 노동을 한다. 또 웹툰 작가는 자기 작
품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 작품 홍보를 떠맡고 있으며 낮아진 원고
료로 인해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여 작품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는 것이 어려워진
다.
이렇게 웹툰 작가는 무료노동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창작 활동이 자신의 재량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만족한다. 어떤 내용 및 소재를 어떠한 형식으로 창
작할 것인지가 작가의 자유에 맡겨지며 창작활동의 시간과 장소도 작가가 자유
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그들의 노동은 자유노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상당한 정도로 플랫폼에 의해서 통제되고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자유/무료노동 개념은 이를 포착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플
랫폼의 통제는 크게 경제적 통제와 기술적 통제로 구분 가능하다. 경제적 통제
는 작가가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가리킨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
에 소수의 플랫폼에 의한 독점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작가는 작품 연재를 위
해 소수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웹툰의 요일별 연재를 감안할 때
작가는 한 작품의 창작을 위해 일주일의 전부를 바쳐야 하는데 그러므로 연재
기간 동안에는 한 플랫폼과 배타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작가의 경제적 종속성이 심화되어 작가는 각종 부당한 계약조항도 감내할 수밖
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웹툰 플랫폼은 또한 여러 기술적 장치들을 통해서 작가를 통제하는데, 이러
한 기술적 통제양식을 알고리즘적 통제(algorithmic control)로 개념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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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랫폼은 노동자에 대해서 알고리즘 경영 또는 알고리즘 통제를 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Kellogg, Valentine, & Christin, 2020), 이는 알고리즘 기술
을 매개로 노동자와 고객을 매칭시키고 노동자에게 일감을 배분하며 노동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 기제를 일컫는다. 플랫폼 노동의 사례 중 가장 잘 알려진
우버(Uber)의 경우를 들어보자. 운전수가 받는 고객의 콜 신호는 알고리즘을
통해 주어진다. 고객의 콜에 운전사가 일정 기간 응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콜이 취소되고 콜 취소 건수가 일정 비율을 넘기면 운전수는 더 이상 우버를
이용하지 못한다. 또 운전수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평점
이 낮으면 우버가 운전수의 앱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Lee, Kusbit, Metsky, &
Dabbish, 2015; Rosenblat & Stark, 2016). 이렇게 운전수에 대한 관리는 철저
하게 컴퓨터 알고리즘을 매개로 하며, 따라서 운전수의 노동이 플랫폼 관리자
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실이 노동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만다.
웹툰 작가도 알고리즘 통제를 받고 있는데, 독자의 별점과 평가, 조회수, 조
회 순위 등이 플랫폼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독자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평가
에 작가는 항시 노출되어 있다. 개인 사정으로 한 주라도 연재를 쉴 경우 조회
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작가는 일 년 내내 연재를 멈추지 못하게 된다. 또 작품
의 분량이 낮아지는 경우 독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작품 분량
과 퀄리티를 계속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 플랫폼은 이렇게 독자의 반응을 알고
리즘 기술을 통해 수치화해 제시함으로써 작가가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유도한
다. 또한 컬러만화, 작가의 식자작업 담당, 요일별 연재 등은 플랫폼의 전략적
결정의 산물이며 작가의 노동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지만, 이는 웹툰 자체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지됨으로써 작가는 이를 당연시하게 된다. 웹툰 작가를 비
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알고리즘 통제로 인해서 자기 규율적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통제를 기술의 필연적 결과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통제받는 사실을
때때로 인지하지 못한다.
본 논문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여점이 있다. 먼저 그동안 산업사회학, 노사
관계론은 운송업, 배달업, 가사서비스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김종진, 2020; Gandini, 2019; Veen et al., 2020) 전시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적 논의가 없다. 본 연구는 웹툰 작가를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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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선정하여 만화산업이 플랫폼화 됨에 따라서 그들의 노동과정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즉, 산업사회학 및 노사관계론의 분석 시
각에서 전시형 플랫폼을 위해 일하는 창작자들, 특히 웹툰 작가의 노동과정을
밝혀낸 첫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둘째, 전시형 플랫폼을 설명하는 데 그동안 사용되어 온 자유/무료노동 개념
이 웹툰 작가의 노동과정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지를 진단하고자 했다. 본 연구
는 자유/무료노동 개념이 어느 정도 웹툰 작가의 무급노동과 웹툰 창작의 유희
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웹툰 작가
가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경제적․기술적 통제를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개념은 전시형 플랫폼에 작품을 업로드하는 작업자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플랫폼의 기술적 환경 및 독점적 지위에 의해서 작업자들의
자유도가 제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전시형
플랫폼을 위해 작품을 생산하는 작업자들의 노동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
는, 더 나은 개념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밑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웹툰 작가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 또한 시사한다.
첫째, MG제도하에서 작품 수익 중 10분의 7을 플랫폼이 분배받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 작가들은 고정된 고료 이외의 작품 수익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수익배분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익배분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웹툰 작가를 위시한 프리랜서 창작
자들에게 고용보험자격을 부여할 필요를 본 연구는 시사한다. 웹툰 작가는 계
약 전에 플랫폼에 제출하기 위한 작품 창작을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하
게 되는데 이때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에 작품 창작에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이들
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논문은 방법론상의 한계도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처
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웹툰 작가를 면접 대상으로 하였는데, 플랫폼의 통제
체제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면접해야 한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술자들과 웹툰 작가
를 담당하는 편집자들을 면접한다면 플랫폼의 통제 체제를 더 정확히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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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웹툰 작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웹소설 작가들의
노동과정은 어떠하며 이들은 플랫폼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향후에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만화와 소설은 그 분야가 다르고 발전해 온 역사도 상이하기 때문에
웹툰 작가의 연구 결과를 웹소설 작가에게 그대로 투영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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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tform Economy and Culture Industry : Platformitization of
Cartoon Industry and Webtoonists’ Free Labor
Yang Kyunguk
While large attention has recently been paid on platform worker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cultural laborers working for exhibition platform.
This paper analyzed their labor proces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of eight
webtoonists. Webtoon creation has the attributes of the play, and webtonnists
are free to regulate their working time and place and do not engage in
employment contracts with platforms. In addition, they also do unpaid labor
for platforms at every stage of creative labor proces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y perform free labor. Not only that, they are also economically
and technically subjected to and controlled by platforms. Thus, the concept
of free labor can only partially explain webtoonists’ labor process. In the
discussion, the policies to guarantee the working rights of exhibition platform’s
creators including webtoonists are suggested.

Keywords : platform economy, exhibition platform, webtoon, free labor,
algorithm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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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9년 8월 기준 정규직 1,200만 명(58.4%), 비정규직 856만 명(41.6%)으로 나
타났다(김유선, 2019).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1년(737만 명, 55.7%)부터 2010
년(859만 명, 50.4%)까지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수치를 보였으나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856만 명인 41.6%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의 비율은
2001년(585만 명, 44.3%)부터 2009년(767만 명, 47.7%)까지 40%대였으나 2010
년(886만 명, 50.6%)에 50%대에 진입하여 2019년(1,200만 명, 58.4%)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 내 40%가량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달성을 주요한
정부혁신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아울러,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
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2017. 12월)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을 확
대하였다(기획재정부, 2019. 6. 20).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
직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는 2017년 기간제 근로자 1,261명을, 2018년에는 파견․용역 근로자 1,7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국민일보,
2019. 5. 15).
김대중 정부 이후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및 경비 절감을 강조한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을 보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1998
년 2월 20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2007년 6월 29
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었다. 파견 근로자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보호 목적을 가지고 제정․시행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
이 시행된 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정규

｢비정규직 보호법｣의 경로변화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와 이익집단 위상변동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최미혜 ․ 박용성) 

109

직과의 차별, 2년 근무기간 제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의 양산 현상과 아울러「비정규직법」
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
가 늘어나는 역전 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과 임금
격차 문제는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기간제법」
에 의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가 가능함에 따라 계약 만료 후 실업자가 되
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고용노동부(2013)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이동 경로를 분석한「근로자패널조사」
에 따르면, 기
간제 근로자(2년 제한적용자) 121만 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직률은 18만 명
(15.1%)에 불과했고, 일자리 이동자는 절반이 넘는 67만 명(55.6%)으로 나타났
다. 또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331만 원)의 절반가량인 171만 원
(2019. 8월 기준)이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서 임금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취준생과 공시족의 증가, 일을 해도 빈곤
한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의 사회문제까지 초래되고 있다. 고용 및
노동정책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극
화, 국가경제 등 광범위한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임금노동시장 내 40%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규직 정
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비정규직법」에 대한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
구는「비정규직 보호법」
의 변천 과정에 대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거시적 관점
을 활용하여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를 살펴보고, 아울러 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을 활용하여 중범위적 관점에서 제도 외부요인(제도적 및 이슈적
맥락)을, 미시적 관점에서 제도 내부요인(이익집단)까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와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을 결합한 연구분석틀을 구축하고,「비
정규직 보호법」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근간이 되는「비정규직 보호법」
의 형성과
정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경로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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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제도주의
신제도주의는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맥락과 완전히 유리되
어 존재하는 원자화된 개인으로부터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행태주의 등 기존
의 지배적인 사회과학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하연섭, 2011: 6). 역사
적 제도주의는 선호를 제도적 구조의 내재적 산물로서 이해하는 특징 때문에
(krasner, 1988: 70), 개인행위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고 규율해 주
는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의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하연섭, 2011: 45).
Howlett과 Rayner(2006: 1)는 정책 배경 내에 식별되는 패턴뿐만 아니라 그 뒤
에 함축되어 있는 역사적 이론에 대한 주의 깊은 탐색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서의 제도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제를 해석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데 미치는 영향(윤희중, 2011: 192)에 의해, 행위자가 선호와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지만 아울러 행위자의 일정한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제도가 인간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구제도주의와 차이가 있다(김윤권, 2005:
172). 즉,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은 개인이 원자화된 개인 행위와 다르게 사회
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피동적인 객체가 될 수 있는 반면, 영향을 주는 능동적
인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김태일과 김선희(2006: 43)는 제도를 규칙 혹은 상호
작용의 기본틀로서, 김윤권(2005: 303)은 행위자에게 제약과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간에 형성된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로서, 하연섭(2011: 44)은 개인과 집
단의 행위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비공식적 제약 요인으로 보
았다.
Krasner(1984) 등은 역사적 관점에서 제도변화의 초기 설명방식으로 단절된
균형모형을 제시하였다(이재술․이민창, 2014: 3~4). 단절적 균형은 외생적 충
격에 따른 단절로 인해 발생되는 제도적 정체에 대한 설명을 취하고 있다. 이러
한 단절적 균형에서는 결정적 분기점과 경로의존의 핵심적 개념을 살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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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결정적 분기점은 거시적이고 국내적 구조에 해당하는 제도 외적요
소가 위기, 사건, 충격을 맞이하여 급격히 제도의 핵심 구성요소들에 변화의 계
기를 자극하는 시기를 의미한다(김윤권, 2005: 307). 그 다음으로, 경로의존이
란 고정된(locked-in) 특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전의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
졌던 선택이 경로화 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선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이전 선택은 나중에 취할 수 있는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Ongaro, 2013: 359). 역사적 맥락에 의해 제도가 일단 형성되면,
그 다음 시점으로 이전하더라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지기보다는 기존 정책과
제도 자체의 경로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김선명, 2000: 188). 즉, 단절
적 균형모형은 제도와 제도 간 탁월한 격차와 제도 정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
지만, 제도 붕괴 없이 이루어지는 점진적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내포한다. 새롭거나 혁신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정책 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Hogwood & Peters, 1983;
Polsby, 1984; Bennett & Howlett, 1992: 275에서 재인용). 즉, 단절적 균형모형
은 외부적 충격에 의한 단절로 발생하는 제도적 정체 기간과 그 이후 간의 탁월
한 간극을 명쾌하고 함축적으로 묘사하지만, 점진적 변화 방식을 설명하는 분
석적 틀은 부재했다(Streeck & Thelen, 2005: 3).
이에 따라, 내부요인(특히 행위자)에 의해 진화되는 완만한 변형에 초점을 맞
춘 분석 방법이 대두하였다. 경로진화는 기존의 경로가 큰 줄기를 유지한 채
구성요소들의 일부가 변하기 시작해서 점진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누
적되어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는 것(하태수, 2010: 6)을 의미하는데, 경로의존과
는 달리 새로운 경로의 시작 시점에서 우발적 외부 충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김은미, 2012: 53). 즉, 상당한 역사적 파열 또는 틈을 통한 갑작스럽고 불연속
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의 누적을 통한 변화가 종종 이루어지는데
(Djelic & Quack 2003: 309~310; Streeck & Thele, 2005: 18~19에서 재인용),
바로 이것을 경로진화의 특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Streeck과 Thelen(2005: 31)은 점진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
는 경로진화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대체, 층화/가겹, 표류, 전환, 소진/탈진을 제
시하였다. 첫째, 대체(displacement)의 메커니즘은 결함/부족으로서,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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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종속되어 있는 부가적인 특징들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
존 제도적 설정 내부에 새로운 논리가 생겨나면서, 내재된 제도적 자원의 재발
견/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층화/가겹(layering)의 메커니즘은 격차
의 증가로서, 기존 제도의 상태/구조의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새로운 요소들이
부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제도의 성장보다 낡은 것들의 가장자리
위에 생성되어지는 것이다. 즉, 낡은 것과 낡은 것의 점진적인 변화 사이에서의
타협이나 절충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표류(drift)의 메커니즘은 고의적 방치로
서, 제도적 실행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제도유지에 대해 무시하는 것을 의미
한다. 진화된 외부적 조건 내에서 규칙이 적응/변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다.
넷째, 전환(conversion)의 메커니즘은 방향 수정과 재해석으로서, 선견지명의
부족으로 인한 제도적 설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아래로부터 규칙이 재해석됨
에 따라 변화된 조건과 함께 변화가 재배치될 공간을 여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제도에 새로운 목적이 부여되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섯째, 소
진/탈진(exhaustion)의 메커니즘은 고갈로서, 시간에 따른 제도의 점진적인 고
장을 의미한다. 제도 소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동에 훼손이 가해져 성장의 한
계에 이르는 것이다. 결국 기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현상에 처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적
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관련한 이론적․학문적 차원의 연구에는 하태수
(2001), 김윤권(2005), 김선명(2007), 구현우(2009), 김태은(2015) 등이 있다. 역
사적 제도주의는 다양한 제도 및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활용되어
관광(심원섭, 2009), 금융(김선명, 2000; 박훈탁, 2014), 게임(신현두, 2015; 장
성갑․이자영, 2012), 예술(금성희․남재걸, 2017), 법(원혜육, 2009; 채성준,
2017), 산업기술(이창무, 2015; 주성돈, 2011), 의료(홍세영․김철주․오수경,
2018), 부동산(김은미, 2012; 조덕훈, 2019), 복지(이용표, 2005; 임가영․홍순
만, 2018; 이진숙, 2019; 양종민, 2019), 정부조직(염재호․홍성만․왕재선,
2004; 채성준․박용성, 2014; 김상용․조승현, 2016)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및
정책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하여 고용 및 노동정책의 변동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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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금정책(유형근, 2014), 여성고용정책(황유정, 2014), 근로연계복지정책(김
명희, 2008), 노동정책(이종선, 2018)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역사적 제도주의 관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분석한 이종선(2018)의 연구는 본 연구
와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종선(2018)의 연구보다 시간적 연구범
위를 확장하되, 연구대상을「비정규직 보호법」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분
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2.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기본적으로 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정책변동, 제도맥락과
이슈맥락에 의한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으로 구성된다.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의 거시적인 구조틀을 살펴보면, 제도맥락과 이슈맥락(독립변수)이 정책변동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변동은 마지막으로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Mucciaroni는 제도맥락을 광의로 해석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책이나 산업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선호나 행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이슈맥락은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미치는 요인(이념, 경험,
환경적인 것)을 망라하였다(양승일, 2014: 70). 먼저,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책이나 산업에 대해 지니
고 있는 선호나 행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Mucciaroni는 주무부처의 자율
성, 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Mucciaroni, 1995: 18~23; 배용수, 2019: 63에서 재인용). 그 다음으로, 이슈적
맥락(issue context)은 특정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
외부의 상황적 요소로서, 이념, 여론, 돌출적 정책 제안 등이 있다(배용수, 2019:
63). 양승일(2012)은 제도적 맥락을 국회의결, 법원판결 등 제도적 참여자가 이
익집단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슈맥락을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공공사이의 쟁
점이 이익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만
일 제도맥락과 이슈맥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력이 발휘될 경우, 이슈맥
락보다 제도맥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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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도적․이슈맥락에 따른 이익집단 위상변동
제도적 맥락
유리
이슈
맥락

불리

유리

위상상승(fortunes rose)

위상저하(fortunes contained)

불리

위상유지(fortunes maintained)

위상쇠락(fortunes declined)

자료 : 양승일(2014: 71).

이슈맥락에 따른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 유형은 첫째, 제도맥락과 이슈맥락이
모두 유리한 경우 위상상승, 둘째, 제도맥락과 이슈맥락이 모두 불리할 때는 위
상쇠락(하락), 셋째, 제도맥락은 유리하고 이슈맥락이 불리할 경우 위상유지,
넷째, 제도맥락은 불리하고 이슈맥락이 유지할 경우 위상저하(하락)로 구분할
수 있다.
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을 활용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ucciaroni의 모형을 단일 분석틀로 활용하여 진행한 연구
에는, 이상덕(2011)의 호주제 폐지 정책 사례연구, 김성우와 최인규(2014)의 약
사법 개정안 사례연구, 김현주와 정제영(2018)의 외국어고 사례연구가 있다. 그
다음으로 다른 모형과 결합하여 진행한 연구에는, 이익집단의 위상변동 및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을 분석
한 강혜연과 엄태호(2016)의 연구, 이익집단의 위상변동 및 정책딜레마모형을
적용하여 강사법을 분석한 배용수(2019)의 연구, 다중흐름 및 전문가 집단의
위상변동모형을 적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결정을 분석한 박상중과
고찬(2014)의 연구, 다중흐름 및 이익집단의 위상변동모형을 적용하여 스크린
쿼터 정책을 분석한 양승일(2014)의 연구, 정책지지(옹호)연합모형과 이익집단
의 위상변동모형을 적용하여 건설업 업역구분의 정책을 분석한 홍윤호(2020)
의 연구 등이 있다.

Ⅲ. 연구의 분석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과 이익집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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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동모형을 활용하여「비정규직 보호법」
의 변화 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의 핵심인 잠김과 경로의존, 경로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변동분석 렌즈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제도적․이슈적 맥
락(제도 외부요인)과 제도 관련 행위자의 움직임(제도 내부요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기준틀로서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을 적용하여 중범위적 및 미시적
인 차원에서의 변동분석 렌즈를 마련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을 일부 접목한 분석틀을 구축하고(그림 1),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비정규직 보호법」
의 변천 과정 내 정태성과 동태성 모
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외부적 충격

외부적우연성

내부적우연성

경제정치적
환경변화

관련집단
상호작용

1.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 외부요인

제도 내부요인

정치적 맥락
이슈적 맥락

관련집단
상호작용

경로진화
대체(displacement)
층화(layering)
표류(drift)

경로시작

경로의존

전환(conversion)

제도도입

소진(exhaustion)

결정적 시기

경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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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분석

1. 제도 도입배경과 경로시작
「비정규직 보호법」
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기
간제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파견법」),「노동위원회법」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칭한다.「비정규직 보호법」
은 일반적으로「비정
규직법」
으로도 불리는데, 조용만(2012: 1)은「기간제법」과「파견법」을「비정
규직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비정규직법」과「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용어
의 개념적 의미가 상호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비
정규직법」
과「비정규직 보호법」
의 용어를 통일하여 모두「비정규직 보호법」
으
로 통칭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비정규직 보호법」
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
행․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비정규직 보호
법」
의 기간을 보다 확장하여「파견법」
이 제정된 시점을 경로시작 기점으로 설
정하고 정책을 분석하였다.

가. IMF외환위기
1997년 11월 22일 김영삼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2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였다(한겨레,
1997. 11. 22). IMF합의 이행조치 중 노동시장정책 발전분야에 근로자 파견제
제도화가 포함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정책의 변화는 예견된 것이었다. 즉,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의 표면적인 목적은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였지
만, 실질적인 목적은 사용자의 인력확보 용이와 고용 유연성의 향상을 통한
IMF 구제금융의 이행조건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실증적으
로 보여준다.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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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상승 추세를 보이던 국내총생산(1995년 436,989십억
원, 1996년 490,851십억 원, 1997년 542,002십억 원)은 1998년(537,215십억
원)에 주춤했고, 경제성장률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각 9.6%, 7.9%, 6.2%를
유지하다가, 1998년에는 -5.1%를 기록하였다(e-나라지표 홈페이지). 1998년부
터 시작된 경기의 장기침체,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 및 대량실업 사
태하에서 경제성장 위축, 국제수지 악화, 외채증가, 금융부실, 주가폭락, 물가상
승, 실업자 양상 등 사회문제들을 유발시켰다(이천현, 2002: 59).

나. 신자유주의 지향 김대중 정부 출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발전국가로부터 신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하연섭, 2006: 13). IMF 사태는 세계화와 신
자유주의라는 정책기조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국가전략으로 간주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
와 개방화는 더욱 증대되어 이제 한국 경제는 세계금융자본의 축적구조 속에
깊숙이 편입된다(김시백, 2012: 38).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세계화의 물결에 따
라 황금구속복을 몸에 맞춰 입으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
자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였다(서혁준․전영평, 2006: 290). 이러한
정책기조의 형성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1998년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의 등
장이라는 사건에 기인한다.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은 김영삼 정
부 때까지의 고성장과 저실업 정책기조에 기반하였던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이종선, 2001: 4).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실업률은 각 2.1%, 2%, 2.6%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 7%로 급증했다. 1998년 취업자는 전년도 대비 127% 감소하였고 실업
률은 1997년 2.6%에서 1998년 7%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외환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는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였다(김시백, 2012: 34).

다. 노사정 간 협력적 상호작용
정부는 1993년부터 몇 차례 파견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지만, 노동계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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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반대론에 부딪혀 입법화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강성태, 1998: 1~2).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계는 파견 관련 법안 제정
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대선 기간 중에 민주노총 진영(노동
계)은 대선 후보들에게 먼저 고용안정 협약을 맺자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였
고, 이를 계기로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인 노사정 대
타협이 이루어진다(최영기․김대환․윤기설, 2010: 39). 이에 대해 최장집(2008:
181)은 사회협약 당시의 타협체제는 상당히 불안정하여 관치 경제에서 협치 구
조로 가기에는 미흡한 구조였다.
사회협약 가운데에는 1998년 2월 임시국회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파견기간을 일 년 이내(당사자 합
의 시, 일 년 더 연장 가능)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1) 이는 표면적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업체들이 파견 근로자를 해
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약결과에 대
해 한국노총은 내부적 반발을 무마하였으나 민주노총은 1997년 총파업의 성과
를 무효화시켰다는 비판 속에서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이덕로․강계삼,
2008: 31). 결과적으로 노사정 간의 합의에 의해 사회협약이 이루어졌고, 사회
협약에 근거하여「파견법」제정을 추진하였다. 다만, 노사정 간의 사회협약은
국가 경제적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율적이고 역
동적인 상호작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비정규직 보호법의 변천
가. 1998년 2월 20일～2003년(도입기) : 경로시작(A)
상술하였듯이「비정규직 보호법」
은 IMF라는 외부적 충격과 아울러 신자유
주의를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의 등장, 사회협약이라는 우연성에 영향을 받아
「파견법」
이 제정(1998. 2. 20) 및 시행(1998. 7. 1)되면서 제도의 새로운 경로

1) 1992년 2월 20일에 제정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는 2년 이상
고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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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되었다.「비정규직 보호법」
의 변천 과정은 <표 2>와 같다. 실질적인
「파견법」제정의 일차적 의미가 종래 금지되었던 근로자 파견의 합법화라는
점에서 볼 때 법률이 시행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입법(경로시작)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IMF라는 외부충
격, 그리고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적 상호작용, 세계화와 신
자유주의를 지향하며 등장한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들 수 있다.
제도 도입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IMF라는 외부적 충격과 이
로 인한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존재했다. IMF
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기업과 금융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고,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지향적인 제도적 맥락을 채택하게 되었다. 강한 제
도적 맥락의 흐름(외부요인) 속에서 노사정은 사회협약(내부요인)을 통해「파
견법」
을 도입하였다.「파견법」도입의 제도적 맥락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노
동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경로
가 시작됨에 따라 사용자 집단의 위상은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의
위상은 쇠락하였다.
<표 2> 1998년 2월 20일~2003년(도입기) : 경로시작(A)
시기
1997.
1998. 2. 6
1998. 2. 25
1998. 2. 20
1998. 7. 1

내용
IMF 위기
90개 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김대중 대통령 취임(신자유주의 지향)
2월 20일「비정규직 보호법(파견법)」제정
7월 01일「비정규직 보호법(파견법)」시행

결과
외부충격
내부적 우연성
외부적 우연성
경로시작(A)

나. 2004～2005년(유보기) : 경로진화 실패
2004년 9월 9일 정부는「비정규직 보호법안」
(｢파견법｣ 개정, ｢기간제법｣ 제
정)을 확정하고 11월 8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2) 2004년 11월 29일, 2005년 2
2)「파견법」주요 내용 : 현행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는 26개 업무로 한정되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법파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의안번호
170752, 정부제안, 2004. 11. 8. 제안),「기간제법」주요 내용 :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
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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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일 두 차례 모두 국회에서「비정규직 보호법」처리가 유보되었고, 2004년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국회주도로 이루어진 노사정 간 11차례의 협상은 모
두 무산된다.「비정규직 보호법안」
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사용기간의 명시 여부였는데, 사용기간을 법에 명시할
경우 고용자가 이를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경
경로변화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이 시기에 이루어진「비정규직 보호법」
로진화는 실패로 나타났다. 법안이 무산된 제도 외부적 요인으로는 구제금융
195억 달러 전액 상환 완료 및 IMF 관리체제 종료(2001. 8. 23), 대규모 비정규
직의 양상에 따른 공론화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경제위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면서 비정규 노동 확대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면
할 수 있었지만, 이후 대규모 비정규직의 양상과 근로조건의 악화 등이 공론화
되면서 비정규직 확대라는 정책대안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프레시안,
2005. 5. 4). 경로진화 실패에 영향을 미친 내부요인으로 먼저 변화된 정치경제
적 환경에서 협력적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지 못한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노․
사․정․인권위 등)들 간 첨예한 갈등구조를 들 수 있다. 2005년 4월 초 환경노
동위원회 주도로 열린 노사정 협상은 노동계에 불리하게 진행되었는데, 4월 14
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계 요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의견을 밝히면서(조상기,
2006: 46) 집단 간 갈등은 다시 고조되었다.
제도의 경로진화 실패 과정을 노사정 간 쟁점사항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간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3년까지 사용(초과 시 해고제한), 노동계는 사
용기간 1년 제한, 경영계는 사용기간 3년 초과 시 해고제한 규정 삭제를 주장하
였다. 파견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3년까지 사용 후 직접고용 및 네거티브 방식
(파견업종 일부 제외하고 전면 허용), 노동계는 2년 초과 시 고용의제 유지, 포
지티브 방식(파견 허용업종 명시하고 나머지 금지), 경영계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하였다. 2004년과 2005년의 유보기 시기는「파견법」
이 도입된 IMF 외환
위기 시기에 비해 제도적 맥락의 흐름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대규모
비정규직과 근로조건 악화 등의 문제점들이 공론화되었고, 이러한 이슈적 맥락

해고제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를 개선(의
안번호 170753, 정부제안, 2004. 11. 8.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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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4~2005년(유보기) : 경로진화 실패
시기
2004. 9. 9
2004. 11. 8
2004. 11. 29
2005. 2. 24
2005. 3. 17
2005. 3. 21
2005. 4. 5
2005. 4. 6
2005. 4. 8~5. 2
2005. 5. 3
2005. 6. 10~19
2005. 6. 28

내용
정부,「비정규직 보호법안」발표
정부,「비정규직 보호법안」국회 제출
국회,「비정규직 보호법」처리 유보
국회,「비정규직 보호법」처리 유보
민주노총,「비정규직 보호법」노사정 교섭 방침 결정
민주노총․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합의
노사정대표자회의 8월만에 재개
국회 환노위,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개최
국회-노사정, 1∼11차「비정규직 보호법」실무협상
국회,「비정규직 보호법」처리 유보
국회-노사정,「비정규직 보호법」추가 논의
국회,「비정규직 보호법」처리 유보

결과

경로진화
실패
(AB)

은 노동자 집단에게 유리하고 사용자 집단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결과적
으로 경로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 2006～2008년(전진기) : 경로진화 성공, 층화(AB)
2006년 2월 27일「비정규직 보호법안」
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고, 2006년
11월 30일「비정규직 법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되어 전격적으로 통과
된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 2년을 넘기고 국회의 입법이 성사되었다(노동부,
2006: 1).「파견법」
은 제정 이후 법안이 개정(2006. 12. 21) 되면서 최초의 경로
진화가 이루어졌다.「파견법」
의 개정과 함께 새롭게 제정된「기간제법」
은 2007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파견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까지 범위를 확장시키면서「비정규직 보호법」
의 틀을 구성하였다. 이 시기에서
는「기간제법」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당시「비정규직 보호법안」
은 고용의 유연화를 제도화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분별한 사용방지 및 권익 보호라는 모순적 입법목적을 내포하고 있
기에 노동계는 파업으로, 경영계는 고용회피를 압박수단으로 각각 유리한 법안
을 통과하기 위해 입법경쟁을 하였다(최훈종, 2010: 18). 결국, 경영계는「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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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보호법」통과 지지성명을 내면서 찬성 집단으로, 노동계는 반대 집단으로
대립하였고, 정치권에서는 찬성 집단(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반대 집단(민주
노동당) 간 갈등을 겪었다.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노
동당 당직자들은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며 저항했지만, 법률 수정안이 재석의
원 찬성 169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되었다(오마이뉴스, 2006. 11. 30).
분석결과,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비정규직 보호법」
의 경로진화의 성
공(층화)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A)으로 시작된 경로 위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 및「기간
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경로진화는
새로운「비정규직 보호법」
의 목적이 부여(전환)되거나, 억눌려져 있던 요소의
두드러짐이 증가(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A)를 부분적으로 수정하
거나 새로운 요소들이 부가되어 점진적인 제도 변화가 나타나는 층화(AB)의
형태로 분석되었다. 법안의 경로진화 성공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관련 집
단들 간 협력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즉, 협력적 상호작용은 자율적인 의
사에 의한 협력이 아닌 힘의 열세를 인정하고 반대집단에 협력한 형태로 분석
된다. 언제 어떠한 형태로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 간의 역동적 상호관
계를 통해「비정규직 보호법」
의 경로진화가 가능했다.
이 시기에「비정규직 보호법」
의 경로진화가 가능하도록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가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점과 국회의 다수 정당인 한나라당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법안 통과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따른 경로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3)
그 다음으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파기하고 한나라당과 공조를 하
면서 법안 반대 집단인 노동계의 세력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은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일부 쟁점을 양보하더라도 법안을 조기처리하는 입
장으로 선회한 것이 노동계의 반발 의지를 일시적으로 약화한 계기가 되었다.
즉, 강력한 정치적 흐름(제도적 맥락)과 제도 내 행위자(사용자, 노동자)들이 이
해관계에 따라 결합되면서 제도의 경로진화가 이루어졌다. 제도적 맥락은 사용
3)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위원은 힘의 열세를 인정하며 쟁점조항이었던 동일
가치 노동․동일임금, 사유제한을 양보하며 수정안을 제출하였다(최훈종, 20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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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6~2008년(전진기) : 경로진화 성공, 층화(AB)
시기

2005. 11. 10~30

내용
노사「비정규직 보호법」대표자회의 및 실무교섭

2006. 2. 27

「비정규직 보호법안」국회 환노위 통과

2006. 11. 30

「비정규직 보호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2007. 7. 1

「비정규직 보호법」시행(「파견법」개정,「기간제법」제정)

결과
경로진화
성공
(층화)
AB

자 집단에게 유리하고, 노동자 집단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경로진화가 성공하게 되면서 사용자 집단의 위상은 상승되
고,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의 위상은 쇠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 2009～2012년(유보기) : 경로진화 실패
당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009년 7월 100만 명의 대량해고 사태를 대비하
기 위해「비정규직 보호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노동부는 기
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무 확대를 주
된 내용으로 하는「비정규직 보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형식으로 추
진하도록 결정하면서 개정 작업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 일임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의 법안 쟁점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
짐에 따라 당시 노동부는 2009년 3월 9일「비정규직 근로자」
의 고용기간 연장
과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지원 내용, 차별시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정부입법
으로 재추진하였다. 그러나 2009년 6월 국회 환노위에서「비정규직 보호법」
협상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경로진화에 실패하였다. 환노위 위원장인 추미애 위
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2년 → 4년)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비정규직
과 실업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추미애 홈페이지).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진행된「비정규직 보호법」
의 경로진
화는 실패로 볼 수 있다. 경로진화 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외부요인(제도적 맥락)으로는 국회 환노위의 위원장이 법안을 찬성하는 당
시 여당이 아닌,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었다는 점과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
분 야당의 심한 반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승현과 김선엽(2012: 210)은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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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9~2012년(유보기) : 경로진화 실패
시기

2007. 7. 2

내용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시행에 따른 반발 심화

2009. 3. 9

이영희 노동부 장관「비정규직 보호법」개정의 필요성
언급 및「비정규직 보호법」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2009. 6

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 보호법」협상 무산

경로진화
실패

반대가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간과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 다
음으로 내부요인(행위자)으로는 노동계의 심한 반발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2007년에 통과된「기간제법」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이 공론화되면서 형성된
이슈적 맥락과 맞물려 그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마. 2013년(전진기) : 경로진화 성공, 소규모의 층화(ABa)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비정규직 보호법」
은 2013년 2월 26일 국회에
서 통과되고, 2013년 3월 22일 개정되면서 두 번째 경로진화가 이루어진다.「기
간제법」개정안과「파견법」개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의 범위를 입
법으로 구체화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경로진화된「비정규직 보호법」
은
기존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였다.
분석결과, 이 시기에「비정규직 보호법」
의 경로진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형태
는 첫 번째의 경로진화 때처럼 동일하게 층화 형태로 나타났다. 경로진화 성공
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2013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제도 외부요인 :
정치적변화)의 등장을 살펴볼 수 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2013
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월 28일 고용
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차별금지,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보호 등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이
시기 경로진화의 특징은「비정규직 보호법」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
를 내세운 관련 집단이 없었다는 것이 즉, 제도 내 역동적인 네트워크적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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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3년(전진기) : 경로진화 성공, 소규모의 층화(ABa)
시기

내용

「비정규직 관련법안」(｢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
2013. 2. 26 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국회(2013. 3. 22. 개정)

결과
경로진화
성공
(층화)ABa

용이 미미하였는데, 이는 첫 번째 경로진화(기존에 존재했던「파견법」에 새로운
「기간제법」
을 추가하는 층화 형태)와 다르게「파견법」과「기간제법」
에 차별
금지에 대한 규범을 구체화․세분화하는 소규모의 층화 형태였기 때문으로 보
인다. 개정 전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은 개정 후 상여금(정기, 명절), 성과금,
기타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정권의 변화라는 제도적
맥락에서의 강한 영향력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슈적 맥락,
그리고 사용자 및 노동자의 찬성 속에서 경로진화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경로진화가 성공하였지만, 그 층화의 수준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용자
의 위상은 다소 저하되거나 유지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상은 다소 상승하거
나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바. 2014년～현재까지(표류기) : 경로진화 실패, 표류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화 5법(｢근로기준법｣, ｢고용보
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노
동개혁 5법 가운데「기간제법」과「파견법」
을 제외한 3법에 대해서는 정부 및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이 일치했으나「비정규직 보호법」
에 대해서는 노
동계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비정규직 보호법」
의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기간제근로자 보호법」개정 내용에는 35
세 이상 본인이 원하면 2년 근무 뒤 2년 더 근무가능,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
금 지급(현행 1년), 정규직 미전환 시 이직수당 지급, 쪼개기 계약방지, 생명안
전업무에 고용금지, 그 다음으로「파견근로자 보호법」개정 내용에는 55세 이
상 고령자와 전문직에 파견허용 업종제한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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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4년～현재까지(표류기) : 경로진화 실패, 표류
시기
2015. 9. 15
2015. 9. 16
2015. 9. 17
2015. 9. 17
2015. 11. 16
2015. 12. 2
2016. 1. 19
2016. 5. 19

내용
9.15 노사정(한국노총) 합의
여당(새누리당)은 5개 법률안 발의
한국노총은 합의 위반 성명서 발표
환경노동위원회에 일제히 회부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2015년 국회통과 무산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노사정 합의 전면 폐기
19대 국회통과 무산

결과

경로진화
실패,
표류 중

갈등의 핵심 쟁점은 기간제의 기간연장(2년 → 4년)과 파견직의 범위 확대인
데,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강한 반대를 표하
였다. 노광표(2016: 11)는 9․15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도 정부여당의 노동 5법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
을 내놓음으로써,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였다. 2015
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에서는「비정규직 보호법」
에 대한 부분은 유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여당에서 4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17일 한국노총은
합의 위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심한 반발을 제기하였다. 결국 노동개혁은 19
대 국회(2016. 5. 19)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류 중에 있다.
분석결과, 정치적 흐름이라는 제도적 맥락(외부요인) 속에서 살펴보면 정부
와 여당은 찬성을, 야당은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제도 내부의 행위
자인 노동계(한국노총)는 정부와 부분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나, 결국 합의의 폐
기를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에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외
부 및 내부요인이 제도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기간
제법」
과「파견법」
은 층화 형태의 경로진화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과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을 일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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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한 분석틀을 통해「비정규직 보호법」
의 경로시작 및 경로진화 과정을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비정규직 보호법」
은 경제적 외부충격, 그리고 외부적․내
부적 우연성 속에서 경로가 시작되었고, 시작 시점에 형성된 큰 물줄기에 의해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비정규직 보호법」
은 제도
외부요인(제도적 맥락, 이슈적 맥락) 및 제도 내부요인(제도 내 행위자인 사용
자, 노동자)들에 의해 경로진화의 실패 혹은 성공이 가능했는데, 이 가운데 제
도적 맥락 요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비정규직
보호법」
은 점진적이지만 불연속적인 층화적 형태의 변화 과정을 보이다가 현
재는 방치 중에 있는 표류적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현 정권의 정부 및 여당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제도적 맥락을 선
택하고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충분히 공론화되면서 이슈적
맥락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용자는 위상쇠락집단으로, 노동자는 위상상승집단이 될 수 있는 제도
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권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비
정규직 보호법」의 변화 예측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파견법」과「기간
제법」
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
치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표류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소진의 유형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비정규직 보호법」
에비
정규직의 차별금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소규모의 층화적 경로진화가 이루
어질 수 있다. 또는 기간의 범위(2년)나 파견의 범위 등에 대한 변화가 포함되
는 대규모의 층화적 경로진화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적 요소들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노동 유연성의 제도적 요소들을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파견법」과「기간제법」에서 억눌려 있던 요소들이 점
점 돌출되면서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넷째, 제도적
설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된 조건들에 따라 방향 수정과 재해석을 시도하
는 전환의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기
업까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비정규직 보호법」
의 개정
이 불가피할 것이다. 향후「비정규직 보호법」
의 경로진화 과정에는 다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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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가겹, 대체, 전환의 점진적 정책변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맥락과 이슈적 맥락을 꾸준히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비정규직 보호법」
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
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제도적 맥락과 이슈적 맥락도 중요하지만 제도 내 행
위자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하향식
이 아닌 상향식 방식에 의한 경로진화가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비정규직 보호
법」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관치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정
부와 사회행위자들 간의 협치적 형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정규직화로서 비정규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정규직화는 재정지출
을 심화시켜 국가재정의 악화나 민간고용의 축소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함께 보완할 수 있도록 패키지적인 정책 마련이 필
요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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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Policy Path Change of the Non-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Act in Korea : Focused on the
Combined Model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Choi Meehye․Park Yongsung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policy change of the Non-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act in Korea by using the combined model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The case was
analyzed through a path-dependent and path-evolution model based on the
historical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addition, the external factors
(institutional and issue context) and internal factors(movement of actors) were
analyzed through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This paper
argues that Non-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was introduced on the
condition of contingency and critical junctures, but path evolution perspective
was developed by the influence of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e policy
change process was a gradual policy changing process that new contents were
partly added to an existing system.

Keywords : non-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act,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evolution,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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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파업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무기이다. 2011년 이후 파업의 발생건수
는 감소하고 있지 않고 미약한 수준이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1) 한국 사회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논조의 형태로든 여전히 신문
1면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이 무리는 아니다. 최근 들어 제조
산업의 대공장 노동조합이나 공공부문의 노동조합과 같이 규모가 큰 노동조합
의 파업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노사분규 발생건수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업장은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총 32%를 차지하였으며 그 전년도에 비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76.92% 증가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큰 노동조합의 파업행위 모습은 분규의 발생건수와는 다른 양
상을 띠고 있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규모가 큰 노동조합일수록 내부의 반발
이나 내부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파업 과정에서 많은 이탈
자가 발생하여 파업을 철회하는 경우 또한 자주 관찰된다. 가령 지난해 5월 한
대기업 자동차업체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고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으나, 파
업 과정에서 노조원 수십 명이 노조의 파업지침에 반발하며 연이어 탈퇴하고
파업참가율 또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파업을 예고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하였으나 내부
적으로는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를 겨우 넘었을 뿐만 아니라 평조합원들의
연이은 파업 불참 의사가 이어진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업이나 노조의 규모가 커질수록 파업발생확률은 증가하지만(조성
재, 2010; 송민수․김정우, 2014), 조합원들의 참여와 조직의 효율성 간의 간극
또한 증가할 수 있다(진숙경, 2008).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규모의 증가는 조직 내 수직 및 수
1) 노사분규 건수는 2011년 65건, 2014년 111건, 2016년 120건, 2019년 141건으로 집계되
었다(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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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적 분화와 다층의 위계를 가져옴으로써 조직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지만(Provis, 1996), 노동조합 규모의 증가는 단결과
결속이 핵심이 되는 조직의 특성에 반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조직 수
준의 행동에 비효과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집단적으
로 단결하여 요구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김동
원 외, 2016)이므로 조합원 간의 결속과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며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힘을 형성하는 데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적 역
학관계를 조성하는 요인으로써 노동조합의 규모에 주목한다. 조직 수준의 대표
적 집단행동인 파업은 노동조합의 목표 달성을 위한 쟁의수단이 되며 노동조합
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규모가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하기 적절한 변수라고 생각된다. Fiorito & Hendricks(1987)가 노동조합
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경기의 흐름이나 국가 수준의 노조조직률 등 거
시적인 변수가 아닌 노동조합의 구조 및 조직 수준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후 미시적 수준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Campolieti,
Hebdon, & Hyatt, 2005; Harrison & Stewart, 1993; Jansen, 2014; Willman,
2001 등). 그러나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규모를 통해 파업발생확률을 예측하려
는 시도는 있었으나(Kaufman, 1981; Harrison & Stewart, 1993; 이영면, 1995;
김유선, 2006; 조성재, 2010), 파업의 지속기간이나 파업에 동원되는 조합원 수
등과 같이 파업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업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한 파업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조합 규모가 파업행위 즉, 파업지속기간과 파업참가자비
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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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과제

1. 규모효과
조직의 규모는 조직의 복잡성, 분화수준, 계층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적인 특징이 된다(Child, 1973; Kimberly, 1976). 규모효과는 조직의 크기에 적
합한 운영상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하는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
직 또는 조직 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다(Ingham, 1970;
Blau & Schoenherr, 1971). 규모효과에 따르면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의
세분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평 및 수직적 위계구조가 복잡해지고, 높은
중앙집중화 수준을 갖게 된다(Kalleberg & Van Buren, 1996).
규모효과 관점에서 조직 규모의 증가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단결과 응집을 저
해할 수 있다. 첫째, 규모의 증가로 인한 구조적․기능적 분화(Differentiation)는
조직 내 위계를 형성하고 명령계통의 프로세스를 도입하게 한다(Blau, 1970;
Ingham, 1967).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은 조직 내 개인이 맡는 역할의 범위를
떨어트리고 비물질적 보상(만족감, 조직에 대한 애착 등)을 줄이며 개인 간 또
는 집단에 대한 친밀도를 낮추어 조직 내부의 응집을 저해할 수 있다(Talacchi,
1960).
둘째,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 간의 대면적 의사소통 기회는 축소된다.
많은 사람이 존재할수록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면적 의
사소통은 큰 비용을 발생시키며 효율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중앙집중화된 관
료주의적 의사소통체계가 도입되고 비대면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Indik, 1963;
Scott & Davis, 2007). 결과적으로 개인의 발언 기회는 축소되며 조직 활동에의
참여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Fiorito, Jarley, & Delaney, 2002; Gold Malhotra,
& Segars, 2001; Parker, 2006; Robbins, 1990; Zheng, Yang, & McLean, 2010).
Black Greene, & Ackers(1997)과 Sayce Green, & Acker(2006)는 공통적으
로 영국 전국단위 금속산업 노동조합인 NULMW(National Union of the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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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etal Workers)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두 건의 연구는 큰 노
동조합보다 작은 규모의 노동조합이 갖는 조직 운영상의 이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Black et al.(1997)은 노동조합의 규모와 영향력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큰 규모의 노동조합이 반드시 효율적인 대표시스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였는데 이것은 노동조합 내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환경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법보다 직
접적이고 친밀한 소통 방법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신속함과 행동의 용이
성이 선호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큰 규모의 노동조합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구성원들의 단일한 목적의식을 통해 집단정체성을 함양하
고, 조합원 간 친밀한 교류와 연대를 하는 데는 큰 규모의 노동조합보다 작은
규모의 노동조합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규모나 교섭단위가 파업지속기간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먼저, 교섭단위의 증
가가 파업의 지속기간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 연구는 Gramm(1986)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Gramm(1986)은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제조 산업에서 타결
된 1,050건의 노사협상 사례 중 파업이 발생한 145건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
과 교섭단위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파업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교섭단위 근로자 수의 증가가 근로자들의 호전성 증가에 영
향을 미치며, 파업 과정 중에 노동조합구성원 간 공동의 목표 형성에 있어서 합
의 도달이 어렵기 때문에 파업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교섭단위 및 노조의 규모 증가와 파업의 지속기간 간의 부(-)적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Campolieti et al.(2005)과 Harrison & Stewart(1993)의 연구가
있다. Campolieti et al. (2005)는 온타리오주에서 1984년부터 1992년 동안 타결
된 파업 1,363건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한 결과 노조조합원 수가 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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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파업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체행
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동료들 간 형성되는 도덕적 몰입(Moral
commitment) 수준이 커지기 때문에 결집능력과 연대성이 강화되어 파업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Campolieti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조
합원 수가 500명 이상일 때, 교섭단위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하고 더미화하여
교섭단위 근로자 수 규모에 따른 파업기간을 확인하였는데 교섭단위가 클 때보
다 작을 때 파업기간이 더 장기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Harrison & Stewart(1993)는 근로자 수와 파업지속기간 간의 관계를 실증하
기 위해 500인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500인 미만 사업장
의 경우 임금 인상이 목적인 파업의 경우 파업지속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파업지속기간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동조합 규모와 파업행위
파업지속기간은 노동조합의 전략적 판단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동원 수준
그리고 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적 측면에서 파업의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노조 내 구성원의 단결 수준을 고려해 볼
수 있다(Gramm, 1986; Campolieti et al., 2005; Harrison & Stewart, 1993).
Gramm(1986)은 노조가 단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교섭단위 근로자 수의 증
가가 구성원들의 호전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저
해하여 지속기간을 늘린다고 본 반면, Campolieti et al.(2005)과 Harrison &
Stewart(1993)는 조직의 규모가 동원과정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노조의 규모가 클수록 구성원 간의 연대와 응집이 저해되어 지속기간이
짧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조합 규모의 효과에 대한 가설의 논
리는 노동조합의 규모 자체가 집단행동에 필요한 동원과정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직 내 결속이 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
들이 형성하는 단결이 사용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노동조합
의 영향력 행사 수준은 동원과정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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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Campolieti et al.(2005)과 Harrison & Stewart(1993)의 가설설정 논리
방향과 동일하게 노동조합 규모의 증가와 파업행위 간의 부(-)의 관계를 고려하
고자 한다.
또한 실제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업의 조직력은 집행부가 얼마나 촘촘하고 끈끈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큰 노조는 아무리 노조 간부가 많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작은 노조는 의사결정이
아무래도 신속하고 조직력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용이하다. 그리고 중간에 사용자
쪽에서 파업을 깨려고 여러 가지 교란 요인 던져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서로 의사
결정이 매우 신속하고 정보 공유가 유기적이다. 그리고 비용적 측면에서 봐도 대
오유지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 재정적 부담도 적다. 그런데 노조가 커지
면 내부 운영이나 관리하려고 만들어놓은 제도들이 첩첩이 있어서 오히려 의견 조
율이 잘 안 된다” (민주노총 간부 1)
“최근 노조구성원들 간 탈이념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노조 가입시기, 구성원들

의 사회, 경제, 교육적 상황이나 배경이 다양할수록 갈등 해결 방법에도 차이가 있
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커질수록 그만큼 조직 구성원 간의 다양한 욕구를 하나로
모아 내는 집행부의 리더십이 더 중요해지죠. 그리고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집행부와는 달리 대의원 선출에는 이념적 정파들이 영향을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대의원 내 갈등이 생기면 집행부와도 마찰이 생기고 집행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전 민주노총 간부 2)
“노동조합이 크면 그만큼 내부적으로 총회민주주의와 다수결 원리가 탄탄하

게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상옥 구조가 되기도 하고... 인원수가
많다 보면 사실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죠. 파업은 당장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귀하고 노조탈퇴해서 자기들끼리 제2, 제3의 노조 만들기도 하니까요”
(공공기관 노동조합 간부 3)

세 건의 면접조사를 통해 조직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순기능도 물론
있으나 단결과 대오형성을 중요시하는 노동조합의 조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규
모의 증가가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발생하는 다양성의 증가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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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해가 일치하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정파 형성 가능성이 커지며, 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들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모으고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집행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모의 증가에서 비롯되는 결속과 연대의 저하는 한국 노동조합의 대표적
특징인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맥락에서 그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 첫째, 기
업별 노조의 분산되고 파편화된 구조하에서 규모의 증가는 파벌 형성 가능성을
높인다. 규모가 증가할수록 조직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다수
의 하위집단이 형성된다(Cropanzano, Kacmar, & Bozeman, 1995; Schminke,
Ambrose, Cropanzano, 2000; 진숙경, 2008). 다양한 의견그룹의 존재는 지도부
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등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구성원 간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등 노동조합을 약
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진숙경, 2008). 각 분파의 구성원들은 전
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몰입보다 개인이 속한 분파에 대해서 일차적 몰입
을 하게 되기 때문에(Nicholas, 1965), 노동조합의 전체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
과 그 과정에서도 분파의 성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권한
분파와 그렇지 못한 분파 간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은 노조 내부의 단결을 저해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조 내부에서 파벌 간 갈등으로 인해 느슨한 관계
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파업 과정에서 사용자의 비공식적 개입이 더 용이할 수
있다. 사용자는 경영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업을 중단시키고 노동자의
신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노조를 흔들어 동
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효래(2002)는 기업별노조의 구
조적 특징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조직적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분규 상황에서
는 집단적 투쟁보다는 개별적 적응에 몰두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한다고 주장하
였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상 행정적 절차의 도입이 필요해지며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보호를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것을 우선적
인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대응하고
그 영향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와 함께 노동자의 대표성이 우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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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그러나 조직 규모의 증가는 노동조합이 대변해야 할 구성원들이 많
아지는 것을 의미하여 조합원들의 조직, 관리 및 동원 등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정 시스템의 도입 또한 필요로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을 위
해 의견을 취합하고 대표할 뿐만 아니라 결정을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전문성 또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hild, Loveridge, & Warner(1973)는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징
으로써 행정적 합리성(administrative rationality)과 대표적 합리성(representative
rationality) 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행정적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집행 논리로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대표적 합리성은 구성원들의 참
여를 기반으로 목표를 형성하고 그 효과성을 중요시한다(Child et al., 1973;
Jarley, Fiorito, & Delaney, 1997). 구성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자주적 결사
체로서의 특징을 갖는 노동조합이 조직운영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행정 시스템
으로 인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대표적 합리성이 결과적으로 행정적 합리
성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적 자주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참여와 몰입이 노동조합의 강화와 힘을 만들지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되는 대의적인 과정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
직 위계의 최상층에 위치하는 조정되고 통제된 관료주의적 시스템에서 조합원
의 참여와 몰입의 효과성은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노동
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수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하
고, 경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등의 제도나 규정은 운영상의 효
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도화 수준이 미비하고 전문성이 취약한 기업별노조
맥락에서 조직의 정체성과 운동 방향에 적확하게 운영되는 의사결정 및 집행의
프로세스는 일부 대공장 및 공공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축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Kochan(1980)은 효과적인 정치적 프로세스 없이 이루어지는 조
직의 중앙집중화는 노동조합의 효과성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파업의 동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간의 결속과 응집
이다. 그러나 조직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규모효과와 더불어 대표적
합리성과 행정적 합리성이 충돌하는 현상, 그리고 의견 수렴이나 운영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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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되는 행정적 절차들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대면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
여 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와 결속을 다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단체행동을 이끌어 나가고 요구조건
이 관철될 때까지 필요한 동력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해당 파업의 지속기간은 감소할 것이다.

노동조합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 간 이질성(heterogeneity)의 증가는 조직의
분열 가능성을 높인다(Godard, 1992; Kerr, 1955). 이것은 조합원들의 집단적
일체감이 발휘되어야 하는 파업 행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직의 집
단적 정체성을 통한 작업장의 집단주의가 형성되어 있어야 노동조합 활동에의
참여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이다(Metochi, 2002).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개인의
배경이나 경험 등 인적 속성의 다양성 증가는 불만과 요구조건 또한 다양하게
만든다. 구성원들의 불만이 다양해지게 되면 노동조합 조직 차원에서 불만사항
들을 이해하고 취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일원화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단체행동 참여로 유인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규모가 작은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
구성원 간의 집단적 목표에 대한 몰입이 용이한데 이는 작은 규모일수록 직접
적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Kelly & Breinlinger, 1996).
또한 조직 규모와 비례하게 되는 이질적 요소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운영방
식의 높은 중앙집권화 수준과 내부적 자율성이 저하되는 문제(Roomkin, 1976)
도 구성원들의 파업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수가 동시에 동의하
는 효과적인 대표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 상층부에 권한이 집중된 위계방식으
로의 전환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한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
수의 구성원이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 활동의 참여수준이 감소
하게 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Hecksher & McCarthy, 2014; Siege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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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해당 파업의 참가자 비율은 감소할 것이다.

Ⅲ. 실증연구

1. 자 료
본 연구의 수준은 개별파업이기 때문에 사업장 또는 기업체 수준에서의 파업
자료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파업 정보 비공개 방침으로 공식적인 자료를 확보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였
다. 본 연구를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시작 및 종결된 파업을 수집하였고 태업, 준법투쟁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사전에 파업 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파업에 돌입한 경우에도 네이버 뉴스 검색
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도된 파업 사건 중 대표적 언론매체 11개2)를 선정하
고, 해당 매체에서 최소 1건 이상 뉴스 기사가 보도된 파업 사건 114건을 확보
하였다. 이후 언론보도, 노동조합 홈페이지, 상급단체 홈페이지 및 노보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 수, 파업참가자 수와 파업기간을 확인하였다.

2. 분석방법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동조합의 규모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로 측정하고 파업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여 파업지속기간과 파업참가자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조합의 규모는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로 확인하였다. 일
반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에 주목하지만, 조합원 수로 측정하는 이유는 조합원
수 그 자체가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Hodder et al.(2017)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2) 언론매체 11개는 방송 3사(KBS, SBS, MBC), 종합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경제전문일간지(한국경제, 매일경제), 노동전문신문(매일노동뉴스)을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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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대리변수(proxy)이기 때문에 파업 행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서는 조합원 수 자체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측 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정의는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1> 분석 변수들의 측정 방법 및 정의
변수

변수 이름

독립변수 노동조합 규모

대리변수
조합원 수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Log(각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

파업지속기간 Log(파업지속일수)
종속변수 파업행위

파업참가자비율

(일평균 파업 참가자 수/전체 조합원
수)*100

고용안정

파업의 원인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고용안정성
에 대한 요구일 때=1

임금인상

파업의 원인이 임금(기본급, 상여금 등)인상에 대한
요구일 때=1

전년도 파업발생 여부 전년도 파업이 발생한 경우=1

통제변수

복수노조 존재 여부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1

제조업

산업이 제조업일 때=1, 그 외=0

비정규직

파업 주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조합=1, 정규
직 노동조합=0

민주노총

상급단체가 민주노총=1, 그 외 또는 미가입=0

공공기관

공공기관 노조=1, 민간기업 노조=0

선거 3개월 전

파업 시작 시점이 대선, 총선 또는 지방선거 시작
3개월 전 기간에 해당=1, 해당하지 않음=0

사측의 고소 및 고발

파업기간 동안 사측의 고소 및 고발이 있었음=1,
없었음=0

직장폐쇄

파업기간 동안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가 있었음=1,
없었음=0

실업률

파업 시작 시점의 해당연도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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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노동조합의 규모로써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수로
측정하였다.

나.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파업행위는 파업지속기간과 파업참가자비율로 측정하
였다. 파업행위를 이와 같이 측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Shorter & Tilly(1974)
에 따르면 파업은 개별 사건마다 고유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현상
자체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서는 파업참가자수와 파업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파업지속기간은 파업에 돌입한 날부터 종결일 혹은 철회일
까지의 기간을 측정하여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조합원 수 대비
일평균 참가자 수에 100을 곱해 파업참가자비율을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사용
하였다.

다. 통제변수
파업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의 속성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고용형태로써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대한 여부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제도권의 보호 수준이 약하고 정규직 노동조합에 비해 교
섭력 또한 낮기 때문에 파업의 양상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뿐만 아니
라 고용형태가 갖는 사회적 인식 차이 때문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경
우와는 다른 양상의 언론보도 논조나 사회적 주목도를 보일 수 있다.
노동조합의 운동노선은 상급단체별로 구분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상급단체
가 민주노총일수록 파업 성향이 강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노용진, 2015) 민주
노총 소속인지 여부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민간기관의 노동조합의 차이 또한 통제변수로 추가
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전방위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사관계 전
반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의 양태 또한 민간기업과는 차이가 있다(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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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 2000; 한승희․정지수, 2016).
해당 파업의 시작 시점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 시작 전 3개월 기간 내에 해
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보수와 진
보 간 이데올로기 대립이 강하고, 주로 사용되는 프레임은 경제성장 및 발전
대 친노동자 정책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선거 전에 실시되는 파
업들은 언론보도의 주목과 더불어 논조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
었기 때문에 변수로 추가하였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단체행동이기는 하지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대항행위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장
폐쇄 여부와 노조에 대한 고소 및 고발 여부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직장폐
쇄는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피고용인 집단에 대하여 생산수
단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고용인의 노동력 수령을 조직적, 집단적 그리고 일
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파업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김동원 외, 2016). 일반적으로 파업이 격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강력한 대항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업무 방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타격을 가하여 회사의 주장
을 관철하고 파업 철회를 유인하는 조치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파업 사건 데이터를 모은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하였기 때문에, 연도변수로써 매년 실업률 값을 통제변수
로 추가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값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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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량 분석
변수명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

50,274

5,351.41

11,829.95

1

996

72.06

139.29

0.8

100

64.29

30.78

고용안정

0

1

0.13

0.34

임금인상

0

1

0.33

0.47

전년도 파업발생

0

1

0.12

0.33

복수노조

0

1

0.17

0.37

제조업

0

1

0.39

0.49

비정규직

0

1

0.13

0.34

민주노총

0

1

0.90

0.30

공공기관

0

1

0.27

0.45

선거 3개월 전

0

1

0.18

0.39

사측의 고소․고발

0

1

0.21

0.41

직장폐쇄

0

1

0.15

0.36

3.1

3.8

3.50

0.23

2,005

2,018

2,011.37

4.07

조합원 수
파업지속일수
파업참가자비율

실업률
연도

N

114

독립변수인 조합원 수의 평균값은 5,351.4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파업지속기
간은 평균 72.06일, 파업참가자비율은 64.29%로 나타났다.
114건의 파업사건 중에서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13%,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은 33%로 확인되었으며, 전년도에 파업이 발생한 경우는 12%로 나
타났다. 또한 114건의 파업 중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는 17%로 확인되었으
며 제조업이 39%로 나타났다. 약 13%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이었으며,
민주노총 파업이 90%로 확인되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측의 고소 및 고발과 같은 법적 조치는 전체 파업사건 중 21%에 해당하며
직장폐쇄 또한 15% 수준으로 실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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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예상대로 파업참가자비율
과 노동조합 규모와의 부(-)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파업
지속기간과 노동조합 규모 간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
노조의 규모와 전년도 파업발생 여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제조산업의 노동조합과 전년도 파업발생 여부 또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 파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시행된 것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 파업의 경
우 임금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보다 더 격렬하고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용자의 대항행위 중에서
고소․고발은 파업지속기간과의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명
1. 조합원 수
2. 파업지속일수
3. 파업참가자비율
4. 고용안정
5. 임금인상
6. 전년도 파업발생
7. 복수노조
8. 제조업
9. 비정규직
10. 민주노총
11. 공공기관
12. 선거 3개월 전
13. 고소․고발
14. 직장폐쇄
15. 실업률
16. 연도

1
1
-.18
-.38**
-.13
.37**
.58**
-.13
.37**
-.15
.-.15
-.13
-.13
-.08
-.14
.27*
.16

2

3

4

5

6

7

8

9

1
.03
.13
-.23*
-.16
.18
-.04
-.02
.05
-.12
-.07
.33**
.16
-.15
-.09

1
.01
.03
-.27*
.08
-.08
.06
-.09
-.02
-.02
-.19*
.05
-.09
-.14

1
-.28**
-.07
.03
.16
.08
13
-.24
-.12
.05
.20*
-.01
-.26*

1
.25**
.03
.15
-.11
-.02
-.18
-.24*
-.32**
-.03
.08
-.08

1
-.03
.35**
-.15
.12
-.11
-.04
.00
-.06
.17
.08

1
-.07
-.17
.07
.10
-.03
.00
-.06
-.21*
.18

1
-.15
.14
-.49**
-.20*
-.15
.22*
.17
-.08

1
.12
-.00
.15
-.07
-.00
-.02
.06

주: ** p<.001, * <.05.

10

11

12

13

14

15

16

1
.07 1
.08 .27** 1
.02 .22* .09 1
-.03 -.26 -.07 .03
.04 -.03 -.26* -.11
.02 .16 -.02 -.02

1
-.05
-.18

1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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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규모에 대한 분석 결과
<표 4>는 노동조합 규모가 파업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전
체 114건의 파업사건을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수정된 R제곱(0.3773)
은 본 연구모형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로 정의한 노
동조합 규모는 파업지속기간에 P<0.001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0.45, S.E.=0.10).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파업지속기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1은 지지되었다.
<표 4> 노동조합 규모와 파업지속기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과 결과
종속변수 : 파업지속기간
조합원 수
고용안정
임금인상
전년도 파업발생 여부
복수노조 존재 여부
제조업
비정규직
민주노총
공공기관
선거 3개월 전
사측의 고소․고발
직장폐쇄
실업률
연도
상수
Adj R2
F value
N

B
-0.45
0.08
0.23
-0.01
0.50
-0.58
-0.02
0.16
-0.30
-0.43
1.69
0.98
0.38
-0.04
94.15

***

***
*

S.E.

P-value

0.10
0.46
0.35
0.49
0.39
0.35
0.43
0.47
0.38
0.38
0.36
0.40
0.66
0.04
73.71
0.3773
5.89***
114

0.000
0.862
0.514
0.979
0.207
0.105
0.959
0.741
0.424
0.271
0.000
0.016
0.569
0.230
0.204

주 : * p<.05; ** p<.01, *** p<.001.

<표 5>는 노동조합 규모가 파업참가자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노동조합 규모의 증가가 파업참가자비율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 규모가 커질수록 파업참가자비율이 감소할 것이
라고 본 가설 2는 지지되었다(B=-8.08, S.E.=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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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동조합 규모와 파업참가자비율의 관계에 대한 가설과 결과
종속변수 : 파업참가자비율

B
***

S.E.

P-value

2.04

0.000

조합원 수

-8.08

고용안정

-3.13

9.23

0.735

임금인상

7.80

7.01

0.269

-9.14

9.81

0.354

복수노조 존재 여부

4.46

7.92

0.575

제조업

6.73

7.13

0.347

비정규직

-4.00

8.73

0.648

민주노총

-2.98

9.50

0.754

전년도 파업발생 여부

4.91

7.57

0.518

-1.41

7.72

0.855

-11.05

7.14

0.125

직장폐쇄

0.24

8.02

0.977

실업률

1.13

13.24

0.932

공공기관
선거 3개월 전
사측의 고소․고발

연도

-0.89

상수

1908.12

0.74

0.234

1482.19

0.201

Adj R2

0.1606

F value

2.54**

N

114

주 : * p<.05; ** p<.01, *** p<.001.

Ⅴ. 결 론

1. 연구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인 규모에 주목하고 노동조합의 규모가 파
업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
지 해당 기간 내에 시작 및 종결된 파업 사건 중에서 11개 주요 언론매체에서
3) 파업의 목적을 조절변수로 추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회귀식의 유의성이 검증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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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가 1건 이상 보도된 114건의 기업별 파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파업지속기간과 파업참가자
비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규모효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파업의 지속 여부는 노동조합의 전략적 판단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들의 동원수준 및 참가여부와도 직결된다. 그러나 한국 노동조합 특유의 정파
주의적 성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규모의 증가는 조직 구성원들의 참
여를 저해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분파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
지기 때문에 소집단 간 이해 충돌 및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해집단
간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리로 인해 상위 조직인 노동조합 자체의 단일
한 목표 설정과 상호 간 정체성 일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도입되는 부차적인 행정 시
스템은 자주적 결사체이자 대표적 합리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노동조합의 특성
상 조직의 운영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규모의
증가는 곧 조직 내 이질성과 다양성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견 조율과 의
사 합치를 위한 수렴과정에서 권한 위임과 간접적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필
요로 한다. 따라서 대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형성이 어렵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신속함이나 집단행동의 전개에 있어서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의 파업을 고려하더라도 결과의 방향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별노조 또한 마찬가지로 비대한 조직 내에서의 정
파주의 성격과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조합주의로의 전환, 조합원의 참여가
아닌 간부 위주의 노동운동(조효래, 2019)은 산별노조가 주체가 되는 파업에서
낮은 참가율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합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는 특징
을 보인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개별 파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는 점에 있다. 파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
는 개별 파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뉴스 기사를 통해 파업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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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여 개별 파업의 주체인 노동조합, 파업
의 지속기간과 참가자 수 등을 확인하여 조직 수준의 파업을 대상으로 실증분
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이론적 함의와 함께 실무적 시사점 또한 갖고 있다. 첫
째, 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행동의 전개는 일치된 합의와 단결된 목표를 기반으
로 해야 하므로 잦은 지도부 교체와 분파 간 경쟁을 야기하는 선거주의를 지양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통한 권력 확보에의 동기부여는 조직의 자원을
소모시키며, 각종 분파와 계파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의 논리
를 우선시하게 되어 조직 수준의 목표는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조직
강화와 구성원 간 대동단결이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
인이 속한 분파의 이해를 접고 노동조합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단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운영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
는 각종 제도나 정책 등은 오히려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일부 대공장 노동
조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제도적 수준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수렴하기 위해 구축하는 각종 대표시스템 등이나 사업의 종류
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분과위원회 등 하부 조직의 불필요한 난립은 내부적
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옥상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환경의 이점을 활용한다면 전체 구성원
들의 의견을 손쉽게 취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인호․장현석․박현순, 2019). 청와대 국민
청원과 같은 시스템은 노동조합 조직에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노동
조합 내부의 위기는 조합원으로 소속은 되어 있으나 집단행동에는 소극적인 개
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세대에 따른 분리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이정희, 2016). 따라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신상을 드러
내지 않고도 개별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의견 수렴과
집행 과정까지 불필요한 중간단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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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서 언론매체에서 생산한
기사를 통해 파업사건을 확인하고 파업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
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과정에서 선정한 11개 언론매체에서 보도하지 않은
파업 사건의 경우 표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택편의의 문제점이 있
다.4)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연도별 노사분규 건수와 본 연
구의 연도별 파업표본의 건수를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0.51
(p<0.1)의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표성 문제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를 통해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선택편의의 문제는 기존의 학자들로부터 자주 문제제기되어 왔다. 왜냐하면 언
론사는 사건을 보도할 때 보도가치를 우선으로 하는데, 그 보도가치를 결정하
는 것은 사회운동 조직의 규모와 조직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다
(Andrews & Caren, 2010). 그리고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고 동원 가능한 물리
적, 상징적, 인적 자원이 큰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은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에 비
해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Vligenthart
& Walgrave, 2012). 이와 같은 언론의 경향성으로 인해 가시화되는 파업과 그
렇지 않은 파업은 분리된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한 데이
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으나 조직
수준의 파업 실증연구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파업이란 사회현상은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가 원인이 되어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노동력을 생산수단과의 결합상태에서 분리하고 사용자의 노동력에 대한
지위 및 명령으로부터 노동자를 벗어나게 하는 상태로 정의(김동원 외, 2016)
된다. 파업이 결과론적 현상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노동자의 주장을 관철하

4) 11개 언론사에 한정하지 않고 본 연구가 설정한 기간 동안 모든 신문사 및 방송사에서
보도한 파업은 총 160건으로 확인되어 실제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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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집단행동이라는 점 그리고 제도적 절차상의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 이외
에 개별 파업은 매 사건마다 다양하고 복잡다단하며 개별적인 특수성을 지닌
다. 다양한 파업 사건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해 낸다는 것 자체가
파업을 주제로 한 실증연구의 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이나 노사분규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 또는 조직을 한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사례연
구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규모가 큰 노동조합 내
다양한 분파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규모가 갖는 효과와 그로 인한
오기능,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도 있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Black et al.(1997)과 Sayce et al.(2006)의 연구와 같이 활동
수준이 높고 영향력이 있는 소규모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하는 것
또한 파업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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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union size on strike activity
Shin Minju․Kim Dong-On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size of union on strike activities such as strike durations and participation
rates. Using the sample of 114 strikes of enterprise unions, results showed
that the size of union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strike duration and participation
rat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explan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ion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strike activities. Also, recent empirical
research on strikes has been constrained by data availability. This research,
however, overcomes the limitation of the strike study by using media coverage
reported by 11 media outlets.

Keywords : union size, strike duration, strike participation rate, siz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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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호)
▪ 다수준 접근을 통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 규명(남정민․전병준)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조용만)
▪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제도 효과성 평가
(박성재․김화순)
▪ 영국 산재보험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역할
에 관한 연구(유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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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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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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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정책방향 검토 : 집단적 노무제공 거

▪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류문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백경민․

호)

박기태)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 고성과 인적

향 : 형제 · 자매 · 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자원관리의 조절효과(이수현․석진홍․박

한 분석(양정승)

우성)

▪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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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김경희)
Disability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상호구성 :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Cho)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이정

▪ Legislative

Challeng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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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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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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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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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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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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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홍․박우성)

▪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 보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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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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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박은정)

에 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김동원)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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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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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대한 연구 : 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

▪자동화와 근로시간 관행(노용진)

를 중심으로(옥지호)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 정액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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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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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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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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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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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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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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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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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고성과자

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연구(권기욱)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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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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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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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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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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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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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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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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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임찬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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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준)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제도 인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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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취업자의 가구 및 일자리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자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박은선․김지범)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 직무만족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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