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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1. 연구의 목적
IMF 경제위기와 그 뒤를 이어 진행된 구조조정과정은 지난 고도성장기 동
안 형성되어 온 노동시장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완전고용
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 대기업 부문에서의 장기고용관행과 이에 따른 평생직
장 의식이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이었다면, 1997년 이
후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거대한 추세를 맞이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
고 있다. 대기업 부문의 장기고용관행이 퇴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생성과 소멸에 따른 노동의 이동도 매우 활발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률
7∼8%대의 고실업시대를 경험하였고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여
겨지는 시점에서도 4∼5%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고용의 불안정성
이 증가하면서 평생직장 의식도 퇴조하였다. 취업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
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 시대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으로 요
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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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속한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근로자
들은 남성과는 다른 특수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컨대 성별분
리가설(segmentation hypothesis)에 따르면 기존의 노동시장이 성별로 분리되
어 작동되었고 여성은 주로 주변적인 영역에 머물러 왔으므로 경제위기나 구
조변화에 덜 민감할 수도 있다. 심지어 대체가설(substitute hypothesis)이 함
의하는 바처럼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비절감을 원하는 고용주의 이해와 맞물려
여성의 고용은 특수한 영역에서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는 안전판가설(buffer hypothesis)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성은 호경기에
는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불경기에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예비적인 노
동자군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설들과 경제위기를 경험한 다른 나라
의 연구들은 여성노동시장은 남성과는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
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경험에 근거하여 경제위기가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인가 감
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결론은 경제위기와 여성의 고용 사
이에 어떤 일정한 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국가의 산업구조의 특성
과 역사적으로 결정된 가부장제의 영향력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
타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함의, 즉 경제위기가 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함의는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의 정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는 것이다(강이수, 신경아 1998).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통합 정도는 경제위기
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대응방식을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가령 여성의 노동
시장 참가율이 높고, 그러한 노동시장 참가가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
고 있는 경우,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은 노동시장 참여의 ‘역전 불가
능성’으로 인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강이수, 신경아 1998). 또한 여성들이 실
망실업자화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기보다는 노동시장 내에서 구직활동
을 지속함으로써 여성의 실업률을 높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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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도 높지 않고 노동시장 참가를 위한 제도적 뒷
받침도 미약할 경우, 경제위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남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
제위기로 인한 생활고가 하층계급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
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하층부에 저임금 여성노동력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에서 경제위기와 IMF 주도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여성노
동시장에 미친 효과는 바로 후자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정진성 외, 2000).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의 변
화를 ‘실업과 재취업’, ‘비정규직화’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I
장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 1998년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를 지적하고, 취업자와 실업자의 규모와 비율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한다.
여성취업자의 내부구성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Ⅱ장은 여성실업
의 문제를 전체적인 실업률의 증감의 문제가 아닌 실업탈출 가능성과 어떤 형
태로 탈출하게 되는가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제Ⅲ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우
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지적되는 ‘비정규직화’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의 증감 문제보다는 중요
한 비정규직의 유형별로 특징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2. 이론적 논의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에 따르면, 개인 또는 가족이 시간과 예산의 제약하
에서 효용(utility; 주로 소비와 leisure)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볼 때, 노동공
급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개인은 시장제안임금(market
wage or offered wage)이 유보임금(또는 의중임금 reservation wage)을 능가
하는 시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둘째,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보임금이
시장제안임금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노동시간을 결정한다(Nakamura and
Nakamura 1991). 즉 노동자는 추가된 노동시간 때문에 얻게 된 소비증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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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인 한계효용 증가가 추가적인 여가의 희생과 관련된 한계 비효용(marginal
disutility)과 같아지는 선에서 자신의 노동시간을 정하게 된다. 이 때 시장제안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임금이다. 신
고전주의 노동경제학의 전통에서 볼 때, 시장임금은 노동자가 갖는 생산성을
따르게 되는데 이 생산성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
로 본다. 실제 분석모델에서 임금은 주로 학력과 노동시장 경력(또는 이를 대
신하는 변수로서 연령)에 의하여 설명된다.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노
동자(또는 잠재적 노동자)가 기꺼이 일을 시작하거나 노동시간을 연장할 만큼
의 임금으로 정의된다. 달리 말하면, 노동시장 밖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이다.
경기의 순환에 따라 변하는 노동시장의 조건에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추가노동력가설(added worker hypothesis)’
은 실업률이 높을 때에는 남편의 소득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취업
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경제위기와 고실업시대에는 가족의 소득
이 감소하게 되므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
게 되고, 이럴 때 여가시간의 가치는 감소하고 유보임금(또는 의중임금
reservation wage)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여성들은 이전에 원하던 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도 기꺼이 취업을 원하게 된다.
‘취업포기(또는 실망실업)가설(discouraged worker hypothesis)’은 실업률이
높은 시장조건에서는 취업을 희망했던 여성들 중 많은 수가 구직을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는 시장임금(market wage)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인적자본을 가진 사람은 의중임금의 수준을 낮추어 하향취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자본이 부족한 사람은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특히 여성은 의중임금의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취업하는
대신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은데, 이것
은 여성의 경우 ‘임금노동’의 대안이 ‘여가(leisure)’가 아니라 ‘가사노동’이 되기
때문이다. 즉 가사노동은 여가보다는 임금노동을 대체하기가 쉽다. 달리 말하
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선택을 하기가 남성보다 쉽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두 가설이 불황 때 어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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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영향을 더 받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불황 또는 경제
위기가 고학력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일차적 노동자군(primary workers)’
에게 주로 영향을 미친다면 여성들의 추가적인 노동력 공급이 예상되지만, 반
대로 경제위기가 저학력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차적 노동자군
(secondary workers)’에게 있어서 그 타격이 더욱 크다면 인적자본이 취약한
여성을 중심으로 실망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은 ‘추가노동력가설’과 ‘실망실업가설’ 중 어느 한
편의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서로의 영
향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여
성의 취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추가노동력가설’이나 ‘취업포기(또는 실망실업)가설’이 주로 노동공급의 측
면에서 개인수준의 행위양식을 설명하려는 가설이라면,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시장의 연관기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가설들은 성별분리
가설(segmentation hypothesis), 안전판가설(buffer hypothesis), 그리고 대체
가설(substitute hypothesis)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Rubery, 1988; Humphries,
1988).
성별분리가설은 이념적 또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직업간 성별 분리의 존재
를 강조한다. 즉 직업영역에는 엄격한 성차별이 존재하며, 따라서 여성노동력
에 대한 수요는 여성중심적인 산업과 직업 부문에 의존한다. 여성고용은 경제
주기보다는 여성중심적 부문의 구조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여성고용은 경제주기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러한 직업간 성별 분리는
남성주도적인 영역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판가설에 따르면, 여성은 유연한 예비노동력(flexible reserve)으로, 호경
기에는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불경기에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 즉 여
성고용은 경제주기에 따라 주로 경제위기의 후기에(pro-cyclical) 큰 영향을 받
는다.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성 실망실업자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감으로써 낮아진다. 안전판
가설의 이론적 배경은 인적자원론이다. 그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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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비숙련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노동력의 이러한
특성은 불경기에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용주측의 이득을 감소시킴
으로써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업영역에서 여성노동력을 다른 노동력으로 대체
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안전판 기제’(the buffer mechanism)의 일부분이
다. 더욱이 여성의 노동력 공급은 노동 전반에 대한 요구에 의해 영향받으므로
여성의 실망실업률이 높아지고 여성노동력은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거
나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출당하게 된다.
반면 대체가설에 의하면,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고용주들은 경비를 절감하고
생산의 유연성을 올리도록 압박받게 되며, 따라서 남성노동력을 좀더 값싸고
유연한 여성노동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준다. 안전판가설과는 달리 경제위기하에서 여성고용은 반(反)주기적으로
(counter-cyclical trends) 움직이게 된다. 즉 경제위기하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고용은 오히려 증가되며, 가정영역에 속해 있던 여성노동자가 노동시장에 투
입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황기의 여성
고용의 증가는 노동시장에 존재해 온 성별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로 작
용한다.
그러나 여성고용과 경제위기에 관한 세 가설들은 여성의 고용이 특정한 역
사적․지역적 맥락에서 분석될 때 서로 보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노
동시장과 여성고용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판가설과 대체가설은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의 흐름, 좀
더 자세하게는 여성 예비노동력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고, 반면 성별분리가
설은 직업구조 안에서 여성노동력의 할당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경제위기에 여성노동시장은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
지 가설들은 모두 노동시장이 경제논리와 함께 사회 전반에 뿌리 박힌 ‘가부장
제의 원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
인 사회구조와 시장구조가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
며 변화할지는 개별 국가와 시기마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 그간의 연구들이
제기하는 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사회의 경험과 같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전체 노동시장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남성노동자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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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양식을 보이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지 않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
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제3세계 국가들의 경험과 같이 한편으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보수
가 낮은 주변적인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도가 낮고 사회 전반에 뿌리 박힌 가부장제
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만큼 후자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3.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가. 경제활동참가율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년대 이후 199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
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의해 주도된 것
이다. 남성의 경우는 오히려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여성의 경
우는 1963년 37%에서 1997년에는 49.5%까지 증가하였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의 감소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성의 경우는 지속
적인 증가추세가 극적으로 반전되어 1998년에는 1990년 수준인 47.0%까지 감
소하였다. 1999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아직 경제위기 이전의 수
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1998년에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0.4%포인
트 감소하였으나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절대규모는
약간(약 13만명)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경제활동참가율이 2.5%포인트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면서 절대규모 면에서도 33만명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
제활동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한 것은 경기의 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취업자수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Ⅰ-1> 연도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과 전체 실업자 중 여성의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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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남

성

여

성

실업률 경활참가율 실업률 경활참가율 실업률 경활참가율

여성실업자
비

율

1963

8.1

56.6

8.6

78.9

7.1

37.0

30.3

1965

7.3

57.0

8.3

77.6

5.4

37.2

25.4

1970

4.4

57.6

5.3

77.9

2.8

39.3

22.9

1975

4.1

58.3

5.0

77.4

2.5

40.4

22.0

1980

5.2

59.0

6.2

76.4

3.5

42.8

25.4

1985

4.0

56.6

5.0

72.3

2.4

41.9

22.7

1990

2.4

60.0

2.9

74.0

1.8

47.0

29.3

1995

2.0

62.0

2.2

76.5

1.7

48.3

33.2

1997

2.6

62.2

2.8

75.6

2.3

49.5

36.7

1998

6.8

60.7

7.6

75.2

5.6

47.0

32.7

1999

6.3

60.5

7.1

74.4

5.1

47.4

32.7

2000

4.2

60.7

4.7

74.0

3.4

48.2

33.2

자료 : 경제활동조사연보 , 각년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해 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
가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지 않은 편이다. <표 Ⅰ-2>는 1998년
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한 것이다. 산
업구조가 다른 각국을 단순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제약적이
기는 하지만, 한국은 비교대상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성의 참가율과의 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Ⅰ-2> 각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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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남 성

여 성

남성 - 여성

호주

73.0

82.1

63.9

18.2

캐나다

75.4

81.8

69.0

12.8

덴마크

79.3

83.5

75.0

8.5

프랑스

67.4

74.1

60.8

13.3

독일

70.1

79.2

60.9

18.3

이탈리아

57.8

72.0

43.9

28.1

일본

72.6

85.3

59.8

25.5

한국

64.0

77.9

50.3

27.6

노르웨이

80.8

85.5

75.9

9.6

스페인

63.1

77.7

48.7

29.0

스웨덴

82.3

90.1

75.5

14.6

멕시코

63.2

87.1

41.5

45.6

영국

75.9

83.9

67.8

16.1

미국

77.4

84.2

70.7

13.5

OECD 전체

69.8

81.2

58.7

22.5

주 : 1)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대별로 분해해 보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부분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Ⅰ-1]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5세
연령계층별로 분해하여 살펴본 것이다. 25∼34세에 속하는 집단의 경제활동참
가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이는 여성들이 결혼 전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출산 및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이
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단속성(斷續性)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25∼34세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많이 높아져 전체적인 연령계층별 참가율
은 보다 완화된 형태의 M자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경향 자체는 지
속되고 있다. 이는 결혼 후의 출산 및 양육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큰 장
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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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연령계층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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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197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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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0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자료 : 통계청, KOSIS Database.

IMF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1997∼99년의 자료를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연령계층과 학력별로 비교해 보았
다(표 Ⅰ-3). IMF 직후인 1998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까지 떨어져
2.5%포인트 감소를 나타냈다. 0.4%포인트의 감소세를 보인 남성에 비해서 여
성이 경제위기 직후 더 큰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를 경험한 것을 보여준다. 이
것은 여성이 IMF 이후 급속히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반면, 남성들은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잔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지난 수십년
간의 점진적인 추세라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급속한 감소라고 보기는 어렵
다. 그러나 여성은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해 온 것을
생각하면 경제위기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에 미친 영향이 매
우 컸다는 것이 곧 영향이 장기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의 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이 20대와 55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참가율이 크게 낮아
진 데 비해서, 여성은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에서 참가율이 크게 낮아졌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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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반과 50대의 참가율도 많이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
서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고실업사태에 따른 구직난으로
이들이 진학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을 연기한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
리고 50대 이상은 명예퇴직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해석할
<표 Ⅰ-3> IMF를 전후한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성별․연령별 변화

전 체
15 ∼ 19세
20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4세
45 ∼ 49세
50 ∼ 54세
55 ∼ 59세
60 ∼ 64세
65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997
75.6
8.6
56.9
88.1
96.7
97.0
96.2
94.6
91.0
84.9
73.4
42.4
65.3
57.1
81
94.5
91.8

남
1998
75.2
9.2
54.3
86.9
96.4
96.3
95.2
94.1
91.9
81.8
67.9
40.4
64.3
53.8
80
93.3
90.6

성
1999
74.4
10.6
53.1
84.2
95.4
96.1
94.4
93.0
89.9
81.0
65.5
40.2
63.4
53.5
79.2
93
88.3

1999∼97
-1.2
2.0
-3.8
-3.9
-1.3
-0.9
-1.8
-1.6
-1.1
-3.9
-7.9
-2.2
-1.9
-3.6
-1.8
-1.5
-3.5

1997
49.5
13.0
66.4
54.1
50.9
60.4
67.1
62.3
58.1
54.1
46.1
22.8
46.8
41.4
51.9
68.2
61.1

여
1998
47
12.0
61
51.8
47.3
58.5
63.5
61.5
55.2
51
45
19.9
43.9
40.1
48.4
65
56.7

성
1999
47.4
11.8
60.8
52.3
48.1
58.7
63.1
62.8
55.4
51.2
46.3
21.4
44.1
41.2
48.6
63.9
56.6

1999∼97
-2.1
-1.2
-5.6
-1.8
-2.8
-1.7
-4.0
0.5
-2.7
-2.9
0.2
-1.4
-2.7
-0.2
-3.3
-4.3
-4.5

자료: 통계청, KOSIS Database.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40∼44세, 그리고 30∼34세의 집단의 높
은 감소율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직장에서 밀려난 많은 기혼여성들이 실업자로
남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력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
나는 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
가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고졸 여성의 참가율도 크게 감소하였다.
나.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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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성별 실업률 추이

(%)
9.0

실업률 변화의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실업률은 1960년대 이후 고도성
8.0

장이 지속되면서
199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7.0
6.0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실업률은 4∼5%대를 나타내었으며, 1990년대 중반까
5.0
지 2%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1997년 말 경제위기로 인해 갑자기 증가하여
4.0

1998년에는
6.8%로 급증하였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에는 6.3%로
3.0
약간 하락하였고,
2000년 3/4분기 현재의 실업률은 3.6% 수준을 기록하고 있
2.0
1.0
다. 실업률의
변화 추세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990년대 중반까지 2%대
0.0

의 실업률을1993
보이다가1994
1998년에1995
7.6%까지
급증하였고
4.7%
1996
1997 2000년에는
1998
1999 수준
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은 모든 시점에서 남성에 비해서는 낮은 실업률을 나타
내고 있다. 심지어 1990년대 초반에는 1.7∼8%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러나 남성과는 달리 이미 1997년부터 실업률의 증가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98년에는 5.6%의 실업률을 보였다.
전체 실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관찰할 수 있는 추세는 중요한 시
사점을 던진다. 1965년 이래로 여성은 전체 실업자의 4분의 1을 크게 넘지 않
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증가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부터 여성실업자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
다. 1985년에 22.7%를 차지하던 여성실업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점
에 달한 1997년에는 36.7%까지 증가하였다. 여성의 참가율이 급속히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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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에는 여성실업자의 비율도 동시적으로 감소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 변화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Ⅰ-4>
와 같다. 이를 보면 성별을 불문하고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다. 이 연령
계층은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6.5%포인트의 증가를 보였다. 연령계층별 실업
률에서 드러나는 성별 차이는 남성의 경우 50∼64세 준고령층과 30∼49세 장년
층의 실업률이 별 차이가 없고 실업률의 증가폭은 50∼64세 연령계층에서 더 크
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여성은 30∼49세 장년층의 실업률이 50∼64세의 실업률
보다 훨씬 높으면서 경제위기 시기의 실업률 증가폭도 더 크다는 점이다.
<표 Ⅰ-4> 인구학적 특성별 실업률의 변화

연령

학력
혼인
상태

전 체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 이상
미혼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1997
2.8
6.4
1.9
1.5
0.7
2
3
3.2
7.3
1.5
3.2

남
1998
7.6
14.1
6.2
6
1.8
7.8
8.3
6.5
16.2
5.3
12.7

성
1999 1999∼97 1997
7.1
4.3
2.3
12.9
6.5
5
5.7
3.8
1.5
6.3
4.8
0.7
1
0.3
0.2
7.2
5.2
1
7.5
4.5
3
6.5
3.3
4.2
14.5
7.2
5.6
5
3.5
1.2
10.8
7.6
1.5

여
1998
5.6
10
4.6
2.7
1
3.9
6.6
7.4
10.9
3.9
4.2

성
1999 1999∼97
5.1
2.8
9
4
4.3
2.8
2.6
1.9
0.9
0.7
3.4
2.4
6.1
3.1
6.5
2.3
9.8
4.2
3.5
2.3
3.9
2.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학력별로 보면, 남성은 1997년에는 고졸 미만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약간 높았으나 경제위기 시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지고 고졸 또
는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자의 실업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기
간 동안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집단은 고졸 미만의 저학력층이다.
한편 여성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고졸 미만보다는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 학
력층의 실업률이 저학력 여성의 실업률보다 높았다. 경제위기 시기의 실업률
증가분은 고졸에서 가장 크지만 원래 고졸 미만 여성의 실업률이 1997년에 1%
였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고졸 미만 저학력 여성에게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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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자수의 변화
IMF 경제위기를 전후한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동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취업자의 수를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1997∼98년 사이에 남성취
업자의 수는 533천명 감소한 데 비해서 여성취업자의 수는 467천명 감소하였
다. 그러나 여성취업자의 수는 5,195천명으로 8,030명이었던 남성에 비하여 그
수가 적었으므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에 39.3%
에서 38.5%로 감소하였다(표 Ⅰ-5).
<표 Ⅰ-5> 성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남

성

여

성

여성비율(%)

1993

7335.05

4458.55

37.80

1994

7617.57

4707.8

38.20

1995

7904.86

4878.7

38.16

1996

8022.55

5042.27

38.59

1997

8030.07

5195.39

39.28

1998

7497.96

4692.59

38.49

1999

7570.26

4952.22

39.55

이렇게 여성취업자의 수가 격감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 시기에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였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도 고용조정으
로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던 시기였다. 이 때 여성근로자의 감소폭이 컸
다는 것은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가 경제위기시에 더 큰 타격을
받아 도산이나 인원감축이 많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개별 기업에서 고용조정
을 할 때 여성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인원감축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
다. 혹은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모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실증적인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림 Ⅰ-3] 취업자 중 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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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의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그림 Ⅰ-4), 남녀 모두 20대의 젊은
연령대의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지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대 초반 취업
자의 격감이 두드러진다. 그림상으로 보았을 때, IMF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
는 젊은 여성들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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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4] 남녀 연령별 취업자수 변화
남

성

1800
1997

1600

1998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5∼ 19

20∼ 24

25∼ 29

30∼ 34

35∼ 39
여

40∼ 44

45∼ 49

50∼ 54

55∼ 59

60 이 상

성

1200
1997
1000

1998

800

600

400

200

0
15∼ 19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이 상

라. 비정규직화의 추세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구성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았다(표 Ⅰ-6). 상
용근로자의 비중이 남녀 모두 IMF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중에
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에 5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남성은 60% 이상이 상용근로자에 분포되어 있다. 반면 여성의 경
우는 1999년에 단지 30.5%만이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30% 미만을 기록하였다. 이는 IMF 이후 2년간 무려 7.5%포인트나 감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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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4.5%포인트 감소한 남성에 비해서 그 감소폭 역시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남성의 경우 IMF 직후보다 1999년에 보다 많이 감소했다는 점이
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에서와 유사한 패턴인데, IMF 이후 구조조정이 시간
적으로 여성노동력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 먼저 일어났고, 이후에
남성노동력이 영향을 받는 분야로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을 1995년부터 살펴
보면 4년 동안 무려 12%포인트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서 IMF 경제위기 이전
부터 여성의 비정규직화 경향은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기간에 상
용근로자의 감소는 1995∼97년 사이에는 임시직 근로자의 증가와 맞물려 있으
며, 1998년과 1999년에는 일용직의 급속한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1995∼97년
사이에 임금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변화가 없으면서 상용근로자가
4.5% 감소하고 임시근로자가 4.5% 증가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화가 이루어진
반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임시근로자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은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가 7.1%포인트 증가하면서 상용근로자의 비중감소가 이루어졌다.
<표 Ⅰ-6> 종사상 지위별․성별 취업자의 구성

임금근로자
․취업자

상용근로자
․임금근로자

임시근로자
․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

1995

1996

1997

1998

1999

전 체

62.6

62.8

62.7

61.0

61.7

남 성

64.9

65.0

64.7

63.0

63.2

여 성

59.1

59.5

59.8

58.1

59.6

전 체

58.1

56.6

54.1

53.0

48.3

남 성

67.8

66.7

64.5

64.8

60.0

여 성

42.5

40.7

38.0

34.1

30.5

전 체

27.7

29.5

31.6

32.8

33.4

남 성

19.7

21.0

22.8

23.4

25.4

여 성

40.7

43.1

45.2

47.8

45.6

전 체

14.2

13.8

14.3

14.2

18.3

남 성

12.5

12.3

12.7

11.8

14.6

여 성

16.8

16.2

16.8

18.1

23.9

자료 : 통계청, KOSIS Database.
17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소 결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의 변
화를 ‘실업과 재취업,’ ‘비정규직화’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
는 것이다. 이 장은 이를 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
1998년에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를 지적하고, 취업자와 실업자의 규모와 비율
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여성취업자의 내부구성을 고용형태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취업자의 수는 IMF 직후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실업자가
된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경제활
동인구로 분류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에 여성의 실업률은 증가하였으나
남성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크게 감소하였다. 여성취업자
의 수는 크게 줄어들어서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취업자수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연령계층은 20대 초반 여성이
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아진 연령계층은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이
었다. 여성실업률의 증가는 청년층뿐 아니라 장년층에서도 매우 심각하였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가 두드
러지는 한편, 실업률의 증가 비율이 큰 것은 고졸 미만과 고졸의 저학력층이
었다.
경제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은 임시․일용직의 증
가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상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임시․일용직은
증가해 왔으나 이러한 현상은 IMF 이후 그 추세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여
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추세가 더욱 뚜렷한데 이는 주로
여성 일용근로자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즉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도
더 빠르게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향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여성실업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998년과
1999년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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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여성노동자들이 1999년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일터로 돌아왔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사실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의 정도나 경제위기가 여성
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은 1998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을 살
펴보는 것으로 충분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일자리에서 퇴출되거나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근로자들이 경기회복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다시 일자
리에 복귀하였으며, 어떤 형태로 복귀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IMF 경제위
기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
토한다.
여성의 비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질적인 집단
이 아니므로 비정규직의 주요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본 다
음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곧 여성의 문제이다. 남성 임금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
인데 비하여 여성은 임금근로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10명 중 3명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
안에는 임시직 근로자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문제, 더구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70%라는 비정규직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용역업체를 통한 간
접고용근로자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확산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여러 단
체나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도 상당부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문제에 관련한 각계의 입장도 드러났으나, 서로 입장의 차이를 확인했
을 뿐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가 기존의 연구들
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다거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
을 통일할 만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보
고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다시 한번 제기한다. 임시직 여성근
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규직 여성근로자와 비교하면서 집중
적으로 분석해 비정규직의 확산추세를 확인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의
실태를 확인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의와 범위의 문제, 특수고용근로자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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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고용의 문제,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반복계약의 문제 등 사
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연구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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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실업의 특성과 재취업*

1. 문제 제기
구조조정 또는 경제위기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
본 연구들은 이 시기에 여성노동자의 퇴출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음을 지적
하였다. 이 사실과 더불어 중요한 또 다른 발견은 여성의 실업률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남성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상당수의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로 전
환되었다는 것이다(정진성 외, 2000). 이러한 현상은 이론적으로는 실망실업가
설(discouraged workers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1)
우리나라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성역할 분리의식이 뚜렷한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의 정도
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여성노동자의 노
동시장 이탈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의지
가 강하고 산업구조가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여성노동력을 요구하는 경우, 그
리고 이러한 노동시장 참가가 제도로 뒷받침되는 경우, 여성은 안정적으로 노
동시장에 통합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꾸준히 증
가해 온 것은 사실이나 경제위기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여성의 노동시장 통
합의 정도는 매우 불안정한 수준이었음이 드러났다(정진성 외, 2000).
* 이 장은 호정화 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작업하여 제2차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실망실업(또는 취업포기)가설은 실업률이 높은 시장 조건에서는 취업을 희망했던 여성들
중 많은 사람이 구직을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성은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의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취업하는 대신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
우가 남성보다 많은데, 이것은 여성의 경우 ‘임금노동’의 대안이 ‘여가’(leisure)가 아니라
‘가사노동’이 되기 때문이다. 즉 가사노동은 여가보다는 임금노동을 대체하기가 쉽다. 달
리 말하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선택을 하기가 남성보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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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그 이후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
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하는 것이 다음에 제기하게 되는 질문이다.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던 여성노동자들은 1999년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일터로 돌아왔는
가? 사실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의 정도나 경제위기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은 1998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일자리에서 퇴출되거나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
성근로자들이 경기회복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였으며, 어
떤 형태로 복귀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IMF 경제위기가 여성노동자에게 미
친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 경기의
회복 또는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얼마다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
귀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경제위기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분석은 실업자와 취업
의사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의사 없는 순수한 비경제활동인구라는 세 집
단을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범주에 속한 여성과 남성의 행위양식을 비교함으
로써 여성의 실업탈출 또는 미취업상태 탈출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흔히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할 때, 경
제활동참여와 비참여, 또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왔다. 본 연구
는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다른 범주화를 사
용하려고 한다. 경제활동참여와 비참여, 취업과 비취업의 상태전환에 대한 연
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실망실업’ 또는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이 일
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망실업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실업자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나, 구직활동을 하
지 않는 이유가 ‘구직활동을 해보다가 실패한 경우’나 ‘구직활동을 하여도 일자
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일자리가 있으면 지금
이라도 취업하겠다고 대답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비경제활동인구와 다르며, 적
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업자와도 다르다. 실
망실업은 여성이나 고령자, 저학력자 등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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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특성이다. 실망실업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
유까지를 살펴보고 범주화하는 데 비해서 이보다는 조금 덜 철저한 개념으로
서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할 수 있
는 집단으로 ‘적극적으로 직장을 알아보고 다니지는 않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취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실망실업자를 포괄
하는 좀더 광범위한 범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을 고려할 때, 비경제활동인구를 크게 하나의
범주로 취급하는 것은 그 내부구성원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이며, 따라서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도 많지 않게 된다. 일
단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실제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류방식
은 ① 실업/실망실업/순수비경제활동이나 ② 실업/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
취업의사 없는 비경제활동이 된다. 각각의 범주의 여성은 구직의사나 구직행
위양식이라는 면에서 서로 다른 만큼 미취업상태에 머무는 기간이나 이를 벗
어나는 과정이라는 면에서도 서로 다를 것이다.
1998년에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여성들이 그 이후 어떤 경제활
동상태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업률이 최고조
에 달하고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화 추세도 매우 심각하였던 1998년에 미취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1999년 상태를 정지된 그림(snapshot)의 형태로 살펴보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들이 1999년 조사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제활동상태의 종류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섯 범주로 본다.
분석의 두번째 파트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와 신규 노동시장 진입
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취업상태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을 전이율(hazard
rate)의 개념을 사용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각각 미취업상태를
벗어날 전이율을 시점별로 비모수 추정을 하여 그래프로 그려 보았다. 이때 미
취업상태를 벗어나는 경로는 정규직 임금근로와 비정규직 임금근로, 비임금근
로의 세 가지가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경로를 통한 탈출률의 상대적
크기를 논의한다. 이 그림에 근거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경로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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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취업상태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하나의 가정
을 설정하고, 이 가능성(또는 전이율 hazard rate)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필자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서 경험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재취업 여부 또는 재취업의 형태라는 면에서 실업자와 취업의사 있는 비
경제활동인구, 취업의사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서로 다른 행위양식을 보이는
집단일 뿐 아니라 각 범주가 갖는 의미는 여성과 남성간에 서로 다를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미취업상태를 탈출하여 재취업할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여성
은 남성에 비해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상대
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시점에
서도 마찬가지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미취업상태를 벗어나는 경로는
여성과 남성간에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와 이론적 배경
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여성실업에 관한 기존 연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여성실업에 대한 분석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실업과 고용에 관해 집중되어졌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 집중되거나 인력수급 차원에서 유휴
인력의 활용의 대상으로서 접근하고 있다(김장호, 1999). 여기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의 과정(이행양식)에 관한 연구만을 정리하였다.
권혜자(1997)는 대우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노동력간의 이행확률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확률은 남성이 65.9%, 여성이 41.4%로
나타난 반면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은 여성이 40.0%, 남성이
15.9%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실업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할 확률은 남성
보다 낮은 반면,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확률은 남성보다 높게 나
타났다(김우영, 1999, 재인용). 또한 그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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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하에서의 성별 실업률과 ILO 방식의 실업 개념의 문제점을 제기하였
다(권혜자, 1999).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통계에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보다 높았던 적은 없었으며, 성별 실업률 격차는 1986년 이후 전반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7년 말의 경제위기 동안 다시 확대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남성실업률의 확대는 현재의 ILO 방식에 근거
한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여성의 실업률이 과소포착되었기 때문이다.
ILO 방식에 따른 실업자 정의의 문제점은 첫째, 현재의 실업률 통계에서는 조
사기간 1주간의 구직경험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구직을 하였더라도 조사기
간 1주간 다른 일이 있어 구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인구에 포함되며, 이 경우 실업률은 실제보다 과소포착된다. 둘째, ILO
방식에 의하면 실망실업자가 포착되지 않으며,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존재하는 실망실업자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실업률은 과소포착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ILO 방식 실업률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권혜자는 ‘즉각적인 취업의
사를 가진 비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을 사용하여 사실상의 실업률을 구하였다.
취업의사를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
이라도 (직장)일이 있다면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공식적인 실
업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업자를 합하면, 1999년 현재 공식적 실업자와 취업
의사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률은 남성 10.8%, 여성 15.2%로
오히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김장호(1998)는 지금까지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의 하나로 여
성의 경우 취업과 실업간의 통상적인 이행경로보다는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
의 이행경로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1998년)의 성별
실업률 격차의 축소는 여성의 이행패턴이 보다 통상적인 형태인 취업-실업경
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한 노동시장 이행
확률모형의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에 의하면, 아직까지 남녀간에 노동력
이행확률의 형태에 있어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형태상의 차이는 남녀
간 실업률 격차 발생의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
업과 실업 사이의 통상적인 경로보다는 바로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어
지는 경로가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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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도가 낮고 일단 취업에서 이탈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퇴장 가능성이
높으며,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의 적극성이 남성에 비해 낮으며
비경제활동으로 퇴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동패턴의 차이는 여성의 공
식적 실업률이 남성에 비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부분은 적절한 취업기회만 부여되면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실업자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해 준
다. 또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실망노동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부분이 잠재실업자임을 암시하는 것
이다.
그러나 노동력 이행확률 추정결과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잠재
실업화 현상은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다. 즉 취업이나 실업의 위치에서 비경제
활동인구로의 유입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1997년의 여성실업률이
이전에 비하여 급증하게 된 중요한 유량 측면에서의 원인은 여성의 취업유입
률이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성공률이 떨어지고 실업유입률이 크게 상
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젊은 연령층 여성의 평균학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노
동시장 참가가 확대되고 구직활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는 패턴으
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홍(2000) 역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1999년 월별 평균치를 기준
으로 경제활동상태별 노동력 이행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취업정착률은
남성은 97.1%, 여성은 95.1%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낮았고, 반면 기대취업기
간은 남성 34.5개월, 여성 20.4개월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당히 짧았다. 취업에
서 실업으로 이동할 확률은 남성 12.0%, 여성 0.9%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업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할 확률은 남성 24.6%, 여성 25.6%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할 확률은 남
성 8.0%인데 비해 여성은 16.4%로 2.5배나 높았다. 또한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로부터 유입할 확률(21.2%, 남성 11.2%)이 실업에서 유
입할 확률(18.4%, 남성 18.8%)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현재 비경제활동상태
에 있는 여성 중에서 경기가 호전되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집단이 남성
보다 훨씬 많음을 나타낸다. 즉 우리나라가 외국과는 달리 여성실업률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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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보다 낮은 특징을 보이는 이유를 여성들이 취업에서 실업상태로 이행하
는 확률보다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 확률이 남성보다 높은 데 기인한다고
결론 내린다.
나. 여성의 노동이동 결정요인
1) 연 령
인구학적 변수로서의 연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
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방하남, 장지연, 2000). 무엇보다 여성의 경우 연령
은 경제활동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혼, 출산 등과 같은 가족형성의
여러 단계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결혼과 출산 연령을
전후로 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하여 육아기간 동안 노동시장 밖에서 머문
후 일부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일부는 장기간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무
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젊은 연령층(cohort)에서는 이러한 노동시
장 참여율의 양봉구조(bimodality)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혜자(1997)와 김우영(1999)의 분석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률은
단조적으로 하락한다. 특히 실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동할 확률은 연령과 반
비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취업의
기회가 감소한다는, 즉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유연하지 않다는 기존의 생각
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미취업에서 취업
으로의 전환에 대한 방하남과 장지연(2000)의 연구에서도 젊은 코호트일수록
이전 코호트에 비하여 미취업에서 취업상태로 전환될 전이율이 높게 나왔다.
젊은 코호트는 취업상태에 있을 때 직장을 그만두기도 쉽지만 미취업상태에
있을 때는 새로 취업하기도 쉽다. 이러한 추세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뚜렷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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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과 출산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물론
여성의 고용지속 정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젊
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행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결혼-출산 후
비고용상태 혹은 노동시장 퇴장상태에서 고용상태로의 빠른 복귀(reentry)이
다(방하남, 장지연, 2000). 결혼과 출산이 고용상태에서 비고용상태로의 퇴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의 젊은 세대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그 반대과정, 즉
비고용상태에서 고용상태로의 재진입 속도는 최근의 젊은 세대 가운데서 훨씬
빨라져 결혼과 출산 후에도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병행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을 암시해 준다.
15세 이후의 취업․비취업 주기(spell)를 대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대해 분석한 김영옥(1998)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에 비해 결혼과 출산으로 비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집단은 취업으로의 이행률이 현저히 떨어져 비취업상태
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나 본격적인 출산과 양육기간이 지나면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점차 활발해진다. 김우영(1999)
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한 실업자는 미혼인 실업자보다 실업상태로 남을 확률
이 높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할 확률은 낮게 나타난다. 이는 부양가족에 대
한 책임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결혼한 사람은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귀착력이 더 높을 수 있다.
3)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
진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상태에서 실업으로의 이동률이 낮고 실업이
되었을 경우라도 재취업률이 높아 결과적으로 교육과 고용지속성은 정(正)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은 생애주기와 맞물려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초혼-초산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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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 일찍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안게 되어 학교를 마친 후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경력을 쌓기 힘들며 그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에 비해 이중으로 불
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방하남, 장지연, 2000). 그러나 여성의 경우 학력이 취
업으로의 이행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한 패턴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다(김우영, 1999).
김우영(1999)의 연구에서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를 비교하였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실업에서 취업
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으며,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김영옥(1998)의 연구에서는 중졸 이하와 고졸학력의 여성은 상이한 노
동시장 진입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고졸학력 여성의 경우 비취업상태에서의
탈출확률이 고졸 미만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졸 학력자의 경우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취업경험과 직종 등
구조적 변수를 부가하게 되면 학력의 효과는 반전되어 나타난다. 즉 동일한 과
거경험과 직종을 가질 때 중졸 여성에 비해 전문대졸 여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못하는 한편 고졸 여성의 비취업 지속기간은 길어진다. 방하남과 장지
연(2000)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미치는 영향력
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 영향력이 크지도, 또한 성별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할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
을 비교할 때에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와 분석모형
가.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자료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의 1차(1998년)와 2차(1999년) 조사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
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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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
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2개년도에 걸친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가구
원 개인들의 생애과정(life course)에 걸친 단계별 변화와 이동의 이력(履歷),
특히 학교 교육력(schooling history), 취업력(work history) 혹은 노동시장 이
동(labor market transitions)과정을 포착한 부분이다.
분석대상자는 1998년 1차 조사 당시 미취업자이면서 1999년 2차 조사에 응
답한 총 5,733명이다. 분석대상은 크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었으
며, 비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었다. 여
성실업자의 특성을 좀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실업자를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주일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1개월 이내
에는 구직활동을 한 사람이거나,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알
맞은 일거리가 있다면 일을 하겠다고 취업의사를 밝힌 사람이다.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취업의사
도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5,733명 중 1998년 1차 조사 당시 실업자는 951명으로 16.6%
이다.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활인구는 21.0%이며,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활인구
는 62.4%로 가장 많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34.4%, 여성이 65.7%로 여성
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11.7%로 남성
의 25.9%보다 14.2% 낮다. 반면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활인구는 여성이 22.0%,
남성이 19.2%로 남성보다 약간 높고,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활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아 66.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실업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활인구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여성은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는 반
면, 남성은 과반수인 52.1%가 15∼29세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남성 미취업자
의 상당부분이 취업연령 이전의 학생인구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2) 실업자의
2) 1차 조사 당시 남성 미취업자 중 현재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경우는 1,209명으로
전체 남성 미취업자 2,527명의 4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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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 40대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남성
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24.3%를 차지하여 여성보다 고연령 실업자가 많다. 취
업의사가 있는 비경활인구는 여성의 경우 실업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 과반
수 정도가 30대, 40대에 집중되어 있고 50대 이상의 비율은 17.3%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은 오히려 30대, 40대가 19.1%에 불과하며, 15∼29세와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30대, 40대 연령층을 경제활
동상태별로 구분한 분포를 보더라도, 여성의 경우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
동인구가 30대, 40대 미취업자의 52.2%를 차지하는 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30
대, 40대 미취업자의 60.6%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이다. 취업의사가 없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30대, 40대의 비율은 5.1%로 떨어진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50.9%가 고졸 미만 학력자이다. 그러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은 여성이 19.1%, 남성이 27.8%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학
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 이상 학력자를 전체로 하여 경제활동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16.1%가, 남성은 27.3%가 실업자로서 전문대 이상 남성의 실
업률이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여성 미취업자 중 기혼 유배우자의 비율은
59.0%로 가장 높지만, 남성 미취업자는 기혼 유배우자의 비율이 41.2%로 여성
보다 20% 가까이 낮고, 미혼자의 비율이 53.8%로 가장 높다. 실업자의 경우,
여성은 55.2%가 기혼 유배우자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미혼자로 31.8%이다. 남
성 역시 실업자의 57.2%가 기혼 유배우자이다. 기혼 유배우자의 비율은 취업
의사가 있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68.3%로 높아진다.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56.5%가
기혼 유배우자인 반면, 남성은 64.3%가 미혼자이다. 가구주 여부별로는 여성의
경우 미취업자 중 가구주의 분포가 8.0%인 반면, 남성은 42.0%이다. 여성실업
자 중 가구주인 비율은 12.0%로 높게 나타난다. 남성 역시 실업자 중 가구주의
비율은 60.4%로 가장 높다.
1998년과 1999년의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1998년 실업자의
38.1%는 1999년에는 임금근로자가, 7.0%는 비임금근로자가 되었다. 즉 전체
실업자의 45.1%가 취업자로 전환에 성공하였다. 실업탈출률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 여성의 경우는 37.4%가 취업자로 전환되었지만, 남성의 경우는 과반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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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취업자별로는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율이 남녀 모
두 80% 이상으로 높다.
<표 Ⅱ-1> 1998년 조사 당시 성별․경제활동별 인구배경 분포
여
전체

실업

3,765
441
(100.0) (11.7)
(100.0) (100.0)
15∼29세
1,326
173
(35.2) (39.2)
30∼49세
1,245
192
연령
(33.1) (43.5)
50세 이상
1,194
76
(31.7) (17.2)
고졸미만
1,917
163
(50.9) (37.0)
1,129
162
교육 고졸
수준
(30.0) (36.7)
전문대이상
719
116
(19.1) (26.3)
미혼
982
140
(26.2) (31.8)
243
혼인 기혼 유배우 2,211
상태
(59.0) (55.2)
기혼 무배우
557
57
(14.9) (13.0)
가구주
302
53
( 8.0) (12.0)
가구주
여부 비가구주
3,463
388
(92.0) (88.0)
전 체

1)

주 : 1) 혼인상태가 모름/무응답인 15case 분석에서 제외함.
2) 혼인상태가 모름/무응답인 5case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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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남
성
유취업 무취업
유취업 무취업
전체
실업
의사
의사
의사
의사
828 2,496 1,968
510
377
1081
(22.0) (66.3) (100.0) (25.9) (19.2) (5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2
871 1,025
191
156
678
(34.1) (34.9) (52.1) (37.5) (41.4) (62.7)
403
650
322
195
72
55
(48.7) (26.0) (16.4) (38.2) (19.1) ( 5.1)
143
975
621
124
149
348
(17.3) (39.1) (31.6) (24.3) (39.5) (32.2)
298 1,456 1,037
178
150
709
(36.0) (58.3) (52.7) (34.9) (39.8) (65.6)
320
647
411
190
105
116
(38.6) (25.9) (20.9) (37.3) (27.9) (10.7)
210
393
520
142
122
256
(25.4) (15.7) (26.4) (27.8) (32.4) (23.7)
207
635
1056
195
168
693
(25.0) (25.6) (53.8) (38.3) (44.7) (64.3)
565
1403
808
291
194
323
(68.3) (56.5) (41.2) (57.2) (51.6) (30.0)
55
445
99
23
14
62
( 6.7) (17.9) ( 5.0) ( 4.5) ( 3.7) ( 5.8)
52
197
826
308
196
322
( 6.3) ( 7.9) (42.0) (60.4) (52.0) (29.8)
776 2,299 1,142
202
181
759
(93.7) (92.1) (58.0) (39.6) (48.0)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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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서 계속 실업자로 남아 있는 경우 역시 성별 차이가 있어 여성은
9.3%가, 남성은 그보다 많은 16.1%가 계속 실업자로 남아 있다. 실업자에서 비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1998년 당시 여성실업
자의 53.3%가 1999년에는 비경활인구로 전환되었으며, 반면 남성은 32.2%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다. 즉 여성의 경우 실업탈출률, 즉 실업에서 취업
으로의 전환율은 남성보다 낮고,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율은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계속해서 실업으로 남아 있는 확률은 기존의 연구에
비해 매우 낮다.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는 실업자에 비해 취업자로의 전환
폭은 작아져 여성의 28.2%, 남성의 33.2%가 취업자로 전환하였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로의 전환율보다 취업자로의 전환율이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15.3%가, 남성은 20.5%가 취업자로 전환한 데 비하여 실업
자로의 전환율은 여성은 2.7%, 남성은 5.1%에 불과하다.
<표 Ⅱ-2> 1998년 미취업자의 1999년 경제활동상태 분포
(단위 : 명, %)

1999년
경활상태

1998년
경활상태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유취업의사
무취업의사

여
전체
3,675

실업
441

성

남

유취업 무취업
의사 의사
828

2,496

전체
1,968

실업
510

성
유취업 무취업
의사
의사
377

1,0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27

142

191

194

399

220

95

84

(14.0)

(32.2)

(23.1)

(7.8)

(20.3)

(43.1)

(25.2)

(7.8)

147

23

42

82

102

44

30

28

(3.9)

(5.2)

(5.1)

(3.3)

(5.2)

(8.6)

(8.0)

(2.6)

132

41

40

51

163

82

42

39

(3.5)

(9.3)

(4.8)

(2.0)

(8.3)

(16.1)

(11.1)

(3.6)

340

64

124

152

179

56

66

57

(9.0)

(14.5)

(15.0)

(6.1)

(9.1)

(11.0)

(17.5)

(5.3)

2,619

171

431

2,017

1,125

108

144

873

(69.6)

(38.8)

(52.1)

(80.8)

(57.2)

(21.2)

(38.2)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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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항로짓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1999년 경제활
동상태를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하여 횡단면적으로 분
석(cross-sectional analysis)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이율(hazard-rate) 개념을
도입하여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다시
비모수(nonparametric)추정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이율의 변화를 유
형화하는 것과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의 모수추정을 통하여 전이율의 증가
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 내는 과정으로 나뉜다.
다항로짓모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logitij = log [ πij / πij ]
우리의 분석모델에서 i는 한 설명변수의 변수값이고, j는 여성의 경제활동상
태를 나타내는 변수값이다. 예컨대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상태를 실업, 취
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 취업의사 없는 비경제활동의 3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면, 어떤 여성이 취업의사 없는 순수한 비경제활동상태(변수값=3)로 있지 않고
실업자의 상태로 있을(변수값=1) 가능성은
logiti1 = log [ πi1 /πi3 ]
로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비경제활동상태(변수값=3)로 있지 않고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날(변수값=2) 가능성은
logiti2 = log [ πi2 /πi3 ]
로 표시할 수 있다. 우리가 다항로짓분석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모델은
logitik = αik + xiβ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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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αik는 상수항의 모수(parameter)이며 βk는 회귀계수(regression
parameter)이다. 설명변수로는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수, 가
구주 여부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건강상태, 가족의 소득수준, 이전 직장의 특
성 등의 변수를 포함시켰다.
다. 사건사분석
1) 기본모형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은 장기간에 걸쳐 관찰된 자료를 가지고
전이율(hazard rate)의 변화를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사건사분석은 어느 특
정한 시점에서 관찰되는 정태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이용하는 분석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관찰된 종단면 자료
(longitudinal data)를 전제하며 분석의 틀에 시간이라는 축을 도입하는 분석방
법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 포함된 관찰된 사례들의 경제활동상태의 전환은 [그림
Ⅱ-1]과 같은 방식으로 관찰된다. 이 사례는 이전에 취업한 적이 있으나 1998
[그림 Ⅱ-1] 경제활동상태 전환의 관찰사례
상태공간
b
비경활

b'

실업

취업

b''

c

a

d'

1998년 조사

d
d''

1999년 조사

관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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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으며 얼마 후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하여 실업상
태에 있다가 취업하여 1999년 조사에는 취업자로 포착되게 된다. 이후 얼마 동
안은 취업자로 있다가 그 상태가 변할 수 있으나 1999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관찰은 중지된다. 그림에서 a와 d는 취업기간(주기, spell)을 나타낸다. b는 비
경제활동주기이며 c는 실업주기이다.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주로 어
떤 사건(event)의 전이율(hazard rate; 재해율 또는 순간전환율)이다.3) 전이율
이란 어느 시점까지 사건(event)을 겪지 않은 사람들(또는 표본들) 중에서 그
시점에 사건을 경험하게 될 순간적인 확률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

r jk = lim

△t→0

P jk (t, t + △t)
△t

3) 재해율과 관련되는 통계적 개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사망과 같이 하나의 출발점과 하나의 종착점을 가진 전환과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자.
여기서 T는 사망이 일어난 특정한 나이를 가리키고 t는 일반적인 나이이다.
PDF(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t) 각 시간 단위에서 사망이 일어날 확률
CDF(Cumulative Probability function of Death): F(t) = Pr[T<t]
survivor functions: S(t) = 1 - F(t) = Pr[T>t] 사망이 t세까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
hazard rate이 다른 개념과 갖는 관련성은 r(t) = f(t)/(1-F(t)) = f(t)/S(t)
Waiting time이나 survivor probability, number of event 등 실제 관찰가능한 개념들도
있는데 hazard rate같이 실제로는 관찰가능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보편성 면에서 hazard
rate이 더 우월하다. 우리가 hazard rate을 알면 앞서 언급한 모든 terms로 전환이 가능하
나 그 반대방향으로의 전환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둘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hazard rate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예를 들어 55세까지는 사망할 위험이 달랐
으나 55세 이후에 사망할 위험이 똑같은 두 집단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survivor,
integrate hazard, expected duration 등은 55세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다르게 나
타나는 반면, hazard rate은 55세까지는 다르게, 55세 이후는 같게 나타난다. 셋째, 반복적
인 전환이 가능한 과정(multiple transitions)을 분석할 경우 hazard rate을 다루기가 다른
terms를 다루는 것보다 쉽다(Wu(1992).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의 Didactic
Seminar 자료 참고).
4) The limit of a transition probability per unit of time when the time interval is
infinites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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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 jk (t, t ＋ △t)는 t 시점에서 j 상태에 있다가 t ＋ △t 시점에 k 상태
로 변화하게 될 확률이다. 사건사분석의 기본적인 모델은 전이율이 시간의 흐
름과 각 표본의 관찰된 특성들에 따라 설명되는 것으로 본다. 즉,
r(t | xi(t)) = q(t) exp(b1ix1i(t) + b2ix2i(t) + …)
여기서 q(t)는 시간의 흐름의 영향을 표시하는 부분이며, xi(t)는 각 응답자
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2) 상태공간의 정의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은 출발점(origin)과 종착점(destination)에서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상태공간(state space)을 정의한다. 기본
적으로는 출발점과 종착점 사이에 단 한 번의 전환과정(transition)만이 존재하
는 과정을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상태에서 취업에 이르는 기간에 대
한 분석이 그러한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은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하여 미취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임금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비임금근로자
가 될 수도 있다는 모형, 즉 competing-risk model을 분석한다.
임금근로
미취업상태
비임금근로

3) 기간의존성(duration dependence) 함수에 대한 가정
기본모형의 식에서 q(t)는 전이율이 초기 시점으로부터 흐른 시간에 따라 어
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낸다. 이 q(t)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건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의 하나이다. q(t)는 특정한 function이라는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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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인데 흔히 exponential, Weibull, Gompertz, Makeham, log logistic, log
normal 등이 선택된다. 시간의존성의 함수에 대한 선택이 어려울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는 Cox's model이다. 콕스분석은 시간의존성에 대한 함수
를 가정하지 않고, 따라서 q(t)에 대해서 추정(estimation)도 하지 않는다. 무리
한 가정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전이율의 시간의존성에 대해서 설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단지 기본전이율(baseline hazard rate)이 설명변수의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ox's model과 Peicewise Constant Exponential model을 활용하였다.
4) 설명변수(covariates)와 관련된 가정
본 분석은 또한 각각의 설명변수가 전이율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가정, 즉 비례가정(proportionality
assumption)에 근거한다. 전이율, r(t, x)가 proportional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설명변수, x의 서로 다른 두 변수 값에 따른 두 전이율 r1(t, 1)와 r2(t, 2)
의 비(ratio)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constant)는 뜻이다
(그림 Ⅱ-2). 즉 설명변수의 영향은 전관찰기간을 통해서 일정한 만큼씩
(constant multiple) 재해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예를 들면 학력이 이
직에 미치는 영향이 근속년수가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 모두에게 같다는 가정
이다.5)

5) 그런데 만약 고용기간의 초기단계에서는 고졸자의 이직이 대졸자보다 빈번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학력간의 이직률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
라면 proportionality 가정이 성립될 수 없다. [그림 Ⅱ-2]의 재해율을 나타내는 두 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것은 time-varying covariates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로
서 parameter(b's)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실제 사건사분석의 거의
대부분이 철저한 검증이 없이 proportionality assumption을 쓰고 있지만 더욱 견고한 분
석을 위해서는 이 모델의 사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이를 위하여 모수적 분석
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 설명변수의 변수 값에 따라 나눈 하위 집단의 재해율을 시간대별
로 구해 보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proporitonal model과
non-proportional model을 통계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도 있다(Chang 1997,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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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Proportional model에서 observed population heterogeniety
ln(rate/time)
x=1

x=0
b
q(t)

time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①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
녀수,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등 인구학적 배경변수들과 ② 총노동시장 경력,
직업전환 횟수, 미취업기간의 수, 총미취업기간 등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나
타내는 변수, 전직/신규실업 여부 그리고 ③ 전직실업의 경우는 이전 직장의
특성으로서 업종과 직종, 비정규직 여부, 임금수준 등을 사용하였다. 이 변수들
은 비가변변수(fixed covariates)로 처리되었다.
4. 1998년 미취업자의 1999년 경제활동상태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던 여성노동자들이 1999년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일터로 돌아왔는가 하
는 것이다. 1998년 당시 여성은 실직하는 경우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남기도
하지만 실직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여 비경제활동인구화하
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본 연구는 1998년 미취업자의 상황을 실업과 취업의
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표 Ⅱ-3>은 본격적으로 1998년 미취업자의 1999년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1998년에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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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응답자특성별 미취업상태에 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1998)
남

자

logit(a/c)
상수항

여

logit(b/c)

**

0.58(0.21)

0.17(0.21)

자

logit(a/c)
0.18(0.21)

전

logit(b/c)
-0.28(0.18)

여성

체

logit(a/c)

logit(b/c)

**

0.37(0.14)

-0.13(0.13)

0.25(0.05)***

-0.08(0.04)*

연령(50세 이상)
*

***

15∼29세

-0.06(0.17)

-0.28(0.18)

-0.09(0.13)

-0.21(0.10)

-0.09(0.09)

-0.32(0.08)

30∼49세

1.18(0.12)

0.81(0.13)

0.60(0.09)

0.56(0.07)

0.74(0.06)

0.57(0.06)

-0.80(0.08)

-0.82(0.08)

-0.44(0.08)

-0.41(0.06)

-0.55(0.09)

-0.55(0.05)

학력(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
고졸

0.51(0.09)

-0.49(0.12)

*

0.12(0.08)

0.12(0.06)

-0.56(0.05)

0.33(0.06)

0.59(0.12)

0.46(0.11)

-0.22(0.05)

1.05(0.06)

0.18(0.22)

0.08(0.17)

-0.44(0.05)

0.20(0.16)

0.48(0.11)

0.03(0.15)

0.20(0.10)*

가구주 여부(비가구주)
가구주

0.49(0.12)

0.27(0.12)*

혼인상태(이혼사별)
미혼
기혼 유배우
자녀(있음)

*

-0.69(0.31)

***

-0.15(0.36)
*

0.70(0.20)

0.49(0.22)

-0.01(0.14)

-0.25(0.23)

-0.08(0.26)

-0.17(0.15)

-0.30(0.11)** -0.45(0.09)

-0.56(0.11)

-0.34(0.11)

-0.76(0.14)

-0.33(0.10)

-0.29(0.10)**

가구내 근로소득자(있음)
없음
가구소득
n
-2 log likelihood

-0.18(0.04)

**

-0.15(0.04)

-0.28(0.04)

***

-0.69(0.08)

***

-0.24(0.03)

-0.11(0.03)

-0.34(0.07)
-0.13(0.02)

2,456

4,232

6,688

4239.9632

6891.7363

11304.776

주 : 1) ( )안은 표준오차
*
P<.1
** P<.01
*** P<.001
2) a = 실업
b = 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c = 취업의사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원자료, 1998.

1998년 조사 당시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1999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것이 <표 Ⅱ-4-1>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대신 임금 또는 비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 실업자로 남아 있
을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가구주인 경우 정규 또는 비정규 임금근로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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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을 가능성이 가구주가 아닌 사람보다 높다. 연령이 15∼29세의 청년층일
경우 50세 이상 중고령실업자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지 않고 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30∼49세의 장년층으로서 1998년에 실업자였던 사람은 그
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해서 1999년에 비정규근로자나, 자영업자, 또는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은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혼인상태, 자녀 유무는
1998년 실업자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지 않고 실업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1998년 조사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1999년 경제활동상태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표 Ⅱ
-4-2>에 제시하였다. 1998년에 실업자였던 집단과는 달리 이 집단의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지 않고 정규 또는 비정규 임금근로자로 변화할 가
능성 면에서는 남성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비임금근로자가
되거나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남성보다 낮았다. 가구주의 경우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남아 있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미혼인 경우는 기혼자보다 정규 또는 비정규 임금근로자가 되기 쉬우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상태로 남아 있지 않고 비정규근로자가 되거
나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낮았다.
1998년 당시 취업할 의사가 없었던 미취업자의 1999년 경제활동상태 결정요
인분석은 <표 Ⅱ-4-3>에 제시하였다. 이 집단의 여성이 구직활동을 새로 시
작하여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남성보다 낮았으나 1999년에 이들이 임금근로자
가 되어 있을 가능성은 남성보다 높았다. 가구주는 비가구주에 비해서 임금근
로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장년층 인구는 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
이 중고령자 계층보다 높으며, 비임금근로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은 장년층에
서 가장 높다. 이 집단에서 고졸 미만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상태를 탈피하여 취
업 또는 실업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고학력층보다 낮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상태를 탈피하여 취업 또는 실업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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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1> 1998년 실업자의 1999년 경제활동상태

상수항

logit(a/e)

logit(b/e)

logit(c/e)

logit(d/e)

*

*

-0.86(0.38)

-0.61(0.35)

-2.79(0.58)

-0.53(0.41)

-0.30(0.12)*

-0.28(0.12)*

-0.60(0.27)*

-0.41(0.14)**

0.33(0.15)*

0.42(0.15)**

0.05(0.28)

0.25(0.18)

0.69(0.25)**

0.70(0.24)**

0.27(0.38)

0.32(0.28)

성별(남성)
여성
가구주 여부(비가구주)
가구주
연령(50세 이상)
15∼29세
30∼49세

*

*

0.19(0.16)

0.26(0.15)

0.54(0.23)

0.38(0.17)*

0.01(0.16)

0.13(0.15)

-0.10(0.22)

-0.15(0.18)

-0.12(0.14)

-0.18(0.13)

0.13(0.20)

0.14(0.15)

-0.04(0.37)

-0.31(0.40)

-1.03(0.70)

0.56(0.56)

학력(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
고졸
혼인상태(이혼사별)
미혼
기혼 유배우

**

0.02(0.23)

-0.10(0.23)

1.07(0.42)

-0.13(0.33)

-0.16(0.28)

0.17(0.29)

0.18(0.43)

0.26(0.42)

없음

-0.16(0.21)

0.03(0.19)

0.34(0.25)

-0.45(0.27)*

가구소득

-0.07(0.07)

-0.06(0.06)

0.02(0.08)

-0.23(0.08)**

취업경험 없음

-0.43(0.14)**

-0.37(0.16)*

-0.17(0.29)

-0.25(0.16)

자녀 있음
가구내 근로소득자(있음)

n
-2 log likelihood

930
2478.0757

주 : 1) ( )안은 표준오차.
*
P<.1
** P<.01
*** P<.001
2) a = 정규 임금근로
b = 비정규 임금근로
c = 비임금근로
d = 실업
e = 비경활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원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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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2> 1998년 취업의사 있는 비경활인구의 1999년 경제활동상태
logit(a/e)
상수항

logit(b/e)
**

logit(c/e)

logit(d/e)

-2.10(0.46)

-1.02(0.37)

-2.57(0.50)

-1.01(0.42)

-0.15(0.13)

-0.04(0.13)

-0.39(0.22)*

-0.37(0.16)*

0.41(0.19)*

0.30(0.17)*

0.10(0.25)

0.38(0.22)*

0.61(0.27)*

0.09(0.25)

-0.47(0.35)

0.10(0.32)

성별(남성)
여성
가구주 여부(비가구주)
가구주
연령(50세 이상)
15∼29세
30∼49세

**

**

0.59(0.19)

0.80(0.15)

0.60(0.21)

0.22(0.21)

고졸 미만

-0.12(0.17)

0.42(0.13)**

-0.09(0.20)

-0.43(0.21)*

고졸

-0.09(0.15)

-0.26(0.14)*

0.25(0.18)

1.42(0.74)*

0.99(0.55)*

-0.11(0.57)

0.33(0.51)

학력(전문대 이상)

0.62(0.18)***

혼인상태(이혼사별)
미혼
기혼 유배우
자녀 있음

**

-0.61(0.42)

-0.81(0.30)

0.46(0.36)

-0.45(0.33)

0.67(0.52)

0.56(0.38)

-0.30(0.30)

-0.17(0.35)

0.16(0.22)

-0.28(0.22)

0.38(0.23)*

-0.09(0.27)

가구내 근로소득자(있음)
없음
가구소득

-0.02(0.07)

-0.14(0.07)

0.04(0.08)

-0.19(0.08)*

취업경험 없음

-0.30(0.13)*

-0.32(0.12)**

-0.10(0.19)

-0.13(0.17)

n
-2 log likelihood

*

1,182
2484.4989

주 : 1) ( )안은 표준오차.
*
P<.1
** P<.01
*** P<.001
2) a = 정규 임금근로
b = 비정규 임금근로
c = 비임금근로
d = 실업
e = 비경활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원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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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3> 1998년 취업의사 없는 비경활인구의 1999년 경제활동상태
변 수 명

logit(a/e)

logit(b/e)

logit(c/e)

logit(d/e)

-2.20(0.41)

-1.74(0.36)

-2.81(0.44)

-2.91(0.47)

0.25(0.12)*

0.12(0.11)

0.01(0.18)

-0.27(0.15)*

0.77(0.22)***

0.36(0.16)*

0.17(0.20)

0.23(0.26)

15∼29세

0.52(0.28)*

-0.42(0.24)*

-1.35(0.34)***

-0.14(0.37)

30∼49세

*

상수항
성별(남성)
여성
가구주 여부(비가구주)
가구주
연령(50세 이상)

***

0.57(0.22)

0.94(0.16)

0.77(0.20)

0.55(0.26)*

-0.60(0.16)***

-0.00(0.12)

-0.61(0.16)***

-0.32(0.18)*

0.18(0.19)

-0.01(0.15)

0.32(0.16)*

0.11(0.23)

0.42(0.48)

1.04(0.54)*

0.35(0.56)

0.67(0.78)

-0.05(0.31)

-0.36(0.30)

0.36(0.31)

0.29(0.47)

0.43(0.32)

-0.11(0.37)

0.28(0.31)

0.20(0.52)

-0.13(0.24)

-0.52(0.22)*

-0.38(0.23)*

0.21(0.24)

학력(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
고졸
혼인상태(이혼사별)
미혼
기혼 유배우
자녀 있음
가구내 근로소득자(있음)
없음
가구소득

-0.16(0.07)

-0.21(0.06)

-0.11(0.08)

-0.12(0.07)*

취업경험 없음

-0.19(0.15)

-0.19(0.11)*

-0.05(0.12)

0.16(0.18)

n
-2 log likelihood

*

**

3,459
3530.4756

주 : 1) ( )안은 표준오차.
*
P<.1
** P<.01
*** P<.001
2) a = 정규 임금근로
b = 비정규 임금근로
c = 비임금근로
d = 실업
e = 비경활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원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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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별 차이’라는 관점에서 요약해 보
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1998년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여성은 임금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새로 취업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고, 구직
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이들은 구직
활동을 하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 경제회복기에도 구직활동을 포기하
고 비경제활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경제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이 실업으로 나타나
지 않고 노동시장에서의 일시적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불황 이후에
도래한 경기의 회복기에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여성도 새로 경제활동에 참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998년에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이들의 1999년 경제활
동상태를 살펴보았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취업할 의사는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새로 구직활동을 시작하거나 자영업 창업을 할 가능성
은 남성보다 낮았으나 1998년 실업자집단에서 보여지는 바와는 달리 임금근로
자로 취업할 가능성 면에서는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서 1998
년에 순수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정규
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회복기에도 여성의 구직활동은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으며, 구직활동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포착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1년 후 이들은 취업한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 달리 말하면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의 구분은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
서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업률은 여성의 취업의지
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IMF 실직자의 탈출률과 탈출 경로
한국노동패널 1차와 2차년도 자료를 종합한 직업력자료는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직업의 취업시기와 이직시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8년의 1차 조사시점
의 이전 직장부터는 각 직업의 입․이직시기와 특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직업도 발견되지 않는 미취업기간을 포착하였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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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의 최초 시작은 최종학교 졸업시점으로 하였다. 분석의 대상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로 한정하기 위해서 1997년 하반기 이후에 실직하거나
새로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 미취업기간을 계산하고 그 기간(nonemp
-loyment spell)이 어떤 취업형태로 끝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IMF 실직자와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미취업기간은 1999년 2차 조사시점까지 지속될 수도
있으나 미취업상태를 탈출한다면 그 탈출의 경로는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
직 임금근로 또는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국노동패
널은 조사 당시 미취업자인 경우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구분하지만 직업력자료
를 통해 계산해 낸 미취업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구분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미취업기간(nonemployment spell)은 모두
3,534개였다. 그 중에서 1,474개는 1999년 조사시점까지 미취업이 지속되다가
관찰중단된 경우(right-censoring)이며, 847개는 정규직 임금근로, 825개는 비
정규직 임금근로의 형태로 탈출하였다. 비임금근로의 형태로 탈출한 경우는
388개였다.
<표 Ⅱ-5> 분석대상에 포함된 미취업기간 개요
(단위 : 개, 개월)
탈출 경로

기간(spell)의 수

평균지속기간

최고지속기간

1,474

11.84

29

정규직 임금근로

847

5.22

25

비정규직 임금근로

825

6.59

26

비임금근로

388

4.42

23

미취업지속

전

체

3,534

[그림 Ⅱ-3]과 [그림 Ⅱ-4]는 IMF 실직자와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미취
업 탈출률(hazard rate)을 미취업기간의 매개월마다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
직 임금근로, 비임금근로의 세 가지 경로별(relative risk)로 제시한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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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률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모수추정은 하지 않
고, 단순히 미취업기간을 개월별로 나누고 각 기간 내에서는 일정한 평균 탈출
률(hazard rate)을 계산하였다(Piecewise Constant Exponential Model).
[그림 Ⅱ-3] 탈출경로별 미취업기간 탈출률(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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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탈출경로별 미취업기간 탈출률(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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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의 경우 모두 실직 후 바로 다음달이 재취업 가능성이 가장 높으
며 3개월 이후에는 미취업 탈출률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기간에 걸쳐 남성의 탈출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며,
특히 첫 한 달의 정규직 임금근로로의 탈출이나 자영업으로의 탈출률은 남성
에게서 현저히 높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비정규 임금근로로의 탈출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실직 후 첫 한 달을 제
외하고는 비정규직으로의 탈출이 정규직으로의 탈출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표 Ⅱ-6>은 이러한 탈출률의 기간의존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으면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인적자본, 노동시장 경력과 이전 직장의 특성이 탈
출률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콕스 모형식의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
다. 모형식에 포함된 각종 변수를 통제하고도 성별은 경로별 탈출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정규직 임금
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의 형태로 미취업기간을 탈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
며,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경로별 탈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
주는 가구주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정규 또는 비정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확률이 크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30∼49세 장년층 미취업자에 비해서 정
규직 임금근로로 취업할 가능성이 큰 데 비해 자영업 창업으로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가능성은 적었다. 50세 이상 중고령자는 어떤 경로의 탈출도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고졸 미만의 저학력자인 경우 고졸자보다 비정규직으로의 재
취업 가능성이 높았으며, 비임금근로자로의 탈출 가능성은 낮았다. 이에 비해
고학력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고 비정규 임금근로자
로의 취업 가능성은 고졸자보다 낮았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서 정규 또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로의 탈출률이 낮은 반면, 비임금근로자로의 탈출률은 높
았다. 가구소득의 수준은 비임금근로자로의 탈출률에 영향을 미칠 뿐 임금근
로자로의 탈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의
경우 이전에 직업을 가졌던 적이 있는 사람보다 어떤 경로를 통한 탈출도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직장이 속한 업종은 현재의 미취업상태를 탈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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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경로별 탈출률에 대한 콕스모형 분석결과
여성
가구주
15∼29세

정규임금

비정규임금

비임금

-0.25 (0.09) **

0.21 (0.09) *

-0.75 (0.17) ***

0.38 (0.10) ***

0.31 (0.10) **

-0.07 (0.17)

0.18 (0.12)

-1.04 (0.20) ***

0.31 (0.11)

50세 이상

-1.10 (0.14)

고졸 미만

-0.01 (0.10)

대졸
기혼

**
***

0.46 (0.09) ***

0.34 (0.08) ***
-0.37 (0.18)

-0.62 (0.10)

***

*

-0.21 (0.10) *
-0.60 (0.22)

**

-0.72 (0.15) ***
-0.28 (0.13) *
-0.04 (0.13)
0.70 (0.30) *

자녀 있음

0.07 (0.18)

0.41 (0.22) *

-0.21 (0.26)

근로소득자

0.24 (0.17)

0.14 (0.16)

-0.65 (0.22) **

가구소득

0.00 (0.02)

-0.02 (0.02)

0.07 (0.03) *

총직업수

0.00 (0.03)

0.02 (0.03)

-0.15 (0.06) *

-0.25 (0.12) *

-0.34 (0.21) *

0.00 (0.00)

0.00 (0.00) *

이전직업 없음

-0.66 (0.14) ***
***

경력

0.00 (0.00)

기타업종

0.67 (0.31) *

-0.01 (0.28)

0.60 (0.54)

제조업

0.33 (0.24)

-0.27 (0.21)

-0.63 (0.44)

-0.22 (0.29)

0.09 (0.21)

건설, 사회간접자본
도소매, 음식․숙박

0.20 (0.41)
*

-0.23 (0.25)

-0.36 (0.21)

통신, 금융

0.07 (0.32)

-0.03 (0.27)

0.00 (0.51)

공공교육서비스

0.16 (0.30)

-0.19 (0.29)

-1.29 (0.79)

기타직종

0.54 (0.29) *

전문관리직

0.08 (0.23)

사무직

-0.22 (0.21)

0.60 (0.26) *
-0.35 (0.24)

0.26 (0.38)

0.35 (0.50)
0.27 (0.34)

-0.76 (0.22)

***
*

0.25 (0.36)
-0.14 (0.38)

판매서비스

0.14 (0.23)

-0.39 (0.21)

단순노무

0.24 (0.25)

-0.40 (0.18) *

-0.53 (0.47)

비정규직

-0.83 (0.16) ***

0.43 (0.11) ***

-0.42 (0.24) *

지역실업률

-0.02 (0.01) *

0.04 (0.01) **

-0.02 (0.02)

number of episodes
log-likelihood

3,534
-14994.4

주 : ( )안은 표준오차.
*
P<.1
** P<.01
*** P<.0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 2차년도 원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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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이전에 가졌던 일자리의 직종은 비정규직
으로의 탈출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분석에서 기준범주로 사용
한 생산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비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
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정규직 임금근로자로의 탈출 가능성은 낮은 반면 비정
규직 임금근로자로의 탈출 가능성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Ⅱ-7-1>과 <표 Ⅱ-7-2>는 [그림 Ⅱ-3]과 [그림 Ⅱ-4]의 결과를 토대로
미취업기간의 경과에 따라 미취업 탈출률의 기본선이 설정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Piecewise Constant Exponential 모형에 대한 추정치를 남녀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6) 미취업기간의 처음 2개월, 3∼7개월, 8개월에서 1년, 1년 이상
의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서는 일정한 탈출률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였
다. 이러한 모형식의 추정결과는 처음 1∼2개월은 그 이후의 기간에 비해서 모
든 경로로의 탈출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개월 이후에는 비교적
낮은 기본탈출률을 유지하는데, 12개월 이후에는 탈출률이 더 이상 낮아지지
는 않고 3∼12개월 기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 수준의 탈출률을 보
인다. 이것은 1999년의 경기의 회복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표 Ⅱ-8>에 따르면, 기간 이외에 응답자의 특
성을 반영하는 변수의 영향은 콕스 모형에서 나타난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경로별 탈출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성과 남성간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50세 이상 고연령층은 30∼49세 연령층에 비해서 남성과 여성, 그리
고 경로를 불문하고 낮은 탈출률을 보인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의 경우,
남성은 장년층에 비해서 정규 또는 비정규 임금근로로의 탈출률이 높은 데 비
해 여성은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여성의 경우 청년층과 장년층의 미취업
탈출 가능성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학력별 차이를 볼 때, 남성은 학
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으로의 탈출 가능성이 높고 비정규직으로의 탈출 가능성
이 낮다. 여성도 이러한 추세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대졸 여성과 고졸 여성의
비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분명하지 않았다.

6)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분석모형은 <표 Ⅱ-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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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1> 경로별 탈출률에 대한 Piecewise Constant Exponential model 분석
결과 : 남성
1∼2개월
3∼7개월
8∼12개월
12개월 이상
가구주
15∼29세
50세 이상
고졸 미만
대졸
기혼
자녀 있음
근로소득자 있음
가구소득
총직업수
이전직업 없음
총경력(년)
기타업종
제조업
건설, 사회간접자본
도소매, 음식․숙박
통신, 금융
공공교육서비스
기타직종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단순노무
비정규직
지역실업률
number of episodes
log-likelihood

정규임금
-3.71 (0.43)
-4.48 (0.44)
-4.28 (0.44)
-4.10 (0.44)
0.22 (0.15)
0.38 (0.14)
-1.02 (0.17)
-0.16 (0.13)
0.27 (0.10)
0.29 (0.23)
-0.23 (0.22)
0.11 (0.21)
0.01 (0.03)
0.00 (0.04)
-0.52 (0.18)
0.00 (0.00)
0.98 (0.39)
0.49 (0.32)
-0.15 (0.36)
0.14 (0.34)
0.22 (0.43)
0.20 (0.58)
0.37 (0.33)
0.15 (0.26)
-0.26 (0.35)
-0.22 (0.33)
0.36 (0.30)
-0.97 (0.24)
-0.0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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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비정규임금
-4.74 (0.43) ***
***
-5.06 (0.43)
-4.79 (0.43) ***
-4.46 (0.42) ***
0.13 (0.19)
0.36 (0.18) *
-0.85 (0.15) ***
**
0.37 (0.12)
-0.24 (0.14) *
-0.05 (0.31)
0.08 (0.29)
0.32 (0.22)
-0.04 (0.03)
*
0.07 (0.03)
-0.50 (0.20) *
0.00 (0.00)
*
0.65 (0.38)
0.21 (0.33)
0.60 (0.31) *
0.19 (0.34)
0.24 (0.43)
-1.24 (1.05)
*
0.54 (0.31)
-0.77 (0.41) *
-0.37 (0.36)
-0.52 (0.33)
-0.27 (0.22)
0.37 (0.16) *
**
0.06 (0.02)
1,841
-4860.0

비임금
-3.66 (0.65) ***
***
-4.44 (0.65)
-4.66 (0.67) ***
-4.29 (0.66) ***
0.29 (0.25)
-0.69 (0.24) **
-0.68 (0.18) ***
*
-0.32 (0.17)
0.06 (0.15)
0.67 (0.35) *
-0.43 (0.30)
-0.57 (0.25) *
0.06 (0.04)
*
-0.16 (0.07)
-0.69 (0.28) *
0.00 (0.00)
0.69 (0.66)
-0.96 (0.61)
0.57 (0.49)
0.53 (0.49)
0.60 (0.59)
-10.64 (128.67)
0.32 (0.57)
0.18 (0.38)
-0.27 (0.52)
0.17 (0.44)
-0.60 (0.55)
-0.76 (0.35) *
-0.01 (0.02)

주 : ( )안은 표준오차.
*
P<.1
** P<.01
*** P<.0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 2차년도 원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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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2> 경로별 탈출률에 대한 Piecewise Constant Exponential model 분석
결과 : 여성
1∼2개월
3∼7개월
8∼12개월
12개월 이상
가구주
15∼29세
50세 이상
고졸 미만
대졸
기혼
자녀 있음
근로소득자 있음
가구소득
총직업수
이전직업 없음
총경력(년)
기타업종
제조업
건설, 사회간접자본
도소매, 음식․숙박
통신, 금융
공공교육서비스
기타직종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단순노무
비정규직
지역실업률
number of episodes
log-likelihood

정규임금
-3.03 (0.54) ***
***
-3.77 (0.55)
-3.76 (0.55) ***
-3.28 (0.55) ***
0.06 (0.19)
0.12 (0.19)
-1.40 (0.30) ***
*
0.33 (0.16)
0.42 (0.13) **
-1.23 (0.33) ***
0.45 (0.35)
0.52 (0.30) *
-0.03 (0.03)
0.01 (0.06)
-0.88 (0.22) ***
0.00 (0.00) *
-0.01 (0.97)
0.02 (0.38)
0.30 (0.58)

비정규임금
-2.98 (0.47) ***
***
-3.43 (0.47)
-3.45 (0.47) ***
-3.18 (0.47) ***
***
0.47 (0.13)
0.03 (0.18)
-0.36 (0.15) *
***
0.48 (0.13)
-0.12 (0.15)
-0.97 (0.34) **
*
0.74 (0.33)
-0.14 (0.25)
0.02 (0.03)
-0.06 (0.05)
-0.17 (0.16)
0.00 (0.00) *
-0.92 (0.59)
-0.65 (0.32) *
-0.16 (0.47)

-0.56
0.06
0.19
0.95
-0.36
-0.44
0.19
-0.16
-0.73
-0.05

-0.64
-0.23
-0.35
0.99
-0.21
-0.84
-0.45
-0.71
0.45
0.03

(0.35)
(0.48)
(0.40)
(0.96)
(0.45)
(0.36)
(0.39)
(0.50)
(0.23) **
*
(0.02)

*

(0.26)
(0.37)
(0.35)
*
(0.58)
(0.38)
(0.34) *
(0.33)
(0.34) *
(0.16) **
(0.02)
1,693
-3814.4

주 : ( )안은 표준오차.
*
P<.1
** P<.01
*** P<.0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 2차년도 원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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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
-4.59 (1.03) ***
***
-5.51 (1.04)
-5.47 (1.05) ***
-5.17 (1.04) ***
-0.09 (0.29)
-1.46 (0.42) ***
-0.95 (0.31) **
-0.30 (0.22)
-0.41 (0.35)
0.81 (0.65)
0.05 (0.53)
-0.77 (0.51)
0.09 (0.07)
-0.14 (0.12)
0.21 (0.32)
0.00 (0.00) *
0.37 (1.05)
-0.14 (0.70)
-11.58 (399.30)
-0.22 (0.63)
-12.62 (204.94)
-1.49 (0.99)
1.23 (1.15)
1.62 (0.85) *
-0.74 (1.15)
0.84 (0.73)
0.78 (0.75)
0.10 (0.36)
-0.05 (0.04)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표 Ⅱ-8> 경로별 탈출률에 대한 Piecewise Constant Exponential model 분석결과
1∼2개월
3∼7개월
8∼12개월
12개월 이상
여성
가구주
15∼29세
50세 이상
고졸 미만
대졸
기혼
자녀 있음
근로소득자 있음
가구소득
총직업수
이전직업 없음
총경력(년)
기타
제조업
건설, 사회간접자본
도소매, 음식․숙박
통신, 금융
공공교육서비스
기타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단순노무
비정규직
지역실업률
number of episodes
log-likelihood

정규임금
***
-3.45 (0.33)
-4.22 (0.33) ***
-4.10 (0.33) ***
***
-3.80 (0.33)
-0.25 (0.09) **
0.39 (0.10) ***
**
0.31 (0.11)
-1.12 (0.14) ***
-0.01 (0.10)
***
0.35 (0.08)
-0.38 (0.18) *
0.08 (0.18)
0.24 (0.17)
0.00 (0.02)
0.00 (0.03)
***
-0.67 (0.14)
0.00 (0.00) ***
0.70 (0.31) *
0.34 (0.24)
-0.21 (0.29)

비정규임금
***
-3.88 (0.30)
-4.28 (0.30) ***
-4.15 (0.30) ***
***
-3.88 (0.30)
0.20 (0.09) *
0.32 (0.10) **
0.18 (0.12)
-0.63 (0.10) ***
0.46 (0.09) ***
*
-0.20 (0.10)
-0.61 (0.22) **
0.41 (0.22) *
0.14 (0.16)
-0.02 (0.02)
0.02 (0.03)
*
-0.25 (0.12)
0.00 (0.00)
0.00 (0.28)
-0.27 (0.21)
0.10 (0.21)

비임금
***
-3.34 (0.53)
-4.17 (0.53) ***
-4.31 (0.55) ***
***
-3.99 (0.54)
-0.77 (0.17) ***
-0.07 (0.17)
***
-1.05 (0.20)
-0.75 (0.15) ***
-0.28 (0.13) *
-0.02 (0.13)
0.71 (0.30) *
-0.21 (0.26)
**
-0.65 (0.23)
0.07 (0.03) *
-0.15 (0.06) *
*
-0.35 (0.21)
0.00 (0.00) *
0.62 (0.54)
-0.62 (0.44)
0.20 (0.41)

-0.22
0.08
0.17
0.54
0.06
-0.23
0.13
0.24
-0.83
-0.02

-0.35 (0.21) *
-0.02 (0.27)
-0.18 (0.29)
0.61 (0.26) *
-0.36 (0.24)
-0.76 (0.22) ***
-0.39 (0.21) *
*
-0.40 (0.18)
0.42 (0.11) ***
0.04 (0.01) **
3,534
-8748.3

0.26
0.00
-1.28
0.36
0.24
-0.55
0.25
-0.13
-0.42
-0.02

(0.25)
(0.32)
(0.30)
(0.29) *
(0.23)
(0.21)
(0.23)
(0.25)
(0.16) ***
(0.01) *

(0.38)
(0.51)
(0.79)
(0.50)
(0.34)
(0.47)
(0.36)
(0.38)
(0.24) *
(0.02)

주 : ( )안은 표준오차.
*
P<.1
** P<.01
*** P<.0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 2차년도 원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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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경이 미취업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기혼남성이
미혼남성보다 비임금근로자로의 탈출 가능성이 높고 가구 내에 다른 근로소득
자가 있을 때 비임금근로자로의 탈출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가족적 배
경이 미취업탈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은 기혼
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서 임금근로자로 미취업기간을 탈출할 가능성은 낮지
만, 가구주일 경우에는 비정규임금근로로 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녀가 있으면 비정규직으로 탈출할 가능성이 높고, 가구내 다른 근로
소득자가 있으면 정규직 임금근로로의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동시장 경력에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이전에 직
업을 가졌던 적이 없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모든 경로를 통한 탈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정규직으로의 탈출은 어렵지만 비정규직이
나 비임금근로로의 탈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은
여러군데 직장을 전전한 사람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자영업으로 탈출할 가능성은 낮은 데 비해 여성은 이 변수의 영향력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총경력은 남성의 경우 정규
직 임금근로로의 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 노동
시장 경력이 길수록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등 모든
경로를 통한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전 직장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이전 직장이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은 남
녀를 불문하고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우며,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
성이 높아진다. 남성은 기준범주인 기타서비스업 종사자에 비해서 건설업 종
사자였던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은 제조업이나
도소매,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다. 남성은
직종의 기준범주인 생산직에 비해서 전문관리직이 비정규직으로 탈출할 가능
성이 낮으며, 여성은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이 생산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의 탈
출률이 낮다.
미취업상태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의 실업률이 경로별 미취업 탈
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지역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비
정규 임금근로로의 탈출률이 높아진다. 여성의 경우는 지역의 실업률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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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정규직 임금근로로의 탈출률이 낮아지는 쪽으로의 추세가 뚜렷하다.
1997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실직자와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미취업기간
탈출의 경로를 정규직 임금근로와 비정규직 임금근로, 비임금근로의 형태로
재취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hazard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취업기간을 탈출할 가능성(hazard rate)을 미취업기간 경과 개월수에 따
라 그래프로 그려본 결과에 의하면, 전기간에 걸쳐 남성의 탈출률이 여성의
탈출률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며, 특히 미취업기간의 초반에는 여성의 탈출률
이 낮다. 남성의 경우 초반에는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비정규직으로
의 재취업 가능성보다 높다가 3개월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는 첫 한 달을 제외하고는 전기간에서 대체로 비정규직
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비임금근로로의 탈출도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 학력, 가족배경, 노동시장 경
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후 성별이 미취업 탈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더라도 여성은 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의 형태로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정규직으
로 재취업할 가능성이라는 면에서는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청년층과 장년층의 정규 또는 비정규직으로의 미취업탈출 가
능성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학력별로 보더라도 대졸 여성과 고졸 여성의 비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분명하지 않았다. 가족배경이 미취
업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은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서 임
금근로자로 미취업기간을 탈출할 가능성은 낮지만, 가구주일 경우에는 비정
규 임금근로로 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직장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이전 직장이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정규
직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우며,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
역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여성은 정규직 임금근로로의 탈출률이 낮아지는 추
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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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 결
IMF 이후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에서 여성의 퇴출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는 점과 이러한 여성실직자는 남
성과는 달리 상당수는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남기를 선택하지 않고 비경제활동
인구화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활동참가율
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의 정도는 매우 불
안정한 수준이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렇다면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결정
적인 타격을 받았던 여성근로자들은 경기의 회복과 함께 다시 일터로 돌아왔
는가?
본 연구는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서 경험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첫째, 재
취업 여부 또는 재취업의 형태라는 면에서 실업자와 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
동인구, 취업의사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서로 다른 행위양식을 보이는 집단
일 뿐 아니라 각 범주가 갖는 의미는 여성과 남성간에 서로 다를 것이라는 전
제하에 1998년 조사 당시 실업자였던 사람과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의사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여 각 집단의 1999년 상황을 살펴보
았다.
1998년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여성은 1999년에 임금 또는 비임
금근로자로 새로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았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던 여
성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 경제회복기에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재취업에서의 성별 차이는 실업자들에 있어서 성별 차이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취업할 의사는 있었
던 여성의 경우 새로 구직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나 자영업 창업을 할 가능성
은 남성보다 낮았으나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 면에서는 남성과 큰 차이
가 없었다. 더욱이 순수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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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회복기에도 여성의 구직활동은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으며 구직활동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포착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1년 후 이들은 취업한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 이것은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의 구분이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반
드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실업률은 여성의 취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기존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
둘째, 일반적으로 미취업상태를 탈출하여 재취업할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여
성은 남성에 비해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상
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시점
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때 미취업상태를 벗어나
는 경로를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비임금근로로 구분하여 설정
하고 각각의 경로를 통한 탈출률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보았다.
여성과 남성의 미취업기간 탈출률을 경과기간에 따라 추정한 결과뿐 아니라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면서 성별이 탈출률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에서도 여성은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의 형태로 미취
업기간을 탈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러나 비정규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탈출할 가능성에 있어서는 여성은 오히려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발견은 IMF 이후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들
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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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정규 여성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1. 들어가는 말
가. 문제 제기
1999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근로자가 전체 임
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부터 비정규노동자에 대
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일을 몇 가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비정규근로자 50%’의 실
상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연구를 시작하였고, 국회에서도 정부를 향해 이 문제
를 따졌으며, 정부도 노동관련 현안 중 하나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
고 나서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곧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성 임금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인데 비하여 여성은 임금근로자의 70% 이상이 비정
규직이다.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10명 중 3명에도 채 미치
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70%라는 비정
규직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까지 고려하면 여성 비정규
직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용역업체를 통
한 간접고용의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으나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
는데, 이들이 통계청의 조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정확히 분류되었는지 알 수 없
다.7)
7)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정규 또는 비정규 여부를 묻는 항목은 없다. 다만 근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구분하고 이 중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을
흔히 비정규직으로 본다. 이 조사에서 상용직의 정의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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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그것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비정규
직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유일한 이유일 수는 없다. 비정규직의 확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이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비정규근로는 대체로 단기고용이며 특정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더
라도 항상 해고의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임금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각종 수
당이나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회보험이나 사내복지의 혜택도 없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한계근로자의 증가이며, 사회구
성원의 삶의 질 저하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문제에는 항상 형평성(fairness)의 문제, 평등의 문제가 따
라다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보수수준을 살펴보면, 흔히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가치를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구조조정기 이후의 신규
채용은 거의 모두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이루어지는 등 당사자가 받아들이
기 어려운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은 더욱 커
진다. 비정규직 증가는 불평등의 확산이며, 사회통합의 큰 걸림돌이다.
셋째,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정규직
의 채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사회의 차
원에서 볼 때는 비효율의 증대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증가하
고 이직이 빈번해진다면,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당장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며, 노동자도 자신의 업무에 몰입
하고 헌신하는 정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
년 이상인 경우이고, 임시직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일하는 경우이다. 일
용직은 그날그날 혹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경우를 일용직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만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용역업체와 1년의 기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용역직
노동자는 상용근로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개인에게 상
용․임시․일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직접 묻는 방법으로 조사되며, 응답자가 적절한 판
단을 하지 못할 경우 조사원이 직위와 하는 일,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 대한 내용을 물어
서 판단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용역직 노동자가 스스로를 비정규노동자라고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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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의 확산은 개별기업으로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
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전체 사회의 수준에서 볼 때는 사회구성원의
인적자원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확산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여러 단
체나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도 상당부분 드러났다고 볼 수 있
다.8) 한편 이 문제에 관련한 각계의 입장도 드러났으나 서로 입장의 차이를 확
인했을 뿐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다거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통일할 만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다시 한번
제기한다. 그리고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그간의 논의들
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각각의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나. 비정규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비정규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후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
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연구자
들을 비롯한 많은 관련자들이 비정규노동의 정의와 범위에서부터 서로 동의하
지 못하고 개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오랜 시간 표류했기 때문이다.
처음 혼란의 시작은 몇몇 조사를 통해서 포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또는 비율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 비해서 훨씬 적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8) 여기서 실태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저임금이
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여러 가
지 구체적인 면에서는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규직과의 임금수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자료는 없다. 통계청의 2000년 8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만한 질문을 부가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자
료가 공개되면 오랜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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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이외의 주요 노동관련 통계제공자인 노동부가 통계청과는 조금 다른
고용계약기간 기준을 가지고 상용․임시․일용근로를 정의하고 종업원 5인 또
는 10인 이상인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발표한 임시․일용근로자의 규
모와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하반기에 조사
한 한국노동패널자료에 따르면 비정규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5∼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50% 이상이라고 알려진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실제로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의 악화를 겪고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할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책의 대상 또는 보호의 대상이 될 이들에 대해서 비전형
근로라는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는 비정규
근로,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 임시근로, 한시근로 등의 용어와 외국의 atypical
employment, non-standard employment, contingent work, alternative work
arrangement, precarious employment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다.9)
필자는 1999년 10월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비정규근로를 atypical
employment로 번역,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로 정의하고,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 여부, 계약의 종류 등의 기준 중에
서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모두 비정규근로로
보았다(한국노동연구원, 1999).10) 이 정의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9)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contingent employment는 임시근로나 한시적 근로로 번역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atypical employment나 non-standard employment는 비전형
근로로, alternative work arrangement는 대안근로형태, precarious employment는 불안
정고용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10) 비정규노동센터(2000)의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비정규노동이라는
용어를 contingent work에 일치시켜서 사용하였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미
국에서 contingent work이라는 용어는 ‘근로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기간은 정해
져 있지 않더라도 비자발적인 이유로 해서 단기간만 근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하에 포착된 노동자의 규모는 4.9%에 불과
하였다(Anne Polivoka, “Contingent and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defined”,
Monthly Labor Review, 1996, Vol. 119, No. 10. 참조). 이 보고서는 atypical employment
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어떤 형태의 고용이 양적으로 지배적인 고용형태인
가’의 기준에 따라 정규․비정규를 분류하게 된다면 비정규노동이 내포하는 문제를 희석
시키게 됨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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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전형적인 경우이며 기간을 정한 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비정규고
용이다.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노동부나 통계청의 통계에는 상용근로자로 분
류되겠으나 이 정의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보게 된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단시간 근로에 관한 법’이 정하는 단시간근로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이
다. 또 고용계약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다. 실제로 하는 업무는 임금근로자와 다를 바 없지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
약이 아닌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나 독립사업자의 형식을 취하는 특수고
용의 형태들도 비정규직 노동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비정규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용형태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고액연봉
의 계약직 근로자나 전문직 근로자가 이 범주로 들어오게 되어 비정규노동센
터(2000)의 비정규노동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타당해지는 면이 있으나, 그 대신 임시직 노동자, 파견근로자,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이 보여주는 비정규노동의 여러 문제를 각각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말한 대로 비정규직 노동은 노동자 삶의 질 저하, 형평성의 문제, 인적
자원의 질 저하 등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비정규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비정규직은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하
여 따로 따로 해결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Ⅲ-1> 비정규고용의 유형과 문제점
고용형태

문제점

근로계약기간

임시직, 계약제, 촉탁직, 일용직…

고용불안…

근로시간

단시간근로

명목상의 단시간근로,
불완전고용

고용자와 사용자
일치(간접고용)

파견근로, 용역업체 통한 간접고용

불법파견, 중간착취

계약형식

(독립사업자 형식의)특수고용형태

근로자성 인정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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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노동자의 규모와 분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와 특
성을 간단히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정규․비정규의 용어를 사
용하지 않고 상용․임시․일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
은 아니나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체 임금
근로자의 61.3%가 상용직 근로자이며, 25.0%가 임시직, 13.7%가 일용직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30.9%만이 상용직이며, 46.0%가 임시직, 23.1%는 일용직
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정도가 심각하다(표 Ⅲ-2, 그림Ⅲ
-1). 여성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9.4%를 차지하지만, 임시직 근로자의 54.5%,
일용직 근로자의 52%를 차지한다.
<표 Ⅲ-2>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성․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 천명, %)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전 체
12,178
7,378
4,800
280
1,303
2,090
1,897
1,957
1,610
1,027
806
605
600

상용직
6,009 (49.3)
4,524 (61.3)
1,485 (30.9)
46 (16.7)
526 (40.4)
1,131 (54.1)
1,088 (57.4)
1,056 (54.0)
846 (52.6)
536 (52.2)
401 (49.8)
236 (39.1)
139 (23.2)

임시직
4,049 (33.2)
1,842 (25.0)
2,206 (46.0)
144 (51.4)
613 (47.1)
787 (37.7)
551 (29.1)
562 (28.8)
463 (28.8)
265 (25.9)
208 (25.9)
205 (34.0)
245 (41.0)

일용직
2,119 (17.4)
1,011 (13.7)
1,102 (23.1)
89 (31.9)
163 (12.5)
171 (8.2)
257 (13.6)
337 (17.2)
301 (18.7)
224 (21.9)
196 (24.4)
163 (27.0)
215 (35.8)

주 : 이주희․장지연, 임시․일용 등 불완전한 근로형태의 확산과 우리의 정책방향 , 한
국노동연구원, 1999.에서 재인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99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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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구성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표 Ⅲ-2, 그림 Ⅲ-2),
나이가 25세 미만으로 어리거나 55세 이상인 경우에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많
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저연령계층의 경우는 임시직 비중이 높은 데 비해서
고연령층인 경우에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림 Ⅲ-1] 성별 임시․일용직 비율
<남자>

<여자>
23%

14%

31%

25%
61%
상용

임시

46%
상용

일용

임시

일용

주 : 이주희․장지연, 임시․일용 등 불완전한 근로형태의 확산과 우리의 정책방향 , 한
국노동연구원, 1999.에서 재인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999년 상반기.

[그림 Ⅲ-2] 연령계층별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
60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50

40

30

20

10

0
15∼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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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보면(표 Ⅲ-3, 그림 Ⅲ-3),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72.2%)과 건설업(52.1%)이고,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6.8%)이며, 그 다음으
로 금융보험업(36.8%), 제조업(27.9%), 기타서비스업(27.7%)의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에 대한 검토는 산업별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르
기 때문에 예컨대, 일용직 근로자의 다수가 농림어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과
는 전혀 다르다. 전체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
는 산업은 건설업으로 56만명 이상이며,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46만명), 기타서비스업(41만명), 제조업(41만명)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근로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약 89만명이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77만명이 기타서비스업에서, 57만명이 금융보험업에서 종사하고
있다.
직업별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표 Ⅲ-3, 그림 Ⅲ-4), 행정관리
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90% 이상이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기술직, 사무직, 기계조립조작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임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서비스판매직(60.6%)이며, 그 다음으
로 단순노무직(38.8%)과 기능직(34.8%)으로 나타났다.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직(58.5%)과 단순노무직(46.2%), 기능직(30.4%)의 순이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는 단순노무직으로 일하고 있다(94
만명, 44.5%). 그 다음으로는 기능직(53만명)과 서비스판매직(39만명)이다. 임
시직 근로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인 112만명(전체의 27.7%)이 서비스판매직
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단순노무직(79만명)과 기능직(61만명)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표 Ⅲ-3, 그림 Ⅲ-5), 사
업체 규모가 클수록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임
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높은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체
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약 20%만이 상용직이며, 51%가 임시직, 29%는 일
용직이다. 반대로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는 88% 이상이 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약 70%인 146만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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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임시직 근로자
도 전체의 63.7%인 258만명이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Ⅲ-3> 산업․직업․사업체 규모별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천명, %)

산 업

직 업

사업체
규 모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
금융․보험
기타 서비스
행정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및 기술관련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직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
1∼9인
10∼19인
20∼49인
5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2,178

6,009

4,049

2,119

183
18
3,188
58
1,075
2,484
838
1,550
2,782
219
906

18
15
1,889
49
305
606
636
891
1,596
210
818

(10.3)
(84.5)
(59.2)
(83.8)
(28.4)
(24.4)
(75.9)
(57.5)
(57.4)
(95.9)
(90.4)

1,750

1,217 (69.5)

2,029
1,854
68
1,761
1,543
2,046
5,078
1,864
2,054
2,113
1,067

1,449
336
10
613
1,045
308
1,030
961
1,376
1,700
942

(71.4)
(18.2)
(15.1)
(34.8)
(67.7)
(15.1)
(20.3)
(51.5)
(66.9)
(80.4)
(88.3)

32
2
888
5
208
14
157
570
772
8
80

(17.5)
(11.8)
(27.9)
( 9.8)
(19.4)
(56.8)
(18.7)
(36.8)
(27.7)
( 4.1)
( 8.9)

497 (28.4)
495
1,122
18
612
419
793
2,578
614
476
298
80

(24.4)
(60.6)
(26.4)
(34.8)
(27.2)
(38.8)
(50.8)
(32.9)
(23.2)
(14.1)
( 7.6)

132
0.6
410
3.7
560
465
44
88
413
0.1
6

(72.2)
( 3.7)
(12.8)
( 6.3)
(52.1)
(18.7)
( 5.3)
( 5.7)
(14.9)
(0.06)
( 0.7)

35 ( 2.0)
85
394
39
536
77
944
1469
289
202
114
44

( 4.2)
(21.3)
(58.5)
(30.4)
( 5.0)
(46.2)
(28.9)
(15.5)
( 9.9)
( 5.4)
( 4.2)

주 : 이주희․장지연, 임시․일용 등 불완전한 근로형태의 확산과 우리의 정책방향 , 한
국노동연구원, 1999.에서 재인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99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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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산업별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
(%) 80
72.2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70
59.2

60

57.5

56.8

57.4

52.1
50

40

36.8

27.9

30

28.4

27.7
24.4
19.4

17.5

20

18.7
14.9

12.8

10.3
10

5.7

0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개인공공서비스

주 : 이주희․장지연, 임시․일용 등 불완전한 근로형태의 확산과 우리의 정책
방향 , 한국노동연구원, 1999.에서 재인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999년 상반기.

[그림 Ⅲ-4] 직업별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
(%) 100
상용직

90

임시직

일용직

80
70
60
50
40
30
20
10
0
행정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업직

기능직

기계조작

단순노무

주 : 이주희․장지연, 임시․일용 등 불완전한 근로형태의 확산과 우리의 정책
방향 , 한국노동연구원, 1999.에서 재인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99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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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사업체 규모별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
(%) 90
80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70
60
50
40
30
20
10
0
1∼ 9인

10∼ 19인

20∼ 49인

50∼ 299인

300인 이 상

주 : 이주희․장지연, 임시․일용 등 불완전한 근로형태의 확산과 우리의 정책
방향 , 한국노동연구원, 1999.에서 재인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999년 상반기.

3.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실태 I
가. 조사 개요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특성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추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으며, 5,000가구 13,000여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의 내용을 반복적으
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연구에 활용가능
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들만으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임시․일용직 이외에 파견근로나 단시간근로
등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가능하도록 조사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항목이 적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내용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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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역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전
반에 관한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의 특수성에 대한 자세
한 설문항목이 빠져 있다.
기존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실질적인 연구결과물을 얻어 내기 위하여 본
실태조사는 연구주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임시직 근로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로
조사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비정규직 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려
고 한다면 파견근로, 임시근로, 일용근로, 법적으로 도급계약관계인 특수고용관
계, 시간제근로, 가내근로 등에 대하여 모두 조사하여야 하겠으나, 제한된 시간
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임시직 근로라고 판단된다.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 하는 일의 내용, 직위, 소속 사업장의 산업분류
- 근로계약의 형식과 내용
-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 휴일휴가제도 등 기타 사내복지혜택 수혜 여부
<경력이동>
- 현 직장의 입사시 고용형태와 이전 직장 경력
- 정규/비정규근로간의 전환을 포함한 경력이동 상황에 대한 설문
<주관적 의식>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비교
- 비정규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인식
- 승진 가능성 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견해
- 비정규근로자의 노조설립에 대한 견해
<기타 배경변수>
- 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의 인구학적 특성변수
- 가족구성, 배우자의 특성 등 가족배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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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조사들이 한 사업체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의 차이에
주목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고자 준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정규직 근
로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소규모 실태조사의 한계를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여성근로자로 제한하였다.11)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
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본 설문조사에 포함된 응답자는 총 715명이다. 이 중에서 임시직 또는 파견
직이라고 응답하여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람은 총 507명이며, 비교의 준거로
삼기 위하여 조사한 정규직 노동자는 208명이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산
업․직업별 분포는 <표 Ⅲ-4>과 같다.
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누구인가?
1)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직업별 분포
응답자들의 연령이나 혼인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본 조사는 확률표집으로 표본을 추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비정규직의 비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약 7 대 5 정도의 비율로
표집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25세 미만 여성의 83%가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이 표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혼여성일수록 정규직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본 조사가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이나 노동조합 등
단체를 중심으로 조사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표 Ⅲ-6>의 산업,
직업, 규모별 비정규직의 비율도 본 자료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성, 연령, 산업 등 개별 변수별로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는 방
식으로는 어떤 특성을 가진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표 Ⅲ-7>에 제시한 비정

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관련단체와 소속 회원들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특히 노동조합
의 도움을 얻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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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변

수

명

응답자수

정규직 여부

비정규
정 규

507(70.9)
208(29.1)

연 령

25세 미만
25∼34세
35∼44세
45세 이상

213(29.8)
343(48.0)
115(16.1)
44( 6.2)

혼인상태

미혼
기혼 유배우
이혼사별

466(64.7)
249(34.6)
5( 0.7)

자녀수

0명
1명
2명 이상

523(72.3)
63( 8.7)
137(18.9)

학 력

고졸 미만
고졸
초대졸 이상

11( 1.6)
474(67.3)
219(31.1)

산 업

제조업
도소매․판매수리
음식숙박업
운수․통신
금융보험․부동산
공공서비스
보건의료․사회복지
개인사업서비스
기타

68( 9.4)
58( 8.0)
44( 6.1)
160(22.2)
174(24.1)
103(14.3)
18( 2.5)
77(10.7)
19( 2.6)

직 업

전문가․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단순노무
기타

89(12.4)
162(22.6)
303(42.3)
46( 6.4)
62( 8.7)
38( 5.3)
16( 2.2)

사업체 규모

1∼4인
5∼19인
20∼49인
5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41( 6.0)
43( 6.3)
46( 6.8)
104(15.3)
227(33.4)
21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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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인구학적 특성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명, %)

연 령

배우자

학 력

자녀수

정규직
25세 미만
36(16.9)
25∼34세
92(26.8)
35∼44세
53(46.1)
45세 이상
27(61.4)
chi-square 54.518,
없음
104(22.1)
있음
102(41.0)
chi-square 28.436,
고졸 미만
8(72.7)
고졸
143(30.2)
전문대 이상
54(24.7)
chi-square 12.500,
없음
121(23.1)
1명
27(42.9)
2명 이상
60(43.8)
chi-square 29.296,

df

df

df

df

비정규직
177(83.1)
251(73.2)
62(53.9)
17(38.6)
= 3,
sig.=
367(77.9)
147(59.0)
= 1,
sig.=
3(27.3)
331(69.8)
165(75.3)
= 2,
sig.=
402(76.9)
36(57.1)
77(56.2)
= 2,
sig.=

전 체
213(100.0)
343(100.0)
115(100.0)
44(100.0)
.000
471(100.0)
249(100.0)
.000
11(100.0)
474(100.0)
219(100.0)
.002
523(100.0)
63(100.0)
137(100.0)
.000

<표 Ⅲ-6> 산업, 직업, 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명, %)
정규직
제조업
28(41.2)
도소매․음식숙박업
34(33.3)
금융업
55(31.6)
산업
기타서비스
91(24.0)
chi-square 11.018,
전문직사무직
79(31.5)
판매서비스
94(26.9)
OCC
생산직단순노무
35(28.5)
chi-square 1.476,
50인 미만
34(26.2)
50∼299인
24(23.1)
300∼999인
57(25.1)
사업체 규모 1,000인 이상
82(37.4)
전 체
197(29.0)
chi-square 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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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40(58.8)
68(66.7)
119(68.4)
228(76.0)
df = 3,
sig.= .012
172(68.5)
255(73.1)
88(71.5)
df = 2,
sig.= .478
96(73.8)
80(76.9)
170(74.9)
137(62.6)
483(71.0)
df = 3,
sig.= .009

전 체
68(100.0)
102(100.0)
174(100.0)
379(100.0)
251(100.0)
349(100.0)
123(100.0)
130(100.0)
104(100.0)
227(100.0)
219(100.0)
68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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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결정요인에 관한 로짓(logit)모형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logistic regression을 통하여 얻는 회귀계수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영향력
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가 응답자의 정규/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확률표집으로 표본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성을 가진 자가 비정규직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단, 이 모
형에 포함시킨 변수 이외의 어떤 변수가 정규/비정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면 이 모형의 계수에 대한 해석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표 Ⅲ-7>에 모형 1과 모형 2의 계수에 의하면, 여성의 연령과 혼인상태(배
우자 유무)는 그 사람이 정규직으로 일하느냐 비정규직으로 일하느냐를 결정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다만 25세 미만의 젊은 여성과 35∼44세에 이르는 장
년층 여성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 밖에 다른 연령계층과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즉 25세 미만 여성과 25∼34세 여성은 비정규직 노동의 가능성
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없다. 35∼44세 여성은 그보다 젊은 여성에 비해서 정
규직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료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기혼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낮다.
이 표에서 발견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응답자의 학력이나 자녀수, 가구의
소득원수 등 연령과 혼인상태를 제외한 다른 인적 특성들은 응답자의 정규/비
정규노동의 결정요인으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응답자가 하는 일이 속한 산업이나 직업, 사업체의 규모 등 구조적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산업별로 볼 때 금융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에
속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제조업 노동자보다 높
다. 직업별로는 사무직보다는 서비스직이나 판매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생산직과 단순노무를 합친 범주에 속한 노동자는 비정규
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12) 종업
12) 본 조사가 단체나 노동조합 조직을 통하여 조사되었기 때문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
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과소표집되었다. 이 점은 본 조사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노
동자 자신들도 정규직․비정규직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본 연구는 실제로 법과 행정
력이 미치는 범위의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며, 소규모 사업
장의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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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비정규직 결정요인에 관한 로짓모형 분석결과
모형 1

모형 2

연령(25세 미만)
25∼34세

-0.40(0.26)

-0.49(0.23)*

35∼44세

-1.36(0.40)***

-1.42(0.37)***

45세 이상

-2.23(0.52)

-2.04(0.48)

배우자(있음)

-0.67(0.39)*

-0.61(0.35)*

고졸

0.85(0.80)

0.89(0.73)

전문대 이상

0.96(0.84)

0.97(0.75)

-0.27(0.44)

-0.08(0.41)

0.19(0.45)

0.34(0.41)

0.34(0.34)

0.37(0.32)

-0.26(0.33)

-0.18(0.31)

***

***

학력(고졸 미만)

자녀수 (없음)
1명
2명 이상
소득원수(1명)
2명
3명 이상
산업(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

0.49(0.46)

금융업

0.87(0.46)*

기타서비스

1.36(0.44)**

직업(사무직)
서비스․판매

0.58(0.22)**

생산직․단순노무

1.24(0.41)**

사업체 규모(50인 미만)
50∼299인

0.06(0.35)

300∼999인

-0.04(0.29)

1,000인 이상

-0.83(0.28)
0.01(0.30)

상수항

**

0.18(0.27)

-2 log likelihood

790.37

839.57

df
n

18

10

652

695

주 : ( )안은 표준오차.
* P<.1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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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보다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낮다. 종업원 1,000인 미만 규
모의 사업장에서는 규모의 차이에 따른 비정규직 가능성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 등 구조적 요인이 노동자의 정규․비정규 노동 여
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하여 학력이나 자녀의 수,
가족 중에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점 등 개인적 특성과 가족적
특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여성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데는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의 차이에
서 나타나는 영향이나 가족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며, 일
자리의 특성 자체에서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경력특성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시장 경험을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보았다(표 Ⅲ
-8-1). 정규직 여성의 18%는 현재의 직장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할 때의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었다고 응답하여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인 사람 중에서 9%는 입사할
당시에는 정규직이었다고 응답하여 같은 회사 내에서의 비정규직화가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60.1%가 현재 직장이 첫직장이라고 응답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27.8%만이 첫직장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전에 다른 직장에 다닌 경험
이 있는 경우, 당시의 고용형태와 현재의 고용형태를 비교해 보면, 현재 정규
직 노동자의 74.7%는 이전 직장에서도 정규직이었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비정
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68.6%가 정규직이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정도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즉 현재 정규직인 사람과 비정규직
인 사람의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이전 직장
에서는 정규직이었던 사람이 직장을 옮기면서 비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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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1>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시장 경력 Ⅰ
(단위 : 명, %)

첫직장 여부

이직 횟수

두번째 이상
첫직장
전 체
0∼1
2∼4
5∼9
전 체

초기취업
형태1)

이전 직장

전 직장
그만둔 이유

전 직장 그만
둔 이유2)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전 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 체

정규직
83(39.9)
125(60.1)
208(100.0)
chi-square 66.382,
41(49.4)
41(49.4)
1( 1.2)
83(100.0)
chi-square 1.124,
169(82.0)
37(18.0)
206(100.0)
chi-square 372.348,
62(74.7)
21(25.3)
83(100.0)
chi-square 1.198,
10(12.0)
73(88.0)
83(100.0)
8(10.3)
3( 3.8)
․
11(14.1)
5( 6.4)
14(17.9)
15(19.2)
9(11.5)
13(16.7)
78(100.0)
chi-square 10.934,

주 : 1) 현재 직장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할 때 취업형태
2) 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② 정리해고나 감원으로
③ 계약기간이 끝나서
④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⑤ 장래성이 없는 임시직이어서
⑥ 적성, 지식, 기능이 안 맞아서
⑦ 근무시간 또는 근무환경이 나빠서
⑧ 결혼, 출산 등 개인사정으로
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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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72(72.2)
143(27.8)
515(100.0)
df = 1,
sig.= .000
165(43.5)
206(54.4)
8(2.1)
379(100.0)
df = 2,
sig.= .570
46(9.0)
464(91.0)
510(100.0)
df = 1,
sig.= .000
260(68.6)
119(31.4)
379(100.0)
df = 1,
sig.= .274
80(21.5)
292(78.5)
372(100.0)
42(11.2)
36( 9.6)
11( 2.9)
43(11.5)
22( 5.9)
48(12.8)
46(12.3)
71(18.9)
56(14.9)
375(100.0)
df = 8,
sig.= .205

전 체
455(62.9)
268(37.1)
723(100.0)
206(44.6)
247(53.5)
9( 1.9)
462(100.0)
215(30.0)
501(70.0)
716(100.0)
322(69.7)
140(30.3)
462(100.0)
90(19.8)
365(80.2)
455(100.0)
50(11.0)
39( 8.6)
11( 2.4)
54(11.9)
27( 6.0)
62(13.7)
61(13.5)
80(17.7)
69(15.2)
45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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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2> 이전 직장 비정규 여부별 이직동기
(단위 : 명, %)
정 규

1)

이직동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 체

40(12.6)
33(10.4)
1( 0.3)
34(10.7)
6( 1.9)
48(15.1)
43(13.5)
68(21.4)
45(14.2)
318(100.0)
chi-square 67.195,

주 :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비정규

전 체

10( 7.4)
6( 4.4)
10( 7.4)
20(14.8)
21(15.6)
14(10.4)
20(14.8)
12( 8.9)
22(16.3)

50(11.0)
39( 8.6)
11( 2.4)
54(11.9)
27( 6.0)
62(13.7)
63(13.9)
80(17.7)
67(14.8)

135(100.0)

453(100.0)

df = 8,

sig.= .000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정리해고나 감원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장래성이 없는 임시직이어서
적성, 지식, 기능이 안 맞아서
근무시간 또는 근무환경이 나빠서
결혼, 출산 등 개인사정으로
기타

<표 Ⅲ-9>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시장 경력 Ⅱ
(단위 : 명, %)
정규직

근속기간

6개월 미만
6∼11개월
12∼35개월
36개월 이상
전 체

총경력

4년 미만
4∼9년
10년 이상
전 체

비정규직

전 체

13( 6.7)
11( 5.7)
25(13.0)
144(74.6)

99(20.6)
174(36.3)
115(24.0)
92(19.2)

112(16.6)
185(27.5)
140(20.8)
236(35.1)

193(100.0)

480(100.0)

673(100.0)

11(14.1)
37(47.4)
30(38.5)

113(31.0)
168(46.0)
84(23.0)

124(28.0)
208(46.3)
114(25.7)

78(100.0)

365(100.0)

44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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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 면에서는 현재 비정규직 여성
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비율이 현재 정규직인 여성보다 높았다. 구체적인 이
직사유를 비교해 볼 때, 현재 비정규직인 여성의 경우 이전 직장의 정리해고나
감원으로 인해서 이직한 사례의 비율이 정규직 여성보다 높고 결혼이나 출산
등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비율도 높았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서라든가 근무환
경이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은 평균 113개월이고 비정규직은 22개월로 정규직의 근속기간이 훨씬
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이란 임시직과 파견근로자라는 것을 고
려하면,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 22개월은 예상보다 긴 기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속한 사람은 24%이고 3년 이
상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한 사람도 19.2%에 달한다. ‘기간을 정함이 있는’ 노동
자의 경우 그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계약기간이 끝
난 후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재계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1) 고용계약의 형식과 고용계약기간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살펴보면(표 Ⅲ-10), 비정규노동자 중에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람은 전체의 68.4%이고 파견회사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9.6%이므로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 계약서를 보지 못하고 회
사나 파견회사에서 구두로 계약조건을 통보해 준 경우도 13.3%였으며, 근로계
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4.1%가 있었다. 자신이 정규직이라고 응
답한 경우에 오히려 구두로 계약조건을 통보받거나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노동조합 등 단체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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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비정규노동자의 고용계약형식과 계약기간
(단위 : 명, %)
정 규

계약형식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주 :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비정규

전 체

74(37.2)
36(18.1)
56(28.1)
1(0.5)
1(0.5)
21(10.6)
10(5.0)

349(68.4)
51(10.0)
15( 2.9)
49( 9.6)
17( 3.3)
21( 4.1)
8( 1.6)

423(59.7)
87(12.3)
71(10.0)
50( 7.1)
18( 2.5)
42( 5.9)
18( 2.5)

199(100.0)

510(100.0)

709(100.0)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에서 구두로 계약조건을 통보해 주었다.
노동조합 등 단체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파견사원의 경우) 파견회사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파견사원의 경우) 파견회사가 구두로 계약조건을 통보해 주었다.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기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비정규노동자의 73.4%
이고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25.6%이다(표 Ⅲ-11).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12개월이 전체의 58.2%로 가장 많고, 6개월이 19.0%, 3개
월 계약도 9.8%가 있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82.1%였다. 잘 모르겠다고 응
답한 사람은 16.8% 있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고 응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임시직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계약만료 후에는
재계약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바
는 현재 널리 퍼져 있는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정말 일정기간 동안에만 필요하
여 임시직으로 채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조만간 또는 언젠가 정규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4.4%(88명)이었고, 나머지 77.3%(372명)은 ‘이 직장 안
79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에서는 정규직원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1> 비정규노동자의 계약기간
(단위 : 명, %)
정해져 있음
정해져 있지 않음
Total
Missing System

계약기간 여부

전 체
.00
1.00
2.00
3.00
4.00
5.00
6.00
12.00
14.00
18.00
24.00
36.00
60.00

계약기간
(단위 : 개월)

1)

①
②
③
Total
Missing System
전 체

주 : 1)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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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22(
4(
4(
37(
2(
5(
72(
220(
1(
1(
8(
1(
1(

전 체

계약만료 후 상황

378( 74.1)
132( 25.9)
510(100.0)
5

5.8)
1.1)
1.1)
9.8)
0.5)
1.3)
19.0)
58.2)
0.3)
0.3)
2.1)
0.3)
0.3)

378(100.0)
288( 82.1)
4( 1.1)
59( 16.8)
351(100.0)
27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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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15.6%는 고용불안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28.1%는 심한 편이라고 대답하여 이 두 범주를 합치면 고용불안을 느
끼는 사람은 4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21.3%
가 고용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고용불안의 정도에 대하여 ‘매우 심하
다’ 1점, ‘심한 편이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심하지 않다’ 4점, ‘전혀 심
하지 않다’ 5점으로 점수를 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 정도를 비
교하면 정규직의 평균은 3.19, 비정규직의 평균은 2.78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간의 고용불안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F=46.03, sig.=.000).
정규․비정규 구분 이외에도 연령이나 학력 같은 인적자본의 수준은 고용불
안감에 영향을 준다. 산업이나 직업도 경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용불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인적자본의 수준과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를 통제하고 나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고용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큰지 살펴보았다(표 Ⅲ-12). 고용불안을 느끼면 1, 그렇지 않
으면 0의 값을 갖는 고용불안 여부에 대하여 개별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로짓모형 분석의 결과는 연령과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은 고용불안감을
느끼느냐의 여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시
장 경력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기간이 길 경우 고용불안을 느낄 가능성
이 높았고, 직업별로도 사무직 노동자에 비해서는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이 고
용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았다. 50∼299인 정도의 종업원이 있는 중규모의 사
업체와 종업원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종업원 50인 미만
의 소규모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고용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산업은 고용불안 여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 모든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고용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평균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
해서 짧은 편이다(표 Ⅲ-13-1).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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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고용불안 여부에 관한 로짓모형 분석결과
변

수

명

logit

연령 (25세 미만)
25∼34세

0.50( 0.35)

35∼44세

0.22( 0.62)

45세 이상

0.52( 0.94)

배우자(있음)

0.04( 0.34)

학력(고졸 미만)
고졸

-6.15(15.68)

전문대 이상

-5.61(15.68)

비정규

*

1.11( 0.52)

이전직장 비정규

-0.05( 0.31)

이전직장 자발적 이직

-0.24( 0.31)

총경력

0.34( 0.04)

경력기간 중 비정규 비율

0.01( 0.00)**

산업(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

0.47( 0.67)

금융업

0.11( 0.65)

기타서비스

0.27( 0.62)

직업(사무직)
서비스․판매

0.04( 0.30)

생산직․단순노무

1.00( 0.50)*

사업체 규모(5인 미만)
5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상수항
주 : ( )안은 표준오차.
*
P<.1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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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0.46)*
-0.10( 0.37)
**

1.11( 0.39)
0.75( 5.26)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10.2%인데 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44시간 미
만 일하는 사람은 22.9%이다. 5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의 경우
43.2%, 비정규직의 경우 29.9%이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이다(chi-square=20.208, df=3, sig.=.000).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노동
시간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사원과 비교하여 대답해 달라고 하였을
때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표 Ⅲ-13-2),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50%
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시간 근무한다고 응답하였고, 30.2%는 정규직원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정규직원보다 적게 일한다고 응답한 비정규
직 노동자는 20%에 불과하였다.
<표 Ⅲ-13-1> 정규․비정규근로자의 근로시간 비교
(단위 : 명, %)
정 규

근로시간
(주당)

36시간 미만
36∼43시간
44∼49시간
50시간 이상
전 체

초과근로
여부1)

전 체

15( 2.9)
102(20.0)
240(47.2)
152(29.9)

18( 2.5)
120(16.8)
336(47.0)
241(33.7)

206(100.0)

509(100.0)

715(100.0)

초과근로
2)

수당

df = 3,

sig.= .000

155(76.0)
49(24.0)

371(73.5)
134(26.5)

526(74.2)
183(25.8)

204(100.0)

505(100.0)

709(100.0)

chi-square 0.480,
받았음

전 체

3( 1.5)
18( 8.7)
96(46.6)
89(43.2)

chi-square 20.208,
있었음
없었음

비정규

df = 1,

sig.= .488

안받았음

94(63.5)
54(36.5)

238(68.0)
112(32.0)

332(66.7)
166(33.3)

전 체

148(100.0)

350(100.0)

498(100.0)

chi-square 0.942,

df = 1,

sig.= .332

주 : 1) 지난 3개월 동안 초과근로 여부.
2) 초과근로한 적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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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동안 초과근로를 한 적이 있었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정규직 노
동자의 76.0%, 비정규직 노동자의 73.5%가 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두 집
단간에 초과근로 여부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
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정규직에서 36.5%, 비정규직에서 32.0%
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므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비정규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정규직 노동자
와 마찬가지로 초과근로를 하며,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표 Ⅲ-13-2> 정규직과의 근로시간 비교
(단위 : 횟수, %)
변

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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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명

빈도 비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7(16.6)
63(13.6)
230(49.7)
31( 6.7)
40( 8.6)
16( 3.5)
4( 0.9)
2( 0.4)

전 체

463(100.0)

Missing System

52

전 체

515

1∼3시간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4시간 이상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동일하다.
1시간 정도 적게 일한다.
2∼3시간 정도 적게 일한다.
4∼5시간 정도 적게 일한다.
6∼9시간 정도 적게 일한다.
10시간 이상 적게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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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
교해 보면, 정규직은 월평균 130만원인데 비해서 비정규직은 85만원 수준이었
다(표 Ⅲ-14-1). 예상했던 대로 두 집단간에 임금격차는 현저하였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고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혹은 비정규직은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분야와 소
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
길 수 있다. 그래서 인적자본의 수준과 산업, 직업 분포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여전히 낮은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월평균 임금에로 그
값을 취한 것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Ⅲ-14-2).
<표 Ⅲ-14-1>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 비교 I
(단위 : 명, %)

정 규
비정규
전 체

Mean

N

S.D.

130.00
85.10

190
497

57.53
21.99

97.52

687

40.81

<표 Ⅲ-14-2>에 제시한 모형 1과 모형 2에 따르면,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집단인 25세 이
상 34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그보다 연령이 낮은 여성은 임금수준이 낮고 그
보다 연령이 높은 여성은 임금이 더 높았다. 고졸 이하의 여성에 비하여 전문
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임금수준이 높았다.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
도 임금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서비스업에 비하
여 금융업은 임금수준이 높고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임
금수준은 낮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에 비하여 판매서비스직이나 생산․단순
노무직의 임금수준이 낮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체와 50∼299
인의 사업체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그보다 더 규모가 큰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더 높았다.
모형 3과 모형 4에 의하면, 이 모든 요인들과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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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노동자보다 낮다. 특히 근
속기간과 비정규직 여부를 통제한 이 두 모형에서는 연령계층간의 차이와 사
업체 규모의 영향은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산업들간의 임금서열은 그대로 유
지되었으나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의 임금차이는 사라졌다.
<표 Ⅲ-14-2>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 비교 Ⅱ :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연령(25∼34세)
24세 이하
35∼44세
45세 이상
학력(고졸 이하)
전문대 이상
자녀수(없음)
1명
2명 이상
소득원수(1명)
2명
3명 이상
산업(기타서비스)
제조업
판매․음식숙박
금융
직업(사무직)
판매․서비스
생산직․단순노무
사업체 규모(50인 미만)
5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근속기간
비정규직
근속기간×비정규직
r-square
주 : ( )안은 표준오차.
*
P<.1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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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4.46(0.04)***

모형 2
4.46(0.05)***

-0.08(0.03)*
0.22(0.05)***
0.44(0.07)***

-0.08(0.03)**
0.24(0.05)***
0.48(0.06)***

0.18(0.03)***

0.09(0.03)**

모형 3
4.48(0.05)***
-0.03(0.02)
-0.01(0.04)
-0.04(0.06)
0.11(0.02)***

-0.04(0.02)
-0.01(0.04)
-0.06(0.06)
0.11(0.02)***

0.06(0.05)
-0.12(0.05)*

0.06(0.05)
-0.03(0.05)

0.00(0.04)
-0.01(0.04)

0.05(0.04)
0.06(0.04)

0.09(0.03)**
0.08(0.03)*

0.09(0.03)**
0.09(0.03)*

-0.22(0.05)***
-0.13(0.04)***
0.08(0.03)*

-0.23(0.05)***
-0.10(0.03)**
0.06(0.03)*

-0.23(0.05)***
-0.10(0.03)**
0.06(0.03)*

-0.06(0.03)*
-0.30(0.05)***

-0.03(0.02)
-0.19(0.04)***

-0.03(0.02)
-0.19(0.04)***

0.04(0.04)
0.06(0.04)*
0.09(0.04)**

0.03(0.04)
0.04(0.03)
0.00(0.03)
0.003(0.00)***
-0.16(0.03)***

0.333

0.584

0.03(0.04)
0.04(0.03)
-0.00(0.03)
0.003(0.00)***
-0.12(0.03)***
-0.001(0.00)*
0.587

0.152

-0.01(0.04)
-0.03(0.04)

모형 4
4.46(0.05)***

-0.02(0.04)
-0.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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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
실에서 근속기간은 임금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모형 3과 모형 4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학력, 그리고 일자리의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별 특성을 모두 통제하고도 근속기간은 임금수준
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근속기간과
정규직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즉 정규
직의 경우는 근속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마다 임금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여금과 퇴직금에서의 차이도 매우 뚜렷하였다(표 Ⅲ-15). 정규직 노동자의
84.8%가 상여금을 받는 데 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77.7%가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 퇴직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92.7%가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다고 대답한 데 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66.9%만이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고, ‘받지 않는다’가 19.6%, 모르겠다는 응답이 13.5%였다.
<표 Ⅲ-15>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상여금․퇴직금 비교
(단위 : 명, %)
정 규

상여금

전 체

받는다
안 받는다
모르겠다

173(84.8)
30(14.7)
1( 0.5)

113(22.3)
394(77.7)

286(40.2)
424(59.6)
1( 0.1)

전 체

204(100.0)

204(100.0)

711(100.0)

chi-square 240.658,

퇴직금

비정규

df = 2,

sig.= .000

받는다
안 받는다
모르겠다

191(92.7)
8( 3.9)
7( 3.4)

342(66.9)
100(19.6)
69(13.5)

533(74.3)
108(15.1)
76(10.6)

전 체

206(100.0)

511(100.0)

717(100.0)

chi-square 51.262,

df = 2,

sig.=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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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과 휴일․휴가
사회보험 가입 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뚜렷하였다(표 Ⅲ-16).
그러나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세 가지 보험의
가입률은 약 80% 수준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실
태조사가 주로 중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표집되었고, 일
용근로자나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월차휴가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있어서
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업무내용과 직업만족도
본 실태조사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78.4%와 비정규근로자의 82.5%가 정규․
비정규 노동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함께 근무하는 사
<표 Ⅲ-16> 복리후생 :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휴일․휴가
(단위 : 명, %)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월차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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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
186(92.5)

비정규
397(80.4)

전 체
583(83.9)

chi-square 17.172,
189(92.6)

df = 2,
397(80.9)

sig.= .000
586(84.3)

chi-square 16.502,
179(91.8)

df = 2,
410(81.5)

sig.= .000
589(84.4)

chi-square 12.012,
107(58.2)

df = 2,
113(26.2)

sig.= .002
220(35.8)

chi-square 60.022,
187(90.3)

df = 2,
369(71.8)

sig.= .000
556(77.1)

chi-square 28.779,
176(84.6)

df = 2,
227(44.4)

sig.= .000
403(56.1)

chi-square 97.098,
131(63.3)

df = 2,
56(11.0)

sig.= .000
187(26.2)

chi-square 210.254,

df = 2,

sig.=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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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 한하여 업무의 차이를 질문한 결과 정규직 노동자는 72.1%, 비정규직
노동자는 59.3%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7). 이 점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수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용형태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
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
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노동자
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에 더하여 상대
적인 의미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반드시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비
정규직 비율이 높고 지금도 비정규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
각하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성차별의 문제로 직결되게 된다.
<표 Ⅲ-17> 업무내용의 차이
(단위 : 명, %)

업무내용1)

정 규

비정규

Total

①
②
③
④
⑤

106(72.1)
27(18.4)
6( 4.1)
6( 4.1)
2( 1.4)

239(59.3)
86(21.3)
22( 5.5)
38( 9.4)
18( 4.5)

345(62.7)
113(20.5)
28( 5.1)
44( 8.0)
20( 3.6)

전 체

147(100.0)

403(100.0)

550(100.0)

chi-square 10.387,
주 : 1) ①
②
③
④
⑤

df = 4,

sig.= .034

차이가 없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보조하는 단순업무를 하고 있다.
정규직과는 전혀 다른 단순업무를 하고 있다.
정규직과는 다른 전문업무를 하고 있다.
정규직이 기피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현 직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은 비슷한 업종의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도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그렇
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45.8%와 50.2%로 통계
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8). 즉 비정규직도 업
89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무를 통하여 상당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승진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에 뚜렷한 차
이를 보였다. 정규직 중에는 31.9%가 승진경험이 있었는데 비해서 비정규직의
경우 승진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3%에 불과하였다. 승진경험뿐 아니
라 앞으로 예상되는 승진의 기회 면에서도 두 집단간에 차이는 뚜렷하다. 승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57.4%인데 비
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15.5%에 불과하였다.
<표 Ⅲ-18> 기술습득과 승진기회
(단위 : 명, %)

기술습득

정 규

비정규

전 체

①
②
③
④
⑤

18( 9.0)
74(36.8)
69(34.3)
23(11.4)
17( 8.5)

40( 7.8)
216(42.4)
176(34.5)
53(10.4)
25( 4.9)

58( 8.2)
290(40.8)
245(34.5)
76(10.7)
42( 5.9)

전 체

201(100.0)

510(100.0)

711(100.0)

chi-square 4.538,

승진경험

sig.= .338

있다
없다

66(31.9)
141(68.1)

22( 4.3)
485(95.7)

88(12.3)
626(87.7)

전 체

207(100.0)

507(100.0)

714(100.0)

chi-square 103.205,
승진기회
(예상)

df = 4,

df = 1,

sig.= .000

있다
없다

117(57.4)
87(42.6)

77(15.5)
419(84.5)

194(27.7)
506(72.3)

전 체

204(100.0)

496(100.0)

700(100.0)

chi-square 126.243,

df = 1,

sig.= .000

주 : 귀하께서 현 직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은 비슷한 업종의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도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①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② 대체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③ 별로 유용하지 않다.
④ 전혀 유용하지 않다.
⑤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운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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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업무의 내용은 비슷한데 임금수준은 낮고, 승진기회에서의 차별은 크
고, 고용불안은 심한 비정규직의 현실을 보면 이들의 직업만족도가 낮으리라
는 사실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
마나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의 32.0%가 만족스럽다고 하
고 14.3%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데 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18.3%만이
만족한다고 하고 23.6%가 불만스럽다고 응답하였다(표 Ⅲ-19-1). 직업의 다양
한 측면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하게 하고, ‘매우 만족스럽다’를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5점으로 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
동자를 비교한 결과를 <표 Ⅲ-19-3>에 제시하였다. 근로환경과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가지
측면에 대해서, 즉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노동강도, 승진기회, 개인의 발전
가능성, 복리후생, 휴일․휴가, 인격적인 대우에 대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
만족하는 편이며, 이들이 불만족하는 정도는 정규직에 비해서 강도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19-1> 직업만족도 I
(단위 : 명, %)

전반적
만족도1)

정 규

비정규

전 체

①
②
③
④
⑤

11( 5.4)
54(26.6)
109(53.7)
18( 8.9)
11( 5.4)

2( 0.4)
64(12.5)
305(59.8)
109(21.4)
30( 5.9)

13( 1.8)
118(16.5)
414(58.1)
127(17.8)
41( 5.8)

전 체

203(100.0)

510(100.0)

713(100.0)

chi-square 51.183,
주 : 1) ①
②
③
④
⑤

df = 4,

sig.= .000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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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2> 직업만족도 II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32.1
29.9
24.6
32.4
33.9
8.9
12.9
35.9
45.2
32.0

9.3
13.1
11.5
27.5
26.4
2.7
4.9
14.3
23.6
21.9

15.7
17.9
15.2
28.8
28.5
4.4
7.2
20.4
29.7
24.7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노동강도
근로환경
근로시간
승진기회
개인의 발전 가능성
복리후생
휴일․휴가
인격적인 대우

<표 Ⅲ-19-3> 직업만족도 Ⅲ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근로시간
승진기회
개인의 발전 가능성
복리후생
휴일․휴가
인격적인 대우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F

Sig.

2.93
2.94
2.90
3.68
3.47
2.99
276
2.90

3.60
3.48
2.98
4.11
3.90
3.51
3.24
3.18

3.41
3.32
2.96
3.99
3.78
3.37
3.10
3.10

80.313
52.796
1.451
31.347
30.211
37.437
31.778
12.505

.000
.000
.229
.000
.000
.000
.000
.000

5) 조직화
본 실태조사에서 노종조합 가입 여부 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크게
달랐다(표 Ⅲ-20). 앞서 밝힌 대로 이 조사는 노동조합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
어졌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
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주목하여 본다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이
정규직보다 낮은 것은 틀림없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노동조합이 없어서’가 18.7%이며,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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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인식
(단위 : 명, %)

노조가입
여부

정 규

비정규

전 체

예
아니오

160(78.0)
45(22.0)

75(14.7)
436(85.3)

235(32.8)
481(67.2)

전 체

205(100.0)

511(100.0)

716(100.0)

chi-square 266.480,

가입 안한
1)
이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7(38.6)
14(31.8)
1( 2.3)
2( 4.5)

전 체

sig.= .000

6(13.6)

75(18.7)
233(58.0)
19( 4.7)
8( 2.0)
2( 0.5)
23( 5.7)
3( 0.7)
39( 9.7)

92(20.6)
247(55.4)
20( 4.5)
10( 2.2)
2( 0.4)
27( 6.1)
3( 0.7)
45(10.1)

44(100.0)

402(100.0)

446(100.0)

4( 9.1)

chi-square 16.156,

비정규직
노조의
필요성2)

df = 1,

df = 7,

sig.= .024

①
②
③
④

125(66.8)
14( 7.5)
11( 5.9)
37(19.8)

356(73.7)
10( 2.1)
45( 9.3)
72(14.9)

481(71.8)
24( 3.6)
56( 8.4)
109(16.3)

전 체

187(100.0)

483(100.0)

670(100.0)

chi-square 15.799,

df = 3,

sig.= .001

주 : 1) ① 노동조합이 없어서
② 노동조합은 있지만 가입자격이 없어서
③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고, 계약 해지 등 당장 불이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④ 노동조합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⑤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⑦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⑧ 기타
2) 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② 기존 노동조합에 비정규직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③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④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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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있지만 가입자격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눈치가 보이거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14.4% 있었
으나, 그 밖에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이나 기대가 낮아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
규직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매우 높았다(전체 70% 이상). 이렇게 볼 때 비정규
직 노동자에 대한 기존 노동조합의 진입장벽은 매우 높은 형편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실태 Ⅱ :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최근 특수한 직업․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점들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 이들의 실태는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통계적으로 드
러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몇몇 특수한 직종의 노동자를 심층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정리한다. 조사대상은 여성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면서 사회적인 이목과 정책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5개 직종에 종사하
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여성이다. 선정된 5개의 직종과 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학습지교사 : IMF 이후 대졸 여성의 취업이 활발한 직종이나 신규취업자
의 대부분이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에 취업하고 있던 학습지교사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
기된다. 법적인 보호의 범위를 논의해야 할 특수고용관계의 예이다.
- 보험상품판매인 : 학습지교사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며 기혼여성이 주를 이루
고 있다.
- 금융업계의 임시근로자 :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근로자의 임시직화가 많
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들이 있는 분야이다. 금융업은 사무직 중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분명하여 ‘동일노동’하에서 서로 다
른 고용형태나 근로조건이 주어지는지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직종이다.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계의 임시근로자 : 이 분야는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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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으면서 이들의 비정규직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은 분야이다. 이들
의 고용안정성의 정도와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업종에 상관없이 인력파견업체 소속의 근로자 : 인력파견업체 소속의 근로
자로서 청소나 사무직 등의 일을 하는 자를 면접하여 이들과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하는 일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조사
하여 파견근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가. 금융업계 임시직
금융업계의 임시직 근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업종이
IMF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그리고 지금도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극심한 고용조
정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문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인원을 대폭 축소하
는 한편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은 임시직(또는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있다는 사
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시직 노동자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무직 여
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금융업계 임시직원으로
는 **은행의 부행장 비서인 A씨와 **은행 신용분석팀 서무계에서 일하는 B씨
를 인터뷰하였다. 이들은 모두 20대 중반의 미혼여성이며 대학졸업자이다.
사무직 여성에서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를 통해서
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나 그 내부적인 과정이나 특성은 심층적인 면접을 통
해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임시직을 고용하는 것이 어떤 부문, 어떤 직무에 주로 집중되는가가 문
제가 된다. 비교적 단순업무들에 임시직이 배치되며 이 일들은 임시적인 일들
은 아니라는 점이다.
비서일을 하고 있는 A씨의 예를 통해서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일이 단기적으로만 필요한 일이 아니고 항상적으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인원을 비정규직원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수록 정직원수는 줄어들고 계약직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 전에 일했던 언니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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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도 정직원이었는데 그만한 돈 주고 단순한 일 시킬 수 없으니까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 일을 저같이 월급 조금 줘도 할 수 있는 계약직을 시킨거죠.”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이전의 정규직에 대한 처우에 비교해 볼 때 매
우 낮아져서, 회사로서는 고용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들이 업무나 처우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불만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주로 다른 정규직원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 즉 차별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임금에 대해서는 ‘보통 정규직과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보
너스나 수당이 전혀 없이 ‘월급 105만원’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계약직의
경우 근속년수에 관계 없이 똑같고 학력과도 상관이 없다.
“월급은 불만 많죠. 여기에 막 들어온 애나 3, 4년 있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105만
원이에요. ...... 처음 콜센터에서 일할 때 고 3짜리하구 저하구 월급이 같아서 무척 기
분이 나빴어요. 입사했을 땐 대학 졸업한 사람을 뽑았으면서 그만한 대우는 안 해주
고 대학에 쏟아 부은 돈이나 시간, 노력 등을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 같더라구요.”(A씨)

이들이 느끼는 차별의 문제는 단순히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업무에 있어서
도 이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학력에 관계 없이 단순보조업무만 맡게 되는
데, 이러한 업무와 자리는 모두 여성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성차별로 인식하게 된다.
“(정직원과 어떤 차별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자기 발전의 기회가 없어요. 연수 기회
가 오면 꼭 따라 붙는 게 계약직 제외라는 글자고…… 하는 일도 저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책임감 같은 것도 없고…… (연수기회에 대해서) 금융과 관련된
것도 있고 개인 발전을 위한 것도 있고…… 정직원들은 대학원 가면 지원도 해주거
든요. 저흰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아침에 있는 영어교육조차도 자격이 안 돼서 못 들
어요. 거기에도 꼭 따라 붙는 게 ‘계약직 제외’예요.”(B씨)
“여기서 제일 속상한 건 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대학까지 나와 내가
뭐하는 건가 그런 생각해요. 사람들이 절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우스운 일을 하니까
사람조차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비참해요. 매일 하는 일이 워드나 치고 차심부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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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 직장에서 하던 일은……) 거긴 정직원이었으니까 커
피 심부름이니 그런 것 하기 싫으면 당당히 말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선 그 일이 제 일
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해본 적 없었어요. ..... 여기 여직원
은 저 하나예요. 남자 직원 42명에 저 하나요. 여기 방침이 한 부서당 여직원 하나 두
고 잔심부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사람들 커피 타주고 잔심부름하고 그
런 일을 주로 하는 거죠.”(B씨)
“그리고 여자, 남자 차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전 차심부름할 때가 제일 싫어요.
부행장님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외 남자들은 손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싫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계약직의 서러움인지, 여자의 서럼움인지 모르겠어요.”(A씨)

임금 이외에 다른 처우 면에서는 사회보험은 가입이 된다고 한다. 월차는 있
는데 안 써도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 생리휴가는 없다. 출산휴가는 그때까지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써봤다는 사람 얘기를 못들어 봤다고 하고 연차는 있으
나 3일이며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연차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조합에
관한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사실을 뒷받침한다. 비정규직은 노조를 통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우선 가입자격도 없거니와 가입자
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가입이 쉽지 않다.
“노조가 있기는 한데 저희하고는 상관없어요. 들어갈 자격도 없지만 들어간다고 해도
회사에서 싫어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저희는 회사 눈치 많이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잖아요. (노조가 생긴데도 가입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생기기나 하겠어요? 여긴 계
약직이 다 여잔데…… 힘들지 않겠어요? 또 여기가 몹시 보수적인 회사라서 그런 것
만들었다 하면 바로 잘릴걸요?”

나. 유통업체 판매직 임시근로(판촉직원)
대형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고용형태가 매
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일부 정규직원이 있고, 유통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임시
직이나 일용직이 있으며, 판매할 상품을 납품한 제조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직
원이 있고, 경비나 청소일을 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있다. 우리가 인터뷰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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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노동자는 판촉직원을 대주는 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인데, 대형유통업체에
나가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회사의 판촉직원으로 일한다. 인터뷰를 통해 나타
난 다양한 고용형태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라는 용역업체 직원이었는데 최근 해고되었음. △△식품의 판촉직원
으로 보내졌는데 ○○백화점에 나가서 일함. △△식품에서 돈이 들어오
면 □□에서 수수료 3∼5%를 떼고 월급을 줌. △△식품의 북부지점장이
매장 순회를 돌다가 가격표가 잘못 붙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해고됨.
해고는 개인적으로 통보받지도 못하고 북부지점 게시판에 하루 동안 공
지. 용역업체는 △△식품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름.
B. △△식품의 판촉직원으로 ○○백화점에 나가서 일함. 5년 전에 정보지를
보고 △△식품을 찾아갔는데 그냥 출근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다님. 계약
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정식으로 된거예요?’ 하고 물어보았는데 그렇다
고 함. 정규근무시간은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세트 까는 날
은 새벽 3∼4시에 끝나고 아침에 다시 출근. 재고조사하는 날도 12시쯤
끝남. 야근수당은 올리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올려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음. 점심시간도 한 시간 다 못 씀. △△식품은 ○○백화점의 눈치를 보
기 때문에 백화점의 지점장이 인상이 좋지 않다고 하자 △△식품 지점장
명의로 사직이 공고됨. 사직서 쓰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했더니
복직시켜 주었음.
C. 수산업체 소속으로 XX대형할인매장에 파견되어 일하다가 XX할인매장
에 계약직 채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옮김. 현재는 1년 계약직인데 그
이후에는 정직원으로 채용해 준다고 알고 있음. 식대와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월 60만원. 정직원은 풀타임 1과 풀타임 2가 있는데 풀타임 1은
월 75만원, 풀타임 2는 월 80만원 정도. 풀타임은 50만원 정도의 상여금
이 네 번 있음. 남자는 처음부터 풀타임 2로 채용. 여자는 일정기간이 지
나고 일을 잘하면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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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
E. ○○식품회사에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슈퍼마켓에 나가 일했으며 얼마
전에 촉탁으로 전환되어 백화점 매장관리를 하고 있음. 아르바이트로 슈
퍼마켓에 나가 일할 때는 10시부터 8시까지 8시간을 시간제로 일하기로
하고 시작함. 계약서는 쓴 적 없고, 처음에는 행사장 이곳저곳을 돌다가
어느 한 슈퍼마켓에 고정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근무시간이 9시부터 7시
까지라고 하고 실제로는 10시까지 하는 날도 많았는데 회사에서 임금은
10∼6시로 쳐서 주었음. 지금은 ○○식품회사의 촉탁직원이 되었음. 아르
바이트로 일하다가 촉탁직원이 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님. 하지만 촉탁
직원이 되었는데도 임금수준이 아르바이트 때와 비슷하고, 월급제도 아
니라서 일한 날수 적으면 그만큼 제함. 촉탁직원은 해마다 재계약이 되지
않을 까봐 불안함.
F. 백화점 면세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면세점 직원이 ○○교역
(브랜드 수입회사) 면세점에 파견할 사람을 뽑는다고 가르쳐줘서 들어
가게 됨.
G. 의류유통업체에서 재고정리하는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유통업체에서
직접 채용한 경우. 일한 지 1년 넘었음. 임금은 한 달에 빠지지 않고 일하
면 50만 6천원과 식대 6만원. 최근 파업중인데,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생
들을 도급업체로 넘기려고 하였기 때문임.
H. 도급업체 소속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의류유통업체에서 일하고 있음. 기혼
중년. 하던 일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바로 해약을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본사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파업중임.
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 시설관리의 예
용역업체를 통해서 △△대학에 환경미화(청소)일과 경비일을 하는 노동자들
의 시설관리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환경미화하는 여성이 100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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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고 남자는 220명 정도이다. 이 학교의 청소와 경비는 전에는 학교의 기능
직이었는데 1996년부터 용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퇴직자가 있으면 그 자리
를 용역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1996년에는 40%이던 용역직이 2000년에는
전체의 90%가 되었다. 용역직과 기능직이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들간에 차별이 문제가 된다.
“기능직이나 기성회 직원들 쓸 때는 학교에서 간식비도 다 줬는데, 용역화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주는 거에요. 한 단과에 기능직 있고, 용역사람 있고 섞여 있으면 기
능직은 주고 용역은 안주는 거에요. 용역은 용역회사하고 계약했으니까 그걸로 끝나
는 거죠. 한 달에 얼마 그것만 주면 끝나는 거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 용역
이 되면서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사람이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쳤다든가 아
프다든가 하면 병가처리가 되어야 하고, 병이 나은 후에는 복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용역은 자기가 몸이 아프면 그만두기 싫어도 그만두어야 하고,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도 아는 사람만 하는 거에요. 모르는 사람은..... 산재보
험 적용받는 것도, 회사측에서 이건 산재처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에요. 그런 점들이 너무 억울했어요. ..... 월급은 기능
직이나 기성회 직원들은 보통 140∼150만원인데, 우리 청소하는 사람은 월급이 42만
원이었어요.”

용역업체는 용역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업무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되어 있
으나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예는 거의 없다. 용역업체와 용역직 노동자를
받는 업체간에 계약만 도급으로 할 뿐이지 사실상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은
전적으로 노동자를 받는 업체에서 직접한다. 용역직 노동자들 중에서 대표자
를 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두는데, 대개는 그 전부터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
이다.
“(용역회사)사장이라는 사람 얼굴도 모르고, 학교 용역업체를 총관리하는 소장은 학
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총수위장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이 용역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용역업체를 방문하여 관리자를 면담하였는데, 이 회사는 근로자파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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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회사이지만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이 너무나 엄
격하여 파견을 받으려고 하는 회사도 없고 관리도 힘들어서 아예 용역(도급)업
만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도급업은 미화 또는 경비 일체의 업무를 용역
업체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현장 회사가 감독하는 경
우가 많다. 특히 그 회사에 직접고용의 형태로 있던 노동자를 그대로 받으면서
용역직으로 전환하고 용역업체의 이름만 끼워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
서 용역업을 한다고 하여도 새로 용역직 노동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고 한다. 다른 용역업체가 하던 일을 도급을 따서 새로 하게 되더라도 용역업
체의 이름만 바뀔 뿐이다. 이때 도급을 이전 회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따게
되면 노동자의 인건비가 삭감되게 된다.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은 우리 사회 전체가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으면서
기업(혹은 학교와 공공부문까지)의 핵심업무가 아닌 부분(주변적인 업무라고
칭해지는)은 외부화(out-sourcing)함으로써 몸체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각각의 회사에서 일하
는 사람의 총수는 변함이 있을 수 없고, 단지 항상적으로 하던 업무의 일부가
용역업체 등으로 넘어가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가 이루어진다. 심지어는 일하
는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 다만 이들의 소속이 바뀌면서 이들은 고용불안과 소
득감소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라. 특수고용형태 :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은 고용불안과 저소득, 사
회보장 결여라는 비정규노동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문제삼아 시정을 요구하려고 해도 이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 자체를 할 수 없고, 노동자라면 회사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협상 자체를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
라서 이러한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초점은 이
들을 ‘임금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업무의 성격과 회사와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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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독립사업자이지만 이들은 자영업자로 보기보다는 노동자로 보
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보험모집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채용과 훈련을 회사가 직접 관장한다. 채용시험을 회사가 직접 관리하
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과정 동안
차비․식비․수당을 지급한다. 즉 회사가 비용을 들여서 보험모집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스스로 등록하고 자영업 개업
을 한다기보다는 모든 등록절차를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험을 보는데, 설계사 모집시험이라고 금융상식이라든가 보험에 관한 일…… 그런
것(교육은 얼마 동안?) 거의 등록되기까지 한두 달 정도? ……등록하고 나서 교육비
라고 35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회사와의 계약관계는?) 계약서를 쓴 것 같진 않은
데…… (모집인 등록 같은 건...) 시험을 보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둘째, 보험모집 이외에 체계적인 업무가 있다. 보험모집 이외에 이들 소집인
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는 다른 모집인을 데려 와야 하는 것과 다른 모집인
이 모집해 놓고 계속 관리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관리와 수금을 하는
일이다. 모집인이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심지어 같은 회사의 다른 팀(지역)으
로 옮겨도 자신이 모집해 놓은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모집인이 일부 수당을 받으면서 그 일을 계속한다. 이러한 업무방식은 독립사
업자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일 어려운 게 다단계식으로 설계사들 모집하는것…… 왜냐하면 내가 그 밑에 사
람들을 데려오고 해야 되니까, 수당은 주지만 그게 어려워……(강제적인 건가요?) 그
렇지. 일 년에 몇 명 이상은 해야지만 승급이 가능하고……”
“잔여모집수당이라고 있는데, …… 예를 들어 내가 모집한 수당이 20만원이라고 하면
그 수당을 모집수당으로는 일부 한 20, 30프로만 주고는 나머지는 유지수당으로 내려
놓고는 만약 회사를 그만두면 유지수당은 안 주고 모집수당만 줬어.....만약 내가 회사
를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그걸 맡아서 수금을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당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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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는거지.”

셋째, 업무와 관련된 일방적인 규정이 있고 출퇴근도 의무적이다. 수당체계
나 모집액 중 수당의 비율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집인과 논의 없이 회사가 일
방적으로 정한다. 출퇴근이나 그 밖에 업무의 내용․방식에 대해서 규정이 있
다. 이러한 부분도 모집인을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수당체계를 바꾼다든지 할 때 미리 알려주진 않나요?) 에이, 그런 것 없다니까, 그
냥 명령식으로 하면 따르는 것 뿐이지. 우리는 아무런 제고의 여지도 없이 자기네 맘
대로 하는 거야……”
“나는 회사원인 입장에서 말을 하면 출퇴근시간 같은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좋은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영업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나쁘지…… 왜냐하면 출근수당 이
런 것 주는 것을 한 번 빠지면 95%, 두 번 빠지면 90% 이렇게 매겨 놓으면 안 되
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출근을 해야 되나요?) 한 달에 23일…… 평균적으로 22,
23, 24일을 기본적으로 출근해야지……(조회를 하시나요?) 그렇지, 매일 조회하지.
(다시 귀소해야 되는 날은 일주일에 며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면 죽음이야…… 그 나머지는 들어가야 되지만 내 시간에 맞춰서 볼일 다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들어가서 뭐하나?) 석회, 그날 한 업적 분석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 지시하고……”

넷째, 근로자간에 위계가 있고 on-the OJT가 있다. 트레이너나 팀장 등의
직위․직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집인들은 승진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훈련도 상급의 모집인이 새로 들어온 모집인에게 업무요
령을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on-the job training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또한 징계도 있는데, 다른 회사의 보험을 모집했다든가 실적이 좋지
않으면 몇 개월간 ‘모집정지’를 당한다. 그 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모집일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소득도 중단된다.
“(내부 팀체계는?)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보험일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이
신입생 교육시킬 정도가 됐다 하면은 교육을 받아요. 선생님 자격을 따는거야…… 트
103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레이너라고 하는데(자격증도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회사에서 교육일정이 내
려와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이제 신입생 교육이나 같이(신입과) 동행을 나갈 자격이
생기는 거야. 거기에 대한 수당이 조금 따르지만 그 동안은 내가 일 하나도 못하기 때
문에…… (트레이너 교육은 회사에서 시키나요?) 그렇지. (팀장의 역할은?) 팀을 관
리하는 거지. 그 팀이 일을 잘하고 신입이 잘 들어오면 팀장 수당이 조금 있는데 그
게 올라가요…….”

학습지도교사도 대체로 보험모집인의 특징을 공유한다. 추가적으로 학습지
교사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이들은 업무의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그만두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
만둘 수 없다.
“결혼하고 1997년 3월에 처음 입사했어요. 그리고 10개월 하다가 임신해서 12월에 그
만뒀어요. 여름에 임신한 사실 알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인수인계가 안돼서 임신 8
개월 될 때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애기 낳은 후 1999년 4월에 재입사 했어요. 비정규
직이라, 퇴사하고 재입사한 거예요. ...... 사직자 분들의 경우, 인계받을 교사가 없으면
새로운 교사가 올 때까지 계속 나와야 돼요. 임신하셔서 사직하시려고 했는데, 교실를
안 빼주셔서 하혈까지 하시고 어렵게 갖은 아이를 유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계장이었는데 7년 만에 임신하셨다가 7개월까지 정리를 안해줘서 유산하게 된 거죠.”

둘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독립사업자라면 일을 하고 싶은 정도만큼만 해
야 하고 일을 적게 한 만큼 수당을 적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 학습지교사는 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가 없고, 회사에서 영업목표를 정해
준다.
“이 업무에도 영업이라는 성격이 강해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영업실적이 얼마가 되면,
주임이 되고 계장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 4∼5명 정도를 관리를 해요. 실적관리라
든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나오는 영업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는 필히
달성해야 할 목표에요. 일을 열심히 하면 급여가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는 달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엄마들이 새로 다른 것 시작
한다고 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지국이 목표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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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 목표수치가 배당이 되는 거고, 그 목표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계장이랑
팀은 훈련에 들어가는 거에요. 아침부터 약수터에서 물떠오기 등의 정신교육부터 시
작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와 보호방안
가. 임시․계약직 노동
우리가 임시직이라고 묶어서 논의하는 범주에 드는 고용형태의 유형들은 흔
히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인턴사원, 아르바이트 등의 이름으로 불리
면서 고용계약에서 고용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일하는 노동자나 기간을 미리
정하지는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이 고용계약은 원칙적으
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보고, 노동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특성을 갖는 데 비해서 이러한 특성을 결여
한 자이다.
따라서 임시직 노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이들
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등의 기간을 미리 정하고 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재계약을 통해서 장기간 일한다고 하
더라도 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는 회사나 노동자가
모두 노동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몰입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이 저하되
고 노동자의 능력개발도 제한된다.
임시근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또 다른 문제는 ‘저임금’이다. 임시근로는 경
력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호
봉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금총액으로도 낮고 단위시간당 임금 면에서도 정규직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임시직 노동자는 사회보험과 휴일․휴가, 그리고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에다가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수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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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밖에 있는 노동자는 언제라도 실업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 기본적인 생계
와 의료서비스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임금이나 기타 복지혜택의 면에서 임시직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더
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제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똑같은 업무가 아니라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
금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임시계약직, 즉 단기간노동은 때로는 다른 비정규직 집단인 ‘단시간노동’과
중첩된다. 자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만 일하기로 선택하고 보수와 여타 노동
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보호를 받으며, 무엇보다도 고용
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단시간근로는 아무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
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러한 단시간노동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로, 파트타
임근로자 등의 이름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노동기간 면에서는 임
시직 노동자이다. 이들은 또 짧은 시간 동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거의 같은 시간만큼 일하면서 단지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노동시간 단위로
계산될 뿐이다. 이러한 위장된 형태의 단시간노동자는 고용불안이나 저임금
등 임시직 노동자의 문제를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임시계약직 노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그 방식이 형평성
을 결여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집단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정규직의 수를 줄이면서 이전에는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시키는 방식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때 여성이 담당하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례는 명
백히 성차별적이다. 기존에 있던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하면 그 자리를 비정규
직으로 채우는 방식도 사용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된다. IMF 이후 대다수의 신규채용이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현실은 새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취업자에게는 매
우 불리하고 부당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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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여야 한다. 첫째, 정말 특별히 한정된 기간 동안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다. 특히 어떤 일을 임시
적인 일로 정의할 때, 그 일이 필요한 기간에 근거하여 정해져야 하며 그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인적특성에 따라 정해져서는 안된다. 둘째, 근로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일에 대한 대가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즉 동일한 가치의 노동
에는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고용형태를 근거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균등대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수
준이 낮은 한계노동자일수록 생계,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우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도
출해 낼 수 있다.
(1) 먼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는 데도 임시직 고용을 남용하는 경우
를 막고,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반복가능한 횟수와 총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조
합과 사회단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
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임시직 고용의
남용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였다(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공대위 공청회자료, 2000). 제안의 요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예외적으로 단기간 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한다. 이 경
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그 시점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이 제안에 대해서 경영권을 침해하고 사적 자치의 원
칙에 반하는 것이며, 노동유연성의 추구라는 대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1년에서 3년으
로 연장하자고 주장하였다(경총 홈페이지, ‘정부의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0. 10). 정부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를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자는 안과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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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간의 상한선을 3년으로 연장하는 안 모두를 검토한 바 있으나 어느 쪽으
로도 확실한 대안을 정하지는 못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연합(EU)의 ‘유기근로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Work)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홍주환, ｢임시계약직 노동
자 관련 법․제도의 검토 - 유럽연합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에 대한
기본 협약｣, 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2000). 이 협약은 1999년에 유럽노총
(ETUC), 민간부문 사용자단체(UNICE), 공공부문 사용자단체(CEEP)의 세 당
사자간에 맺어진 협약으로, 노동시간의 유연성이라는 일련의 추세 속에서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반 조치들을 취하자는
사회적 합의이다. 이 협약은 유기고용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유기
계약 또는 유기계약의 갱신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 ② 유기계약 또는
유기계약의 연속 사용의 최대한 지속기간, ③ 유기계약의 갱신횟수 등에 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 여러 나라들은 계약갱신
허용횟수는 1∼3회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 총기간은 대체로 2년 미만이다(부록
2 참조).
(2) 저임금의 한계노동자 집단을 양산하는 최근의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하
기 위해서는 왜 사용자가 임시계약직의 채용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사용자측의 견해를 대변하는 입장을 들어 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지
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비해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
한 정리해고’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기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이 보장되는 수준이 높아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임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는 것이다. 이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 고용불안을 안고 일하는 임시직 노
동자에게는 그 대신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실제로 사용자가
임시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함으로써 얻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은 ‘노동비용
절감’이다. 직접적인 임금비용도 절약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에서 발생하는 비
용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임시직 노동자는 노동조합 가입도 제한되며 쉽게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통제도 쉬워진다. 따라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화의 추세를 저지하려면 적어도 사업주가 노동비용을 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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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에서 임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유인가는 없애야 한다. 균등대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서 임시직을 사용하던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고용형태를 근거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합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나, 이러한 원칙을 어떠한 실천을 통해서 지켜 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여성에 대해서 ‘균등대우’가 지켜지지
못하던 부분들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임시계약직에
대한 보호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를 위한 고
용차별금지법(가칭)의 제정과 이에 근거하여 고용평등기구(가칭)를 설치하자는
의견(조순경, 2000)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성, 연령, 신
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다른 모든 차별들과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 한 가지 종
류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 각각 법을 제정하고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모
든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동시적․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
이다. 고용평등기구는 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정도의 기능과 권한, 그리고 자원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한계노동자일수록 생계, 의료, 교육 등
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우선 제일 먼저 4
대 사회보험이 임시직 노동자는 물론 일용직에게도 전면적으로 적용이 확대되
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전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해야 한다. 첫
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이어
야 한다. 그러므로 적용제외 범위는 가능한 한 적게 유지하여야 하고 임시근로
자는 물론 일용근로자까지도 보험제도 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사회보
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법제로 명문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 혜택이 한계근로자에게까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
요하다. 지금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 한 명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에도 적
용되게 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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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히 이 두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가
입률을 높이고 일용근로자에게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
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고 실업을 겪게 될
가능성도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제도를 잘 설계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실
제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허재준, 일
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 2001). 노동자의 보험가입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신고하고 보험에 가
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입․이직신
고서 등 고용관련 사실들을 문서로 작성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보험의 적용확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간접고용 : 용역과 파견
용역회사나 인력파견회사의 소속으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관
리감독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나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과 시설의 관리, 경비, 청
소는 거의 용역업체의 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판매근로자의 상당수도 용역회사가 중간 다리가 된다. 사
무보조업무의 상당부분도 파견이나 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해 놓고 정해진 업무 이외에는 파견노동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쟁의권이 보장된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
다는 조항까지 있다. 이러한 조항들이 잘 지켜진다면 문제는 지금처럼 심각하
지 않을 것이다.
110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현재 파견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2년을 초과
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동자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어 노동
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둘째,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불법으로 파견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파견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하여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가 심각하다. 사용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비용절감에 있는
만큼 처음부터 임금수준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데다가 파견업주의 중간착취로
인하여 파견노동자의 임금은 직접고용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노동연구원 모니터링센터의 파견업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파견업체의 공제율은 1인당 평균 25% 수준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직접고용
노동자와 파견노동자간에 유사한 일을 하고도 임금에서 큰 차이가 나는 형평
성의 문제도 여기저기서 관찰된다. 우리가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경비나 미화 등의 일을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파견근로의 문제점들 중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파견근
로에 관한 법’의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도급(용역)을 가장한 불
법파견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 파
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 정
한 바,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
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도
급과 파견이 모두 중간에 인력공급업체를 낀 간접고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도급의 경우는 인력업체와 사용업체간에 ‘일의
완성’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인력업체(용역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도급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거의 전적으로 사용사업체가 하고 있었다. 파견업
체의 중간관리자급 직원과의 면담과정에서 보면, 이들은 용역직 노동자를 몇
년씩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이다. 인력업체(용역업체)는 ‘파견법’이 매우 경직적이고 지키기 어려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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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아예 파견업은 하지 않고 도급만 한다고 말하였는데, 자신들이 불
법파견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도급에 의한 용역근로자가 확대되는 과정은 전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도급계약을 통해서 용역업체로 넘기는데, 이때 그 전부터 일
하던 정규직 노동자를 한꺼번에 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로 전환시켜 버린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갑자기 고용조건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임금은 갑작
스럽게 감소하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은 크게 불안해진다.
사용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하는 상대 용역업체는 해마다 바뀔 수 있는데, 이때
에도 노동자들은 거의 그대로 새로운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럴 때 많은 경우 줄어드는 도급비용은 전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에 전가되어 임
금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은 중간착취 메커니즘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심하게 악화시키
면서 사용사업체의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일부 사회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근로자 파견법’을 폐지하고 파견근로를
전적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비정규공대위). 보다 현실적인 견해
는 이미 존재하는 파견근로를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자
는 안이다(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총 등 견해). 그러기 위해서는 파견 허용업
무를 축소하고 기간도 단축하여야 하며, 파견회사의 허가요건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13) 그러나 파견법을 폐지하여도 도급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용역직 등 간접고용의 확대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도 파견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하면서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이 일반화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파견법만을 개정해서는 간접고용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급을 통한 용역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반드시 함
께 진행되어야 한다.
13) 이 문제에 관한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오히려 파견근로대상업무를 금지대상만 정하고 원
칙적으로는 자유화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근로자 파견기간의 제한도
없앰으로써 파견근로를 활성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경총 홈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에
관한 경영계 입장｣,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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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나 용역직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를 저지하고,
열악한 고용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다. 첫째,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파견업주(또는 용역회사)의 의무사항과 사
용사업체의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해 주되 실제로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파견
업주보다는 사용사업체가 노동자와 직접적인 논의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둘째, 임시근로자 보호방안에서도 논의되었지만, 동일한 사업
장 내에서 유사한 일을 하면서 직접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간에 임금
과 기타 고용조건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
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고용평등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셋째, 파견업의 경우
에는 등록형과 모집형을 금지하고 상용형만을 허용하며 상용형 파견근로자와
인력업체 소속의 용역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모두 그 소속업체의 근로자로서
어느 정도의 고용보장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용역업체와 노동자간에 맺은 계
약은 적어도 계약직 노동자가 사업주와 맺은 고용계약과 같은 수준에서 고용
이 보장되도록 한다.
다.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사업주가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회피하면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형식적
으로는 독립사업자인 근로자와 도급이나 위탁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
무를 맡기는 것이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
기보조원, 텔레마케터, 접대부 등이 있다. 최근 이러한 형식의 노무공급은 급속
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여성이다.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와 관
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
용의 안정성, 퇴직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기타 여러 가지 자신들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보험설계사들의 노조가 노조설립 필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노동부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행정해석을 내려 설립필증을 교부하지 않은 사건
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이들의 어떠한 특성이 근로자와 유사하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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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특성이 독립사업자로서의 특성인지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번 행정해석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은 겸업가능 여부, 지휘감독
관계, 임금의 노무대가성 여부, 징계절차의 존재 유무였다. 즉 노동부의 해석은
보험설계사가 회사의 전속이 아니므로 다른 일과 겸업이 가능하고, 출퇴근과
업무장소에 엄격한 통제가 없고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이
받는 수당은 실적에 연동되기 때문에 노무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
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도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또
한 보험모집인은 실적이 미진할 때 해촉될 수는 있으나 다른 징계를 받지는 않
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조는 일일이 반박 사유를 제시하였는
데, 실제로 겸업을 이유로 해고당한 사례가 있으며, 다른 모집인이 계약한 내
용에 대해서 대리 수금을 해야 하는 등 자신의 일이 아닌 일도 많고, 사실상 임
금으로 볼 수 있는 고정적인 수당이 있으며, 실적이 저조할 때는 ‘모집정지’라
는 징계를 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형식적으로 독립사업자인 자의 근로자성의 인정에 관한
여러 차례의 행정해석과 판례가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법적인 연구들에 근
거하여 근로자성 판정의 기준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4)
현행 근로기준법의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을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의
규정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주목
하여 이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파악하는 것이 판례의 전
통이었다. 이때 사용종속관계는 계약의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
무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제
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주목하는 요소는 첫째, 지휘명령성의 요소 :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가, ②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는가, ④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
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가, 둘째, 임금성의 요소 : ① 보수가 근로의 대가
14) 강성태의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한국노동법학회 2000년 추계학
술대회 발표문)과 사회변동과 사법질서 에 포함된 김소영의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근
로자들의 노동법적 문제｣를 참조.
114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로서의 성격을 갖는가,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가, 셋째, 기타요소 : ①
원자재나 작업도구는 누구의 소유인가, ②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③ 세
법이나 사회보장 관련 법 등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등과 같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판례는 지금까지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유흥
음식점 접대부 등에 대해서 모두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
다(강성태, 2000). 예컨대 지휘명령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고
려하는 데 비해 원자재나 작업도구의 소유,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할 수 있는
가, 노무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독립사업자임을 보여주는 징표가 약
하면 근로자로 보는 방식의 기준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편이다. 또한 사용
자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부수
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징표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은 문제이다. 근로자의 종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건은 사용자가 언제든
지 노무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는 사용종속관계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노무공급자에게 독립사업자성이 있는가를 나
타내는 징표는 노무공급의 계속성과 전속성, 장비의 소유, 이익과 손실에 직접
적인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제3의 노동력 이용 여부 등이 중요하다.
현행의 근로기준법을 가지고라도 그 해석 방식에 따라서 이들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법원이 근로자 개
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독
립사업자도 근로자에 속함을 명문화하자는 안이 제시되었다(김선수,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규공대위 공청회, 2000).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또는 특
수고용관계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적용의 예
외조항을 둘 수 있는 만큼 특수고용근로자가 일반 고용계약근로자와 다른 특
성 때문에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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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느 나라 어떤 사업주도 고용계약을 통해서 정규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자영자’로 위장한 노동자
를 사회보험의 영역 안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 중에
서 세 가지 이상이 맞으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고용-피용관계로 보고 고
용보험에 가입시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독일사회법전 제
4권 제7조 제4항).
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회보장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노동자(임금이
매달 630마르크 이상인 고용관계의 노동자)를 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② 지속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단지 한 위탁자만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
③ 자신이 행하는 업무가 그 위탁자가 고용한 다른 노동자가 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경우
④ 자신의 업무가 기업가로서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컨
대 사무실 등 생산수단이 없거나 기업광고를 하지 않음)
⑤ 자신의 업무가 이전에 위탁자와의 고용관계에서 행했던 업무와 동일할
경우(예: 원래는 고용된 관계에 있었는데 동일한 일을 하면서 자영자로
등록한 경우)
셋째,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나 정
책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근로자 자신들이 조직화를 통
하여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지교사나 골
프장 경기보조원이 몇 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나간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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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의 변
화를 ‘실업과 재취업’, ‘비정규직화’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
I장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인 증가추세 속에서 1998년에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를 지적하고 취업자와 실업자의 규모와 비율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성취업자의 내부구성을 산업과 직업별로, 그리고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
근로시간 형태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그 분포상의 특성을 밝혔다. 제Ⅱ장은
여성실업의 문제를 전체적인 실업률의 증감 문제가 아닌 실업탈출 가능성과
어떤 형태로 탈출하게 되는가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제Ⅲ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지적되는 ‘비정규
직화’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의 증감 문제보
다는 중요한 비정규직의 유형별로 특징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
였다.
여성취업자의 수는 IMF 직후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실업
자가 된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경
제활동인구로 분류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에 여성의 실업률은 증가하였으
나 남성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크게 감소하였다. 여성취업
자의 수는 크게 줄어들어서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도 급격
히 감소하였다. 취업자수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연령계층은 20대 초반 여성
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종사자수 감소의 규모는 제조업에서 가장 크지만, 남성
에 비해서 감소추세가 뚜렷하기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에서의 여성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서비스
직의 여성 증가세는 1998년을 기점으로 뚜렷이 반전되었는데 여성 서비스직
종사자는 1999년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사무직 여성의 감소는 계속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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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에서 여성의 퇴출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는 점과 이러한 여성실직자는 남성
과는 달리 상당수가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남기를 선택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
구화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의 정도는 매우
불안정한 수준이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렇다면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결
정적인 타격을 받았던 여성근로자들은 경기의 회복과 함께 다시 일터로 돌아
왔는가?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성
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
였다. 첫째, 재취업 여부 또는 재취업의 형태라는 면에서 실업자와 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의사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서로 다른 행위양식을
보이는 집단일 뿐 아니라 각 범주가 갖는 의미는 여성과 남성간에 서로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1998년 조사 당시 실업자였던 사람과 취업의사가 있는 비
경제활동인구,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여 각 집단의 1999년
상황을 살펴보았다.
1998년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여성은 1999년에 임금 또는 비임
금근로자로 새로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았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던 여
성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 경제의 회복기에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
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의 경우 재취업에서의 성별 차이는 실업자들에 있어서 성별 차이와는 매우 다
른 현상이 나타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취업할 의사가 있
었던 여성의 경우, 새로 구직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나 자영업 창업을 할 가능
성은 남성보다 낮았으나,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 면에서는 남성과 큰 차
이가 없었다. 더욱이 순수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
이 남성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회복기에도 여성의 구직활동은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으며, 구직활동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포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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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고 하더라도 1년 후 이들은 취업한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 이것은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의 구분이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반
드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실업률은 여성의 취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기존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
둘째, 일반적으로 미취업상태를 탈출하여 재취업할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여
성은 남성에 비해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상
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시점
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때 미취업상태를 벗어나
는 경로를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비임금근로로 구분하여 설정
하고 각각의 경로를 통한 탈출률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보았다.
여성과 남성의 미취업기간 탈출률을 경과기간에 따라 추정한 결과뿐 아니라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면서 성별이 탈출률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에서도 여성은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의 형태로 미취
업기간을 탈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러나 비정규임금근로자의 형태로
탈출할 가능성에 있어서는 여성은 오히려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발견은 IMF 이후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은 임시․일용직의 증
가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상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임시․일용직은
증가해 왔으나 이러한 현상은 IMF 이후 그 추세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여
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추세가 더욱 뚜렷한데, 이것은 주
로 여성 일용근로자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즉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도 더 빠르게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향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
용안정성이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정규 또는 비정규근로는 그 자체로 고용생활의 질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변수이다. 여성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느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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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데에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산업분야나 사업체의 규모 등 일자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한 산업․규모의 직
장에 다니는 여성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성보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가능
성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용이나 임시․일용으로 고용형태가
결정되면 이들간에는 임금체계는 물론 임금수준, 직업만족도 등의 면에서 분
명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임시직 근로, 간접고용,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임시직 노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이들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등의 기간을 미리 정하고 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재계약을 통해서 장기간 일한다고 하여도 늘 고용불안에 시달
린다. 이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는 회사나 노동자가 모두 노동자의 업무능력 향
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몰입은 기대
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동자의 능력개발도 제
한된다.
임시근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또 다른 문제는 ‘저임금’이다. 임시근로는 경
력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호
봉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금총액으로도 낮고 단위시간당 임금 면에서도 정규직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임시직 노동자는 사회보험과 휴일․휴가, 그리고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에다가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수혜영
역 밖에 있는 노동자는 언제라도 실업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 기본적인 생계
와 의료서비스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임금이나 기타 복지혜택의 면에서 임시직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더
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제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똑같은 업무가 아니라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
금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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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계약직 노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그 방식이 형평성
을 결여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집
단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정규직의 수를 줄이면서 이전에는 정
규직이 하던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시키는 방식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때 여성이 담당하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례는 명
백히 성차별적이다. 기존에 있던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하면 그 자리를 비정규
직으로 채우는 방식도 사용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된다. IMF 이후 대다수의 신규채용이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현실은 새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취업자에게는 매
우 불리하고 부당한 현실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여야한다. 첫째, 정말 특별히 한정된 기간 동안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다. 특히 어떤 일을 임시
적인 일로 정의할 때, 그 일이 필요한 기간에 근거하여 정해져야 하며 그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 정해져서는 안된다. 둘째, 근로계약기간
에 상관 없이 일에 대한 대가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즉 동일한 가치의 노
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고용형태를 근거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균등대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한계노동자일수록 생계,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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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임시․일용 등 불완전한 고용형태의 확산과
우리의 정책방향｣에서 비정규직의 개념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근로는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들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으로
정의된다. 정규근로는 ①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② 고용기간이 미
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으며, ③ 근로시간은 전일
제로 하며, ④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노동형태로 정의되며, 비정
규근로는 이러한 근로형태의 잔여범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근로),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파견근로)를 비정규근
로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
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그 정의
상 모든 파견근로자는 단기근로계약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따라서 파
견근로는 계약․임시․일용직 근로의 특수한 하위범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재택근로, 도급제근로 등도 전형적인 임금근로의 유형에서 벗어
나는 형태로 파악된다. 도급제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
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된
다. 그러나 실제로 하는 일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기 때
문에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에서 함께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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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의 유형
<비정규직의 유형 I>
근로시간

근로기간

고용계약

비임금근로

단시간근로자

(단기근로)
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가내(재택)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도급(사내하도급)
근로자

가. 단시간 근로자(Part-time Employment)
단시간근로자(part-time worker)의 정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하루 중
일부, 일주일 중 일부, 한 달 중 일부만 일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
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보통 1주일을 단위로
함) 해당 사업장의 정규근로자의 소정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근로
기준법 제21조)를 단시간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의로는 개별 근
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
는 일도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평상근로시간
(또는 조사기간 실제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또는 30시간 이하)인 자’로 조작
적으로 정의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거나, 혹은 근로자에게 ‘당신은 파트타임 근
로자입니까?’라고 물어서 그 판단에 충실하게 분류하기도 한다.
<근로시간에 따른 정의>
<단시간 근로자>
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② 평상근로시간(또는 조사기간 실제 근로시간) 30시간 이하(또는 35시간 미만)
③ self-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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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시근로자(Temporary Employment)
역시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모두 포함
한다. 단기근로계약, 계절적 고용계약, 파견근로(Temporary Work Agency
(TWA)), 일용직, 1년 이상의 계약. 주요 형태는 단기근로계약과 파견근로로,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단기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
함이 있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
간이 1년을 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파견근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15)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16)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항).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 정의>
<통계청 정의>
- 상용근로자 :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
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자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
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노동부 정의>
- 상용근로자 : ① 취업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
된 자, ②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자, ③ 중역과 이사 등의 임원일지라도 사업체에
출근하여, 피고용자로서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고 급여규정에 의거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자, ④ 개인업체의 경구 사업주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상시 사업체에
근무하며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자
- 임시․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5)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2항).
16)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파견근로자
보호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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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종사상의 지위를 분류할 때는 상용․임시․일용근
로자로 나뉜다. 이때 흔히 상용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
기 쉬운데, 상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비정규근로
자라고 보아야 한다. 상용근로자의 정의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
하는 정의와 노동부에서 사업체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 정의가 서로 달라서 상용
근로자, 나아가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비정규직의 유형>
정규직

계약직(임시직)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임시직

일용직

통계청
상

용

직
노동부

상

용

직

임시직․일용직

다. 비임금 비정규근로자
이 밖에도 비정규근로에 관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범주로 비임금 비정규
근로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노무공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급제 노동자(특히 사내 하도급의 경우 임금근로, 파
견근로와 유사한 모습을 띰), 가내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에 이전
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하던 부분을 모두 외부화하는 추세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학습
지교사와 생활설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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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유럽에서의 임시근로 규제
‘객관적’ 상황을 제외하고도 적용 연속적인 고정기간 계약이 연속적 계약이 최대한
1)
되는 타당한 케이스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 횟수 지속될 수 있는 기간
벨기에

객관적 상황만 해당. 노동조합의 법정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 2년
동의 필요
로 계속되는 고정기간 계약
을 허가하지 않음.

덴마크

법은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고용 제한 없음.
이 종료될 수 있음을 허가

제한 없음.

프랑스

‘객관적’ 상황에 한정(고정기간 3
계약은 회사의 정규행위와 연결
된 영구직에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음). 고용창출과 훈련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

24개월

독 일

객관적 상황에 한정되나 실업자 1
와 훈련이수자에게는 제외

18개월

그리스

‘객관적’ 상황에 한정

제한 없음.

아일랜드

분명한 단기계약을 통해 부당해 제한 없음.
고 고소를 피할 수 있음.

제한 없음.

이탈리아

‘객관적’ 상황에 한정. 그러나 고 2(단, 재계약은 예외적인
정기간계약이 부문별 단체협약에
상황에서만)
서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1980
년대 동안 이 조항의 사용은 제
한되었음.

3개월(단, 계절노동은
제외)

네덜란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포르투갈

①새 사업 시작이나 아직 기간을 3
알 수 없는 프로젝트 시작시
②첫번째 직업을 구하는 노동자,
장기실업자, 그리고 고용정책입
법례에서 제공하는 상황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제외

3년, 2년

스페인

①새로운 활동, ②고용경험, ③훈 제한 없음.
련, ④고용창출법에 한해서 허용

3년

영국

제한 없음.

제한 없음.

3

1

제한 없음.

주 : 1) 모든 국가들이 계절노동, 정규직 노동자의 임시휴직(병가 혹은 산후 휴가), 과도한 업무, 특수한 과
제, 그리고 건설업 등과 관련된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는 고정기간계약의 타당성 인정.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이주희․장지연, 임시․일용 등 불완전한 고용형태의 확산과 우리의 정책방향 , 19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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