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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1980년대 후반 이래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세계시장의 개방 확대 등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勞動柔軟化 戰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세계시장을 목표로 경쟁해야 하는
소위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술혁신 및 생산공정에서의 혁신은 새로운
생산방식과 작업조직을 요구하게 되며 이에 따른 雇傭調整의 필요성으로 기업은 노동의 유연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학력화, 여성화, 중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화는 人文敎育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산업수요와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미비 및 직종차별로 노동력의 여성화는 취업의 여성화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
중고령화는 기업의 고용조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6․29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대규모와 중소규모, 노조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 그리고 중화학공업부문과 경공업부문으로 二重構造化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변화와 二重 勞動市場構造는 향후 산업구조조정이 더욱 진전됨에 따라 구조적
실업문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1980년 후반 이후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측면과 노사관계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력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은 과거 단능숙련공의 양성․공급에서 벗어나 多技能 기술자의 양성 및
개발, 그리고 광범위한 직업안정망을 갖춘 효육적 노동시장의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新人力' 정책으로 이름짓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1995년 7월 도입예정인 雇傭保險制度에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雇傭保險硏究企劃團에서 추진한 실업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업구조를 분석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4개의 독립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移行確率을 중심으로
한 실업구조의 비율분석이 행해진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통계청의 「고용구조조사」이다.
제2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이 1992년 11월에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도시가구의
취업실태조사」를 분석한다. 여기에서의 분석이론과 모형은 탐색이론과 해자드모델이다.
제3장은 新人力정책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의 운용이
신인력정책의 기본정신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훈련부문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4장은 '新人力' 정책의 구현을 위해 노동시장관련법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다. 여기에서의 연구초점은 세계 선진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조정을 둘러싼 법제도의
수렴현상이다. 노동유연성의 국제적 수렴현상이라는 政策示唆로부터 이 논문은 우리나라
고용관련법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원의 魚秀鳳 연구위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원내외의 많은 분들의
보내온 깊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저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자료정리와 전산분석에는
서울여대 鄭芝恩석사 및 한림대학교 權賢芝석사의 도움이 컸으며 원고정리를 담당한 安鎭成
연구조원과 편집․교정을 담당한 朴贊暎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대한 치하도 빠뜨릴 수 없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收錄된 내용은 著者의 개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3年 12月
韓國勞動硏究院
院長金大模

第 1 部 韓國의 失業構造
第1章
失業과 勞動移動
第 1節 失業構造의 比率分析
실업구조는 실업과 다른 노동력상태(취업 혹은 비경제활동)로부터의 노동이동으로 파악하여
노동력상태간 노동이동의 비율분석을 통해 실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노동력상태를 취업과 실업으로 구분하여 두 상태간의 비율분석을 통한 실업구조의 분석방법인
採用函數接近法을 살펴본다. 채용함수접근법은 巨視模型(macro model)으로서 다음 절에서
살펴볼 微視模型(micro model) 探索理論과 연결되어 있다. 다음으로 노동력상태를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3分하여 실업과 다른 노동력상태간의 노동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를 플로우 分析(frow analysis)으로 부르고 논의하게 된다.

1. 採用函數接近法(hiring function approach)
어느 한 기간(예를 들면 1주, 1개월 등) 동안 채용된 근로자(H)는 빈 일자리의 숫자(Vacancies :
V)와 有效職場探索者(effective job seekers : cU)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U는 실업자 전체
숫자이고 c는 그 중 유효직장탐색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平均有效探索率(average
effectiveness)이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실업자간의 구조적 일궁합 문제(job match
problem)가 없다고 가정하면

H=h(V, cU), (1-1)
로 표시된다. 여기서 h(․)는 V와 cU에 대해 一次同次函數(linearly homogeneous)를 假定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일자리 수 및 유효탐색자의 수가 2배가 되면 동일한 조건하에서 채용이 2배가
된다는 것이다.
1차동차성을 이용하여 식(1-1)의 양변을 cU로 나누어 정리하면

이 된다.
식 (1-2)는 실업으로부터의 脫出率(outflow rate), 즉 취업상태로의 이동률은 有效探索率(c)과
실업자수에 대한 일자리 수의 비율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유효탐색률은 探索理論에서는
探索强度(search intensity)를 의미하며 V/U는 주어진 시점에서의 勞動市場 與件(산업구조나
경기순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식 (1-2)를 확률로 해석하면 개인실업자 i가 채용될 확률(hi)이 되며

로 쓸 수 있다.

다음으로 N을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로 표시하면 어느 시점에서의 실업률(U/N)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S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 실업상태로의 진입자, 즉 신규실업자의 숫자이다. 따라서 S/N는
실업으로의 進入率(inflow rate)이다. 그리고 U/S는 실업자 풀과 신규실업자의 비율이다. 그런데
실업으로의 新規進入者(inflow)와 新規退出者(outflow)가 동일한 政堂均衡狀態(steady state)를
가정하면 U/S는 신규진입자가 실업상태에 머무르는 기간, 즉 평균 실업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 (1-4)는
실업률 = 실업으로의 진입률×평균 실업기간 (1-5)
을 의미하게 된다.
政堂均衡狀態에서는 실업으로의 進入(S)과 退出(H)이 동일하므로(S=H)

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정상상태에서는 평균 실업기간은 바로 脫出率(H/U)의 역수인 것이다.
따라서 식 (1-4)와 (1-6)으로부터

이 된다.
정상상태에서는 실업자의 구성은 바뀌더라도 실업자의 수(unemployment pool)가 항상 일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상상태에서는 진입자의 수(S)와 탈출자의 수(H)가 같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勞動力狀態間 플로우(flow) 변수인 진입률과 탈출률을 스톡(stock) 변수인 실업률과의 관계로
표현한 수식이 바로(1-7)인 것이다. 즉 어느 한 시점에서의 스톡을 측정하는 실업률은 어느
일정기간 동안의 플로우를 측정하는 두 개의 비율(진입률과 탈출률)로 分解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1-1]에 나타나 있다.

[그림 1-1] 정상상태에서의 실업자 스톡과 플로우

식 (1-2)와 (1-4)를 결합하면 (H = S에서)

로 나타나 실업률은 有效探索率 c와 역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 일자리의 숫자(V)가 일정하더라도 유효탐색률이 감소하게 되면 실업률은 증가하게
된다. 유효탐색률은 探索行爲의 强度(search intensity)인데 예를 들어 1주일간 職場探索에 사용한
時間 혹은 費用으로 표현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실업구조를 식 (1-5)와 같이 진입률과 평균 실업기간으로 분해하여 정리한 것이
<표1-1>에 나타나 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의 국가들에서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新規進入率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업기간이 길기 때문이며, 미국, 캐나다 등 북미국가에서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평균 실업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으로의 진입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스웨덴, 일본 및 우리나라 등의 경우에는 진입률이 낮고 동시에 평균
실업기간도 짧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1-1> 각국의 실업률, 진입률 및 평균 실업기간

2. 移行確率分析 模型(flow analysis)
勞動市場은 여기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이 취업과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라는
노동력상태간에 끊임없이 이동하는 動態的인 性格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동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스톡(stock) 변수만에 의해서 분석하게 되면 노동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매월 실업자로 새로 流入되는 사람이나 실업으로부터 流出되어
가는 사람들이 플로우(flow)는 그 달의 실업자수 증가인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실업의 原因과 構造, 실업에 관한 對策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스톡 변수의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여러 상태간의 동태적인 흐름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Marston(1976)에 의해서 체계화된 노동시장의 플로우 接近法을 고찰하고, 이 분석틀에
의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動態的인 매커니즘과 勞動移動의 行態를 分析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상태는 就業(Employment), 失業(Unemployment), 그리고
非經濟活動狀態(Not in the labor force)로 구분된다.1) 이제 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를 각각 E,
U 및 N으로 표시하면 일정한 시점에서의 E, U 및 N의 크기는 스톡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간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간의 노동력상태의 변화는 플로우로 나타나며 <표1-2>와
같이 서로간에 9개의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다.
行列에서 각각의 기호는 t-1期의 특정한 노동력상태에서 t기에 일정한 노동력상태로 이동한
취업자의 수를 나타낸다. 예컨대 EU는 t-1기에 취업해 있던 근로자(Et-1)가 t기에 실업상태(Ut)로
이동한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엄격하게 표기하면 Et-1 Ut가 되나 편의상 하첨자를 제외하고 EU로

단순하게 표기한다.

<표1-2> 노동시장의 플로우 행렬

이제 각 노동력상태간의 이동행태를 移行確率(transition probabi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자. 移行確率은 편의상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컨대 移行確率 eu는 t-1기에 취업상태에
있던 근로자(Et-1)중에서 t기에 실업상태로 이동한 사람의 수(EU)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eu는
EU를 Et-1로 나눈 비율이 된다.
여기에서 EU는 t-1기의 취업에서 t기에 실업으로 이동한 근로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
변수이며 Et-1은 t-1기의 취업자수라는 스톡변수이다. 따라서 移行確率 eu는 플로우 변수를
스톡변수로 나눈 비율로서 이를 플로우率(flow rate)이라고 한다.
한편, 노동시장 분석에 있어서 移行確率이 갖는 의의는 이행확률을 이용하여 각
노동력상태에서의 平均 持續期間을 確定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노동력상태에서의
移行確率을 δ라고 할 때 그 상태에서의 평균 지속기간은 δ의 逆數, 즉 1/δ이 된다. 따라서,
移行確率 분석은 期待 失業期間, 期待 就業期間 등의 期間分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위의
移行確率 行列에서 각각의 플로우는 서로 독립적인 사건으로서 각 행의 확률의 합계는 1이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動態的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9개의 흐름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나머지
비율은 쉽게 산출할 수 있다.
서로 獨立的인 移行確率들은 다른 형태의 확률로 변형되어 노동시장의 이행행태에 대한 또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우선 Pne라는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즉 확률 Pne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한 사람의 비율, 다시 말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할 확률을 나타낸다고 하자.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다. 正常狀態(steady-state)에서는 취업자수가 일정하다. 왜냐하면 취업상태로 流入되는
플로우의 크기와 취업에서 流出되는 플로우의 크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취업상태로의
流入플로우 UE+NE와 취업상태로부터의 流出플로우 EU+EN이 같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ue)U + (ne)N =(eu+en)E …………………………………(i-10)
가 된다. 한편, 실업상태로의 流入플로우와 실업으로부터의 流出플로우도 일치하기 때문에
EU+NU과 UE+UN이 같게 되며 다음의 等式이 성립한다.2)
(eu)E + (nu)N = (ue+un)U …………………………………(1-11)
식(1-10)과(1-11)에서 N을 소거하고 식(1-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3)

αE=βU, ………………………………………………………(1-12)
여기에서 α=eu +(1-pne)en …………………………………(1-13)
ΔE=(UE+NE)-(EU+EN)=(UE-EU)+(NE-EN)
ΔU=(EU+NU)-(UE+UN)=(EU-UE)+(NU-UN)
ΔN=(EN+UN)-(NE+NU)=(EN-NE)+(UN-NU)
먼저 식(1-10)과(1-11)에 각각의 nu와 ne를 곱하여 식(1-10)에서 식(1-11)을 공제하면,
(ue․nu)U-(eu․ne)E=(eu․nu)E+(en․nu)E-(ue․ne)U-(un․ne)U
같은 변수끼리 정리하면
(ue․nu+ue․ne+un․ne)U=(eu․nu+en․nu+eu․ne)E
각 변을 (ne+nu)로 나누어 정리하면,

β=ue+(pne)un ………………………………………(1-14)
식(1-12)가 의미하는 바는 3개의 노동력상태간의 관계를 2개의 노동력상태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취업에서 실업상태로의 총플로우(αE)와 실업에서 취업상태로의
총플로우(βU)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식(1-13)으로 표현된 취업에서 실업상태로의 총플로우
확률(α)에는 ① eu라는 직접적인 移行確率뿐만 아니라 ② 먼저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탈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확률[(1-pne)en]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식(1-14)의
실업에서 취업상태로의 총플로우 확률(β)에는 ① 직접적인 移行確率(ue)뿐만 아니라 ②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移行確率[(1-pne)un]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실업률 u는 U/U+E로 정의되기 때문에 식(1-12)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실업률에 관한 식(1-15)가 의미하는 것은 正常狀態에서 어떤 人口集團의 실업률은 그 집단의
移行確率들의 函數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업률은 실업상태의 頻度(frequency of unemployment)와 期待 失業期間(expected duration of
unemployment)으로 分解 可能하다. 여기에서는 正常狀態에서 실업상태로의
流入플로우(EU+NU)와 失業狀態로부터의 流出플로우(UE+UN)가 일치한다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노동력을 L, 실업빈도를 s, 期待 失業期間을 E(T)라고 표시할 때, 실업으로 부터의
流出플로우率(즉 실업빈도s)은

ue+un은 실업으로부터의 脫出確率을 나타내므로 期待 失業期間 E(T)는 이 脫出確率의 逆數로

표시될 수 있다.

식(1-16)에서 U/L은 실업률 u를 나타내므로 u를 대입하여 다시 정리하면

로 된다. 위의 식(1-18)을 재배열하면

u=sE(T) ………………………………………………………………(1-19)
즉 식(1-19)는 실업률이 失業頻度(s)와 期待 失業期間(E(T))으로 분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식은 곧 앞의 採用函數接近法에서 도출된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주석 1) 李銑 外(1990)는 노동력상태를 완전취업, 불완전취업, 완전실업, 잠재실업 및 비경제활동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 유형을 다원화함으로써 자료의 통합에서 오는 偏倚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석 2) 위의 식(1-10)과(1-11)은 정상상태에서 시점간 실업률이 변하지 않고, 노동력의 크기도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t-1기의 노동력으로부터의 총유출과 t기의 노동력으로의
총유입이 일치해야 하므로 ΔE+ΔU+ΔN=0이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여기에서 ΔE,ΔU와
ΔN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주석 3)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다.

第 2節 失業期間 構造分析
여기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採用函數 分析模型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失業期間을 分析한다.
실업기간의 분석은 탈출률 분석과 銅錢의 양면관계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탈출률 분석을
시도한다.
羅允貞(1993)은 199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 자료를 통합, 연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1992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업을 경험하였거나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수가
2,236천명임을 밝힌 바 있다. 1992년의 월평균 실업자수는 463천명이기 때문에 월평균 실업자를
연간 실업의 정상상태(steady state)로 보면 매월 실업자의 풀(pool)에서의 탈출확률 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우선 매월 실업에서 탈출한 사람의 수(혹은 실업으로 신규진입한 사람의 수)는

463천명×δ
이므로 1년 동안 실업을 경험했으나 현재 실업상태에서 있지 않은 사람의 수는

463천명×δ×12

이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실업자의 수는 463천명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친 숫자가 연간 실업자이기 때문에

463천명×δ×12＋463천명=2,236천명
이며, 여기에서 구한 탈출률의 값은
δ=0.32
이다.
連續確率變數(continuous random distribution)인 실업기간(T)을 확률변수로 하는 連續分布 중
탈출률이 실업기간과 상관없이 일정(constant hazard rate)한 경우는 指數分布(exponential
distribution)이다. 지수분포에서 기대실업기간(expected duration of unemployment), E(T)는 δ의
역수이므로

E(T)=1/δ=1/0.32=3.12개월
이 된다.
만약 실업기간을 異散確率變數(discrete random variable)로 이해하면 실업기간은 어느 일정
探索횟수가 지난 후에 어느 사건(즉 취업)이 발생할 확률분포, 즉 異散期待時間分布를 갖게 된다.
이는 바로 就業確率係數(pararmeter)δ를 가진 幾何分布(geometric distribrtion)로 나타난다.
<표1-3>은 기하분포를 갖는 실업기간의 이론적 분포값을 보여준다.
참고로 기하분포를 갖는 이산확률변수 T의 確率分布函數(probability distribution)는
t-1

g(t;x)= δ(1-δ)

이며, 평균은 1/δ, 분산은(1-δ)/δ2이다.
기하분포에서 계산된 이론값을 199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경험값과 비교한 것이
<표1-4>에 나타나 있는데 경험값이 이론값에 거의 근접해 있어 理論的 脫出確率 δ(=0.32)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1-3> 실업기간의 이론적 분포 : 기하분포의 경우

<표1-4> 실업기간 분포의 이론값과 경험값의 비교

다음으로 기대 실업기간은 바로 기하분포의 평균이므로

이다. 이는 羅允貞(1993)이 계산한 1992년 평균 실업기간 2.82개월보다 0.3개월 긴 결과인데
실제값보다 이론값이 더 길게 나타나는 이유는 불완전관찰값(incomplete spells)이 실제값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론적 계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기간을 連續確率變數로 이해하면 실업기간은 어느 일정 探索期間이 지난 후에 어느
사건(즉 就業)이 발생할 확률분포, 즉 연속기대시간분포를 갖게 된다. 탐색기간과 탈출확률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바로 就業確率係數 δ를 가진 指數分布(exponential distribution)이다.
지수분포를 갖는 연속확률변수 T의 確率分布函數 F(t)는

F(t)=1-e-δ'
이며 確率密度函數 f(t)는
-δ'

f(t)=δe

이다.
指數分布를 사용한 실업기간의 理論的 分布는 <표1-5>에 정리되어 있다. <표1-3>와 <표1-5>를
비교해 보면 脫出確率이 같은 경우 連續確率變數의 경우가 異散確率變數의 경우보다
단기실업자를 과소추계하고 장기실업자를 과대추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期待失業期間分布가 "위에서 보아 볼록하게" 右下向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실업기간분포
推計에서 연속확률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탈출확률을 異散分布를 가정하고 계산하였기
때문이고, 특히 연속확률에 기초한 탈출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적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可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업자의 특성별(성․연령․학력 등) 탈출률을 파악하게 되면 실업자의 특성별
실업기간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정상상태에서 실업에서의 탈출자와 실업으로의 신규진입자의 수는 같으므로 매월
신규실업진입자 혹은 실업탈출자의 수는

463천명 ×0.32=148천명

<표1-5> 실업기간의 이론적 분포 : 지수분포의 경우

이다. 즉 1992년에는 매월 148천명이 노동력 풀(labor force pool)에서 실업상태로 진입하고 동일한
숫자만큼 실업자 풀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92년 현재 전체 노동력(즉
경제활동인구)으로부터 실업으로의 진입률(S/N)은
S/N=148천명/19,384천명=0.008(0.8%)
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업률은 [실업으로의 진입률/실업에서의 탈출률]이기 때문에 1992년의 경우 이론적
실업률은

2.3%=0.008/0.32
로서 1992년의 실제 실업률 2.4%와 거의 근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도표화한 것이 〔그림1-2〕이다.
〔그림1-2〕1992년 실업자 풀(pool)로의 진입과 탈출

즉 1992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실업자 풀은 463천명이며, 매월 148천명이 신규로 들어오고 동일한
수의 실업자가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1988∼92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률 구조를 평균 실업기간(혹은 탈출률)과
실업으로의 진입률로 분해한 결과가 <표1-6>와 <표1-7>에 나타나 있다. 우선 <표1-6>은
失業에서의 脫出率(δ)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0년의 경우 전체 월평균

실업자 451천명 중 실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는 256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5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월평균 탈출률 δ는 대체로
2

δ＋δ(1-δ)＋δ(1-δ) =0.568×(76/58)
에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실업자의 실업기간은 모두 관찰이 끝나지 않은 실업기간(incomplete
spells of unemployment)이기 때문에 관찰이 완전한 실업기간(complete spells of
unemployment)으로부터 계산되는 理論的 脫出率의 계산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탈출률 계산을
위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연간 실업자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1992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실업자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羅允貞(1993)의 패널자료 분석이 보여주듯이 1992년의 경우 실업기간의 관찰이 비교적
완전한 연간 실업자 중 3개월 미만의 실업기간을 가진 실업자는 76%인 반면, 실업기간의 관찰이
불완전한 월간 실업자 중 실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는 5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상상태에서 실업기간이 완료된 3개월 미만의 실업자수는 실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3개월
미만의 실업자수와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 비율은 1992년 우리나라의 경우 76대
58로 된다는 것이다. 이 비율이 매년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표1-6>이 탈출률이 계산된 것인데
예를 들어 1990년의 경우는 바로 위의 식에서 계산할 수 있고 이때 δ=0.36로 계산된다.
<표1-7>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탈출률이 감소하여 평균 실업기간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실업에서의 탈출률(δ)

<표1-7> 실업률의 분해

第 3節 失業과 勞動移動 分析
1. 失業率과 勞動力 흐름과의 關係
실업률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된 스톡變數(stock variable)이므로 지난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노동력상태간의 相互 흐름(labor flow)에 의하여 결정되는 統計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실업의 比率分析模型에 따라 우리나라의 失業構造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사람의 노동력상태는 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과거 취업자뿐만 아니라 과거 비경제활동상태였던 사람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통계적 구분은 단지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求職活動'을 하였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률은 실업자 대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의
절대수 못지 않게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도 실업률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자수의 변동없이 실업률은 하락하게 된다.
앞 절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노동력상태간의 노동력흐름과 실업률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여기서 u는 실업률, Pij는 과거 i상태에서 j 상태로 노동력이 이동할 확률, 즉 移行確率(transition
probability)이다. 아래첨자 e는 취업, u는 실업, 그리고 n은 비경제활동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Pue는 한 사람이 과거 일정기간 전에는 실업상태에 있었다가 현재는 취업하고 있을 확률을
나타낸다. 여기서 위의 관계식은 노동시장이 均衡狀態에 있을 때, 즉 상태간 흐름은 계속되지만
한 상태(예를 들면 취업)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와 그 상태에서 나가는 사람의 수가 같은 상태를
가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위 관계식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혹은 낮아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워질 때(Pue↓), 둘째,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계속 취업하기가 어려울 때
(Pee↓), 셋째, 취업상태로부터 비경제활동상태로 자주 이동할 때(Pen↑) 등을 들 수 있다. 여섯
종류의 이행확률이 실업률에 주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관계는 실업대책 수립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노동력을 성별․ 연령별․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 그룹간 실업률이 다르며 또한 각 그룹의 이행확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
그룹의 실업률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을 때(예를 들어 고학력그룹이나 저연령그룹) 移行確率은 그
그룹의 실업률이 왜 높은가를 말해준다. 따라서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은 특히 문제가 되는
그룹의 이행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고학력 여성의 실업률이 높다고 하자. 만약 그 주된 이유가 일자리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Pue↑)이라면 고학력 여성에 대한 전문직업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주된 이유가 취업한 이후 직장에서의 차별이나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비경제활동인구화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Pen↑)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의 강력한 시행과 더불어
보육시설확충정책이 고학력 여성의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노동력 상태간
이행확률은 각 노동력상태에서의 평균 지속기간을 추정가능하게 한다(Amemiya, 1985, pp.
412∼456).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느 시점에서 한 노동력상태에서의 脫出率(hazard rate)을 δ라
할 때 그 상태에서의 期待持續期間(expected spell of duration)은 1/δ가 된다. 따라서 이행확률의
분석은 근속기간이나 실업기간 등의 期間分析(period analysis)과 銅錢의 양면관계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서술될 이행확률의 分析과 政策示唆는 그 자체가 실업기간을 분석하는 것이며 따라서
실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시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政策示唆를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상태간 이동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2. 勞動力 移行確率의 時系列 變化와 政策課題
여기에서는 경제기획원이 3년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는 雇傭構造 統計를 중심으로 1983, 1986,
1989 및 1992년의 노동력 이행확률 변화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성별․연령별
노동력상태 변화는 1991→1992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절들에서 살펴본다. 그 이전의
노동력상태 변화의 분석에 대해서는 柳在雨․裵茂基(1984) 및 李銑 外(1988)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문제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학력자의 실업구조는 학력별 실업통계상의 한계로
다음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經驗的 數値로 계산된 노동력 이행확률을 과거와 현재, 혹은 각 인구특성상의 그룹별로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동안 취업상태로 이동할 확률(Peu)이 10%라고 하자. 이
10%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과거 총취업자 100명 중 10명이 어느 시점에서
실업상태로 되어 현재까지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해석이다. 둘째는 과거 총취업자 100명이
모두 일정기간의 10분의 1씩 실업상태에 있다는 해석이다. 첫째 경우는 10명의 장기실업자가
문제의 핵심이며, 둘째 경우는 잦은 노동력상태의 이동이 문제의 핵심이다. 앞으로 논의될 모든
노동력이동 통계는 위 두 해석을 구분해서 서술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약점을
극복하고 올바른 정책시사를 얻기 위해서는 각 노동력상태에서의 지속기간에 대한 분석(duration
analysis)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간분석은 移行確率에 대한 두 해석을 정확히 구별하는 데
사용된다(魚秀鳳,199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수준은 기간분석을 위한
持續觀察資料(longitudinal data)는커녕 이에 대체할 수 있는 패널자료(panel data)의 작성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표1-8>은 1년전 노동력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력상태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주요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就業定着率(Pee)이 지난 1980년대에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1992년에 다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1980년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經驗的
硏究는 아직 없으나 魚秀鳳(1990)은 ① 1987년 6.29 이후의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성의
증대, ② 1986∼88년 3년간의 지속적인 호황, ③ 노동력공급 풀(pool)의 절대적 감소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론한 바 있다. 각 요인이 어느 정도 노동시장의 정착률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연구로서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안정망의 政府投資를 늘린다든지, 人力派遣事業을 양성화하여 민간의
職業安定機能을 확대한다든지, 혹은 雇傭保險制度를 도입할 때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노동시장에 가져올지를 분석하는 것은 經濟의 效率性(efficiency)과
柔軟性(flexibility) 증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명의 근로자를
직업알선하여 효율적인 勞動移動(efficient turnover)을 통하여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측면의 분석과 더불어, 노동시장 전체로 보아 노동시장의 정착률을 어느 정도
증가시켜 노동력 풀을 크게 함으로써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1-8> 이행확률의 변화 : 1년전 상태기준

둘째, 1년 전의 失業狀態에서 벗어나 현재 就業狀態로 이동한 사람들의 비율(Pue)을 보면 1986년에
감소했다가(54.9%) 1989년에 다시 증가(58.8%)하였고 1992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51.3%)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1989년의 증가는 1986∼88년의 3저호황에 힘입은 바 큰데 이들이 어느 산업에
어떠한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가는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본고는 이 주제를 산업간 노동이동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한편 실업상태에서의 탈출률(Pue＋Pun)은
198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이 率은 1983년 66.7%, 1986년 69.1% 그리고 1989년
71.7%로 나타나는바 이를 기초로 한 평균 기대실업기간의 단축추세는 고용보험의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안착(soft landing)할 수 있는 여건임을 示唆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92년의 경우 Pue는 크게 감소한 반면 Pun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실업상태에서
대기하다가 취업가능성이 낮아 실망하여 비경제활동인구화되는 비율이 1980년대보다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1992년의 실업률 수준이 1980년대보다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1992년의
실업률 수준이 1980년대보다 낮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失望失業者比率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셋째, 1년 전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비율(Pne＋Pnu)을 보면 1983년 9.6%,
1986년 9.1%, 1989년 8.3%로 점차 감소하다가 1992년에 9.0%로 다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추세는 동 기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사실, 즉 노동시장에서 이 기간 동안 노동력
부족의 정도가 심화되어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왔다는 사실과 크게 대조된다. 즉

노동시장이 초과수요로 인해 조임상태(tight labor market)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1980년대에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 풀이 점차 고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다. 그러나 1992년에 나타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률의 상승은
인력부족의 극복방안으로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추진한 중고령 및 여성노동력 활용정책의
일정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勞動力 特性別 移行確率構造
가. 성별 이행확률
여기서는 통계청이 1992년에 조사한 「고용구조조사」를 중심으로 성별 노동력흐름을 살펴보고
정책시사를 도출하기로 한다. <표1-9>는 성별 이행확률을 보여준다.

<표1-9> 이행확률의 성별 비교: 1991년 노동력 상태 기준

위 표에서 나타난 移行確率의 性別 特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의 실업률보다 높은 반면 취업상태에 머무를 확률은 남성이 오히려
높아(남성Pee=97.2%, 여성 Pee=94.6%)여성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이 한 직장에 머무를
확률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중요한 요인은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는
확률(Pun)에 있어 여성(25.8%)이 남성(16.2%)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失望失業者(discouraged worker)로 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실업대책은 남성에게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최근 우리 경제의 勞動力 不足狀態(魚秀鳳, 1990)를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 현재 여성의 남성보다 높은 勞動市場離脫率(여성의 경우(Pue=4.7%, Pun=25.8%))을 낮추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target)에 대한 政策手段(policy instruments)으로서는 공공 및
사립보육시설, 특히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충과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완화정책이 효과적이며,
더불어 여성에 대한 職業安定서비스 强化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Pne＋Pun)의 경우 남성은 11.1%로 여성의
8.2%보다 2.9%포인트 높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은데 이는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비경제활동상태의
勞動(가사. 육아 등)에 대한 가치, 즉 市場報償賃金(reservation wage)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정책은 노동수요측면〔市場賃金〕과

노동공급측면〔市場報償賃金〕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여성의 勞動供給費用(supply cost of labor)을 낮추는 정책은 시장보상임금을
시장임금보다 낮출 수 있는 수준만큼 충분해야 할 것이다. 흔히 거론되는 정책으로서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人的資本을 높이기만 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은
시장보상임금과 시장임금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경제활동참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학력이 높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여성이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받고자 하는 임금수준도 높아지므로
고학력화가 반드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魚秀鳳, 199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회의 확대나 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노동공급측면의 정책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철폐하는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간의 이동이 非對稱的이며
남녀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이동할 확률은 극히
낮은 반면(Pnu=0.6%),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유입될 확률은 매우 높다 (Pun=25.8%).
남성의 경우도 비경제활동으로 실업으로의 이동확률(Pne=2.1%)보다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확률(Pun=16.2%)이 크게 높으나 非對稱構造는 여성의 경우가 뚜렷하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여성이 오랜기간 구직활동을 하는 대신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실망하여 비경제활동상태로
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사실과 더불어, 여성의 경우 확실한 일자리의 보장이 없다면
비경제활동상태를 벗어나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표1-10>이행확률의 성별 비교 : 1992년 노동력상태 기준

다음으로 앞의 <표1-9>는 노동력상태간 흐름을 1988년의 노동력상태에서 시작하여 1년후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流出移行確率(exit transition probability)인 반면 <표1-10>은
1992년 현재의 노동력상태를 기준으로 이들이 각각 1년 전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流入移行確率(entry transition probability)이다.
流入移行確率에 나타난 성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2년 현재 취업해 있는 사람들 중 남성의 경우 96.9%가 1988년에도 노동시장에 있었던
사람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88.5%가 1988년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11.5%는 지난 1년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신규진입 혹은 재진입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앞의 <표1-9>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勞動市場退職率과 결합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의 입․퇴장이 잦다는 사실(frequent exit and entry)을 발견하게 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입․퇴장이 잦아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Ehrenberg and Smith, 1989).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의 繼續性이 출산,

육아 및 가사노동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고 사회적 보육시설 수준이 낮은
동양국가들(한국, 일본)에서 특히 잘 관찰된다는 사실은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키려는
勞動政策의 方向을 示唆해 준다. 이 점은 뒤에 살펴볼 年齡別 移行確率에서 좀더 깊이 論議될
것이다.
둘째,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 과거 1년전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비율(Puu)을 보면
남자의 경우 30.8%로서 여자의 26.7%보다 4.1%포인트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여성
실업자의 41.1%는 과거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남성의 경우 24.3%와 비교해 보면
노동력상태간 변화의 성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은 비경제활동→취업→실업의
경로로 변화하며, 여성은 비경제활동→실업의 경로로 변화한다. 이 특징을 <표1-9>가 보여주는
특징과 연결시켜 보면 남성의 경우 비경제활동과 실업은 뚜렷이 구별되는 노동력상태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 두 상태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노동력상태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라 하더라도 家事勞動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신의 시간에 대한 機會費用, 즉 意中賃金이 남성보다 높아 쉽게 취업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상태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socially undesiriable)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즉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집에서 놀고
있느냐"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상태, 즉 구직활동을 하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남성의 경우 효과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업, 즉
구직활동에 대한 社會的 補償(고용보험 등)이 전혀 없으며, 실업상태가 미래직업에 대한
探索投資(search investment)로 인식되기 보다는 단지 '無能'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의
시장보상임금은 여성의 경우보다 낮아지게 되며 그만큼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거나 혹은 짧은
求職期間을 거쳐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위의 논의는 보다 엄밀한 統計的 檢證을 거치지 않은 推論 水準에 머물고 있지만, 경제주체의
노동력상태에 변화를 주려는 政策樹立이나 雇傭保險과 같은 제도도입에 중요한 示唆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를 일정기간 취업한 자로 제한한다면 여성의 경우
失業給付를 타기 위하여 취업→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기 보다는
취업→실업→비경제활동상태의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한편으로는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경제활동상태보다는 실업상태로의 이동을 촉진시켜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노동력상태간 이동에 대한 經驗的 硏究의 蓄積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둔다.
셋째, <표1-10>은 현재 비경제활동상태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남자 94.4%, 여자 96.6%)이 1년
전에는 비경제활동인구였음을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표1-9>의 결과를 확인시켜 준다. 이 결과는 일견 앞에서 논의한 첫째
사실, 즉 취업과 비경제활동상태 사이의 빈번한 입․퇴장이라는 사실과는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표1-9>의 이행확률이 현재의 노동력상태별 스톡을 기준으로 각 상태에서 유입된
經驗値의 比率로 이해하면 이러한 모순은 사라진다.
즉 여성의 경우 취업인구의 스톡(1992년 6,702천명)은 작은 대신 비경제활동인구의 스톡(1989년
9,643천명)은 커서 작은 비율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으로 이동할 경우에도(1988년 Pne=6.9%)
전체 취업자에게 차지하는 비율(1992년 Pne=11.5%)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였어도(1991년 Pen=4.7%)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1992년 Pen=3.0%)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요약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의 입․퇴장이 빈번하지만 노동력상태중
비경제활동상태의 비중이 커서(즉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서)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탈출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정책시사를 던져준다. 즉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은 남성에 대한 노동시장과 구별될 필요성이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계속 정착하게 되므로 교육․훈련 등으로 노동의 질을 높여 나가는
平生敎育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훈련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人的資本의 持續的인 蓄積이
가능할 수 있다. 더불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도 교육․훈련보다는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정착률을 높이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서는 직업안정서비스 강화, 보육시설의 확충,
시간제 근로의 확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금지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나. 연령별 이행확률

<표1-11>에는 1992년 현재 15세 이상 生産可能人口의 연령별 노동력상태간 移行確率이 나타나
있다. 1992년 현재 15∼24세 연령층에는 1년전(1991년) 14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 1991년 14세
인구의 노동력상태는 엄밀히 말해 非生産可能人口이지만 비경제활동으로 간주해 <표1-11>이
만들어졌고 이 문제는 앞서 설명한 모든 이행확률에서도 똑같이 적용됨을 밝혀둔다. 따라서
15∼24세의 移行確率 중 1년전 노동시장에 들어와 노동력상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Pe․, Pu․)은 과대추정(over estimate)되어 있고, 1년전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력 상태가
변화된 사람들의 비율(Pn․)은 과소추정(under estimate)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표에 나타난 이행확률의 연령별 특징을 정리해 보자.
첫째, 나이가 많아질수록 취업상태의 정착률(Pee)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 취업정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일관된
발견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취업정착률 상승은 전체 취업자의 평균연령의 상승에 일부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1-11> 이행확률의 연령별 비교: 1991년 노동력상태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매 3년마다 약1년씩 길어지고 또한
취업자의 평균근속기간도 매 3년마다 약0.3년씩 길어지고 있다(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각년도). 이는 우리 노동시장이 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며
80년대 후반 들어 고령화 추세가 더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연령의 상승을 가져온
인구구조의 변화 측면은 <표1-12>가 보여준다.

<표1-12> 인구구조의 변화; 1991년 현재

1991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에는 세 개의 봉우리가 31세, 20세 및 10세를 頂點으로
하여 나타난다. 31세 정점의 봉우리는 戰後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이고 10세 정점의 봉우리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손으로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이다. 20세를 최정점으로 하는 이러한 항아리型
人口構造가 80년대 후반 이후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점진적인 고령화가 1980년대 지속적인 就業定着率 增加에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실은 1990년대 중반 雇傭保險의 도입효과에 대한 중요한 정책시사를 던져준다. 즉 노동력의
高齡化와 더불어 취업정착률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1990년대에 실업률이
급증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은 건전한 保險收支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2000년대에는 적자가 된다는 전망과 銅錢의 양면을 이루는 전망으로서 1990년대
고용보험 도입이 우리 경제에 안착(softlanding)할 수 있는 여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1992년
현재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移行確率(Peu)이 25∼54세의 경우 1.1%, 55세 이상의 경우 0.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24세의 청소년층의 취업정착률이 상대적으로 왜 낮은가를 살펴보자. 우선 청소년의
잦은 職場移動(frequent turnover)은 보다 좋은 직장을 찾으려는 投資로 이해될 수 있다. 잦은
직장이동은 摩擦的 失業을 증가시켜 짧은 실업기간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취업→실업으로
이행확률(Peu)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취업→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은 일정기간 취업후 학력에
투자하거나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출산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취업지도,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이들 청소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여야 효과적이며, 여성의 경우 첫아이를 출산했을 때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둘째나 셋째 아이의 출산시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해 준다. 이 점은 다음의 성별․연령별 이행확률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둘째,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일단 실업하게 되면 재취업할 확률(Pue)이 낮아지게 되고 이들은
실업상태에 머물기보다는(Puu)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Pun)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나이가
많아서"라는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충분한 사회적 이유가 되지만 실업상태에 남아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데는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人力不足時代에 進入한 우리 경제는 각 분야에 高齡勞動力의 活用이 중요한 政策課題이다.
고령노동력 활용을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勞動市場 誘引政策도 중요하지만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온 고령노동력의 離脫防止政策도 중요하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 人口(Pen＋Pun)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고령노동력의 이탈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停年의 年長이다. 그러나 정년의 연장은 현재의
年功序列型 賃金構造下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정년연장추세에
맞게 平生賃金構造(lifetime wage structure)를 바꾸어 나갈 것이고 퇴직금누진제 대신에
企業年金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Fields and Mitchell, 1984). 또한 기업은 장기근속에 따른

사내교육과 훈련, 배치전환 등의 고용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생산방식의 변화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Womack et al., 1990).
停年의 延長은 이와 같이 기업의 賃金管理와 雇傭管理에 큰 영향을 줄뿐더러 國民年金의
財政運用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고령화 시대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정년연장에 대하여 그
자체의 찬성, 반대는 의미가 없다. 우리 경제는 정년연장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여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노동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방지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직종(예를 들면 통행료 징수원)을 정하여 고령자의 優先 就業機會를 賦與하는
政策(affirmative action)이나 촉탁, 시간제취업 등 다양한 雇傭形態의 擴大方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Pne＋Pnu)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는 "나이가 많아서" 노동시장에 진입 하기 어려운 노동공급 측면과 더불어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도 극히 적다는 노동수요 측면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정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여성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이탈률이
낮은 것과 유사하지만 고령노동력과 여성노동력은 이들의 市場報償賃金(reservation wage)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이들 그룹의 市場報償賃金을 추정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지만 가사․육아 등의
機會費用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노동력은 작은 誘因만 부여해도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에 취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넷째, 15∼24세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선진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사실로서 청소년층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잦은 勞動移動을
하거나 敎育에 대한 投資(investment to schooling)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젊은층의 Pen이
중장년층보다 높고 Pne가 낮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한편 Pue와 Pne, 즉
就業可能性(employability)이 중장년층보다 낮다는 사실 그리고 실업기간이 길다는 사실(높은
Puu)등은 직업정보, 적성검사 및 직업교육 등을 포함한 직업안정서비스를 젊은 실업자 및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젊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다. 성별․연령별 이행확률
다음으로 <표1-13>이 보여주는 性別․年齡別 移行確率을 살펴보자. 앞에서 성별 이행확률과
연령별 이행확률을 검토하면서 많은 經驗法則을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남녀의 이행확률
차이가 연령별로 어떻게 다른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1-13> 이행확률의 성별․연령별 비교 : 1988년 노동력상태 기준

첫째, 就業定着率(Pee)을 살펴보면 15∼24세 및 25∼54세의 경우에는 남성의 취업정착률이 여성의
취업정착률보다 높다가 55세 이상이 되면 이 상황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더불어 취업정착률이 높아지다가 55세 이상이 되면 그 率이 약간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고령화와 취업정착률과의 관계에 있어
이러한 성별 차이의 이유는 일부 平均期待壽命의 차이(1990년 현재 남자 66.9세, 여자 74.9세)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실제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길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종사상의 지위나 직종선택에 있어서의 남녀차이도 취업정착률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1-14>에는 1989년 현재 55세 이상 人口의 職業分布가 나타나 있다.

<표1-14> 55세 이상 인구의 직업구조 : 1992년

직업별 분포로 보아 여성고령자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농림수산직으로 고령여성은 이 부문에서 자영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형태로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전문행정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고령 남성은 이 부문에 임금근로자로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경우 55세경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남녀의 직업구조의
차이가 성별 취업정착률이 고령화 추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표1-15> 55세 이상 인구의 종사상의 지위 : 1992년

또한 <표1-15>에 나타나 있는 55세 이상 인구의 종사상지위의 성별 분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여성 고령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51.8%)은 매우 높으며 임금근로자도 그
반수는 日雇의 형태로 취업하고 있다. 한편 남성 고령자의 경우는 임금근로자의 비율(23.5%)이
여성(9.3%)보다 높으며 특히 常時雇 형태의 취업이 日雇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가 55세 이상 남녀의 취업정착률 차이를 일부 설명해 주는
것이다.
둘째,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이동 특성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5∼54세의 基幹勞動力의
남녀차이이다. 즉 남성기간노동력의 경우 과거 비경제활동상태에서 현재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비율(Pne＋Pnu)이 29.6%에 달하는 반면 동일 연령세대의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9.2%에
불과하다. 이러한 성별특성은 15∼24세 및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
20세 전후로 군복무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오는 연령이 대개
25∼28세 정도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24세 이전에 노동시장 진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진입시기의 성별 차이가 위 사실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앞의 성별
이행확률의 특성에서 언급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지위의 차이, 노동공급비용의 차이가
기간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출의 남녀차이를 설명하고 있음은 再論할 필요가 없다.
셋째, 실업상태에서의 노동이동상황에 있어 남녀차이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失望失業者(Pun)의 비율을 보면 젊은 세대의 경우 남녀차이가 크지 않지만 25∼54세의 경우는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남성 13.4%, 여성 35.1%). 이는 여성이 실망실업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여성 일반의 특성이 아니라 기혼여성 특히 어린 자녀를 보육해야 하는 여성의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오히려 젊은 여성의 경우 실업상태에서 취업할 가능성(Pue)이 남성보다
높으며(남성 48.5%, 여성 50.5%), 또한 실업상태에 오래 머물고(Puu) 있지도 않다(남성 31.6%, 여성
19.3%). 그러나 이러한 젊은 층의 성별 특성은 고령화와 더불어 정확히 역전된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취업할 확률(Pue)도 작아지며(남성 54.1%, 여성 45.6%),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탈출확률(Pun)도 여성의 경우 훨씬 높다(남성 13.4%, 여성 35.1%).
물론 위의 표들은 모두 한 시점에서의 성별․연령별 비교를 하는 橫斷面 資料(cross-sectional
data)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현재 15∼24세의 여성이 향후 25∼54세 그룹이 되면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횡단면 자료에서는 年齡效果(aging effect)와
世代效果(cohort effect)를 분별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最近 世代의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
세대효과로서는 고학력 현상, 소득증가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등이 중요하다. 現在世代의

이러한 특징은 過去世代와 비교해 볼 때 노동시장에의 진출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15∼24세의 세대효과는 <표1-13>이 보여주는 世代間 年齡效果, 즉 고령화될수록
여성 경제활동참가 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의 일부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효과가 연령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여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증가시킬 것인가는
세대효과가 구현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에 달려 있다. 이러한 방향의 여성 노동시장정책은 ①
노동시장 및 내부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철폐, ② 저임금 장시간 노동시대에 제정된
여성보호조항(예를 들면 생리휴가, 야간작업금지)의 합리적 개선, ③ 보육시설의 질과 양의 확충,
④ 시간제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의 법․제도의 정비, ⑤ 직업안정서비스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제수단들을 현재 젊은 여성층이 향후 경험하게 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産業別 移行確率 構造
여기에서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와 취업상태 사이를 이동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에서 어떠한 산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성별차이는 어떠한가, 그리고
현재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직분포는 산업별․성별로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991년에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1992년 조사시점 현재 취업한 사람들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 <표1-16>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 나타나는 이행확률의 산업별 및 성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취업으로 이행한 人口(248천명)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9.4%로 여성(30.6%)보다
많은 반면, 비경제활동→취업으로 이행한 人口(1,127천명)중 남성의 비율은 31.7%로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8.3%보다 작다. 이는 실업상태에 있는 남성의 절대수가 여성보다 많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여성의 절대수는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앞의 <표1-9>에 있는
성별 이행확률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즉 남성 Pne는 8.0%이고 여성 Pne는 9.0%이므로 여성의
비경제활동상태→취업으로의 이행확률은 남성보다 약간 높으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훨씬 커서 그 절대수는 남성보다 많게 된다. 즉 절대수로 보아 남성은 여성보다 실업→취업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비경활→취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각각 많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발견이며
중요한 정책시사를 던져준다. 즉 職場探索 投資(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고용보험)이
주어진다면 여성의 경우에도 취업→비경활→취업의 경로로 이동하기보다는
취업→실업→취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고용보험의 정확한 財政推計와
政策效果의 分析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주체의 행위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취업으로의 노동이동과 비경활→취업으로의 산업별 노동이동을 비교할 때 눈에 띄는
것은 전자의 경우 건설업부문에의 취업비중(특히 남성의 경우 16.9%)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후자의 경우 광공업이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취업비중(특히 여성의 경우 각각 31.6% 및
33.6%)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성의 경우 실업상태에서 日雇의 형태로 건설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비경활상태에서 제조업이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에 單純技能人力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상대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潛在勞動力(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의 산업간 취업의 성별 특징을 보면 남성의 경우는
건설업, 농림어업으로의 취업성향이 여성보다 높으며, 여성의 경우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으로의 진출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성별 특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추론될 수 있다. 우선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취업을 하는 경우
常時雇 형태의 정규직 고용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특히 기업의 근로자채용이 저연령의
신규노동시장 참여자로 제한되고 직급별 승진이 내부노동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雇傭慣行下에서는 中長年 潛在勞動力의 경우 정규직으로 진출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다라서 중장년 및 고령의 남성은 일고나 임시직의 형태로 건설업 및 운수․창고업에 고용되거나
농림어업부문에 자영의 형태로 진출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중장년 및 고령 여성은
육체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에 자영, 무급가족종사자
혹은 시간제 취업의 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16> 1991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1992년 산업별 취업분포

다음으로 <표1-17>에 나와 있는 1992년 현재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 1년전에
취업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과거 산업별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앞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광공업이나 건설업에 취업했던 경우(특히 남성)에는 비경활보다는 실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과거 농림어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했던 경우(특히 여성)에는
실업보다는 비경활로 이행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전자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취업→실업으로 이동하고 후자의 경우 여성 자영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아
취업→비경활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현재 잠재노동력(실업과 비경제활동)의 轉職分布를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건설업에서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및
기타서비스업에서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비경활로 이행한 경우 여성의 경우
광공업 출신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제조업부문에서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17> 1992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1991년 취업분포

따라서 <표 1-16>과 <표 1-17>의 사실을 종합하면 여성의 경우는 취업과 비경활을 왕복하고
있는데 특히 이 현상은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는 취업과 실업을 왕복하고 있는데 특히 건설업부문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第2章
失業構造 分析
본 장에서는 1992년 11월을 조사대상 기간(reference period)으로 한 都市家口의 就業實能調査를
사용하여 노동이동분석 및 실업기간의 분석을 통한 失業構造 分析을 행한다.

第 1 節 標本設計와 設問設計
1. 標本設計(sample design)
우선 취업실태조사의 조사대상 기간(reference pefiod)으로는 11월을 선택하였다. 그 첫째 이유는
3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의「고용구조조사」가 11월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실태조사의 분석결과와 고용구조통계조사 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문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그 조사대상 기간도 일치시킨 것이다. 그러나 1992년 雇傭構造調査는 대통령선거 일정과
관련되어서 9월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두 자료의 비교를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11월이 조사대상 기간으로 선정된 두번째 이유는 1년중 경제활동 수준이 연중
평균에 가장 접근해 있기 때문이다. 즉 11월의 경우 평균으로부터의 월별 혹은 계절별 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사대상 시점의 선택으로부터 나타나는 標本選擇偏倚(period
selection bias)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標本抽出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대 도시의 家口(household)를 대상으로
하였다. 6대 도시에 표본추출을 국한시킨 첫째 이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經濟的理由(economical reason)에서이다. 전국에 걸친 특히
농촌지역을 포함시킨 표본추출방법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지만 그 조사비용이 倍가 되어 채택할
수 없었다. 한편 표본숫자를 줄이고 조사대상 지역을 넓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표본숫자의
감소로부터 초래하는 正確度(precision) 의 감소요인이 조사대상지역의 확대로부터 얻어지는
정확도의 증가요인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조사목적이 고용보험 도입을 전제로 한
失業實能 및 勞動移動 狀況을 調査하는 것이기 때문에 6대 도시에 국한시킨 표본추출방법이
주어진 費用條件下에서는 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6대 도시에 標本抽出을 국한시킴으로써 전형적인 標本抽出偏倚(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6대 도시 표본조사에 의한 평균 실업률은 6.0%로
나타난다. 이는 1992년 통계청의 「고용구조조사」에 의한 전체 실업률 2.6%보다 훨씬 높고, 동
조사의 6대 도시 평균실업률 3,4%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구조조사의 6대
도시 평균실업률보다 본 실태조사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부분적 이유는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을 제외한 점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조사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1주일간의
노동력상태 접근법에 따라 구별되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태조사는 의도된 標本選擇偏倚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실업률등의 水準 分析(level analysis)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
분석을 위해서는「고용구조조사」의 조사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상태의
구조나 노동이동 구조는 노동력상태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有意味한 結果를 보여주기 때문에 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構造(structure)를 分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본 조사의 표본설계(sample design)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도시별
표본가구수가 결정되는데 6대 도시의 모집단 가구수의 비례대로 표본수를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목표표본수(target

<표 2-1> 도시별 모집단, 표본가구수, 표본통수의 분포

sample)가 母集團 家口의 약 0.05%를 차지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 경우 표본수는 대체로
3.000 가구인데 도시별로 표본가구수를 배정한 분포가 <표 2-1>에 나타나 있다.
제2단계에서는 최종 조사단위와 그 분포가 결정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최종 조사단위로
행정구역상의 '統'을 선정하였고 각 도시별 모집단의 가구수비례대로 통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통계청 가구조사에서는 지역별 가구수를 고려하여 인구센서스 調査區(ED)를
조사대상 단위(survey unit)로 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행정구역상의 統을 조사대상 단위로
하고 있는데 統과 인구센서스 調査區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사단위이다. 본 조사에서 統을
조사대상 단위로 선택한 이유는 조사요원으로 주로 임시조사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원이
접근하기 쉬운 조사단위가 인구센서스 調査區보다는 統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統當 조사가구수는 조사비용과 역의 관계(trade-off)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適正
統當 標本家口數를 선정하였다. 무작위성(randomness)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統이
선택되어야 하지만 조사비용상 적정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표 2-2>는 여러 대안별 최대
표본오차와 조사비용의 상충관계를 보여준다. 본 조사에서는 표본오차의 한계가 약 5% 범위가
되도록 통당 10가구 선정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그 결과 6대 도시에서 300개의 統이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표 2-2의 C안). 1개 통당 10가구 조사를 할 경우 <표 2-1>이
보여주었듯이 서울 160개, 부산 50개, 대구31개, 인천28개, 광주 16개 그리고 대전 15개의 통수가
최종 조사단위로 결정되었다.
<표 2-2> 대안별 표본오차와 조사비용

제3단계에서는 각 도시별 統의 선정방법이 결정되었다. 우선 각 도시의 행정구역상의 모든 '區'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행정구별 母集團 가구수의 비례대로 통수를 할당하였다.
그리고 각 도시별 모든 區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統이 추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구
단위로 보면 全數調査가 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표 2-3>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區別 모집단
가구수와 그 비례대로 할당된 統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외 5개 도시의 구별 표본 통수의 분포는
<부표 2-1>에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구별 표본통의 선정은 난수표에 의한 무작위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구별로 각 통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구별 최대 통수 범위내에서 난수표에 의해 생성된 任意數(random
number)를 각 구에 할당된 통수만큼 추출하여 그에 해당되는 統을 선정하였다. 특히 사용된
초기의 번호(seed number)를 각 구별로 다르게 하여 표본추출의 임의성을 제고시켰다.
<표 2-4>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구별 임의수와 초기번호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선정된 임의 수는 12,114,330,380인데 처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대로 해당되는 統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統을 선정한 후
해당되는 행정구역상의 '洞'이 확인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선정된
임의수에 해당되는 洞은 청운동, 무악동, 창신2동, 숭인1동이며 각 동에서 조사될 統은 각각
12번째, 16번째, 9번째, 그리고 12번째 統이다. 이와 같이 본 실태조사의 최종 조사단위는
統으로서 가구표본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洞단위 조사의 경우보다 해당되는 모집단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표본추출상의 地城偏倚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이외의 5개 도시에 대한 標本統의 추출결과는 <부표 2-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3> 서울특별시의 구별 표본통수

<표 2-4> 서울특별시의 구별 표본통의 추출 결과

표본 설계의 제4단계는 선정된 統에서의 家口選定方法인데 각 통당 10가구의 표본결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우선 동사무소의 통별 주민등록대장에서 5번째 가구를 최초 표본가구로 선정한 후
주민등록대장의 순서대로 15가구씩 건너뛰면서 통당 10가구를 추출하였다. 만약 할당된
표본가구수를 채우기 전에 주민등록대장의 마지막 가구에 도달하면 연속적으로 주민등록대장의
처음으로 돌아와 15가구 간격의 표본추출을 진행하되 우연히 앞서 추출한 가구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그 가구를 건너뛰어 다음 가구부터 추출하도록 하였다. 선정된 가구가 실제 조사시에

응답 거부하거나 조사가 불능인 경우에는 그 가구를 제외하면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다음 가구의 표본추출은 위의 방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일단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위해 최대한 세번의 방문을 원칙(three-times visit option)으로
하였다. 방문횟수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게 되어 또 하나의
相衝關係(trade-off)문제가 발생한다. 본 조사는 조사원과 조사대상자와의 直接面談(interview
survey)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세번까지 방문하도록 하였고 세번째 방문에서도
면담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조사대상가구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4단계의 標本設計를 거쳐 3,000가구의 표본가구가 선정되었는데 각 표본가구에서의
조사대상가구원은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우선 통계청의 가구조사의 원칙대로 가족 중 ① 영내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② 취업․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상주하는 사람 ③ 요양소, 교도소, 소년원, 기숙사, 사회시설 등에 들어 있는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65세 이상인 자 및 취학학생 중 15세 미만자를 개별가구원
질문대상자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는 고용보험대상자(혹은 분명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조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2. 設問設計(questionnaire design)
본 실태조사의 설문설계는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한 가구설문과 15세 이상에 대한 개별가구원
설문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가구설문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상태를 취업․실업 및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활동상태의 구분은 대상기간을 '지난 일주일'로 잡는 노동력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구설문은 통계청 조사와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개별가구원 설문설계는 家口設問에서 미리 구별된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실업자 및 비경제 활동인구로 나누어 해당되는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2-1〕에서~〔그림 2-3〕까지는 본 조사의 설문설계를 曺尤絃(1993) 교수가 흐름도(flow chart)로
정리한 것인데 문항번호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질문지상의 번호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의 경우 (그림 2-1 참조) 현 직장에서의 종사상의 지위, 산업분류, 직종, 규모, 구직방법,
직업교육, 근속기간,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기본적으로 조사한 뒤 '지난 3년간의 이직경험'(문항
가8)을 統制質問(control question)으로 하여 바로 전 직장에서의 정보를 현 직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사하여 노동이동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직 경험 여부를 지난 3년 기간으로 국한시킨 이유는
설문설계가 과거회상형(retrospective questionnaire)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전의 취업했던
직장에 대한 기억(예를 들면 규모 등)의 부정확성, 즉 測定誤差(measurement error)를 취소화시키기
위한 배려이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를 사용한 노동이동에 관한 분석은 지난 3년간의 노동이동
경험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직장에서의 이직의사'(문항 가12)를 또 다른
통제질문(control question)으로 하여 이직 사유와 이직 방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음 실업자의 경우(그림 2-2 참조)현재의 구직행위를 기본적으로 조사한 뒤 '과거 직장경험'(문항
나5)을 통제질문으로 하여 실업되기 직전의 직장에 대한 정보를 취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이직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이직 당시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조사하는 데 3년 기한으로 제한한 이유는 취업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실업자
설문 설계 중 원하는 직장에서의 최소 요구임금, 즉 意中賃金(reservation wage)을 직접 조사하고
있음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실업자의 의중임금은 市場賃金과 비교하여 실업의 自發性 혹은
非自發性을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또한 구직기간(search period)과 正의 相關關係에 있기
때문에 구직기간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의중임금의 분석과 실업기간의

〔그림 2-1〕취업자 설문설계

〔그림 2-2〕실업자 설문설계

〔그림 2-3〕비경제활동인구의 설문설계

해자드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意中賃金이 중심변수가 될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그림2-3 참조)는 우선 현재 취업의사를 통제질문(문항다1)으로 하여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의중임금 등 실업자와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과거 직장경험(문항 다6)을 통제질문으로 하여 과거 직장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설문설계는 통계청의「고용구조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고용형태, 노동이동,
의중임금, 직업훈련, 희망직종, 그리고 전 직장의 평균 근로소득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실업구조
파악과 실업급부 추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실제로 曺尤鉉(1993)과
金一仲․崔公弼(1994)은 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실업급부 대상자 및 실업급부의 재정추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설계가 가구 및 가구원으로 二元化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 노동력상태와 개인별 특성(성․학력․연령 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정보를 통합(merge)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구별 번호 및 가구원별 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하고 있다.

3. 實態調査의 基本統計
위와 같은 標本設計 및 設問設計에 따라 1992년 11월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1992년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실사가 동년
12월 8일에 끝나도록 하였다.
3,000개의 표본가구에서 15세 이상~66세 미만의 인구는 11,23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자는
4,057명, 실업자는 260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3,773명으로 나타나 본 실태조사에 의한
경제활동참가율은 53.4%, 그리고 실업률은 6.0%이다. 한편 1992년 「고용구조조사」의 6대도시
경제활동참가율은 54.1%, 실업률은 3.4%로서 본 실태조사는 「고용구조조사」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과소추계되고 실업률은 과대추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력상태별로 중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고용구조조사」의 경우와 비교한 것이 <표 2-5>~

<표 2-5> 6대 도시의 산업별․직업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비교

<표 2-6> 조직형태별․종업원규모별․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비교

<표 2-7> 전직 종업원 규모별․실업기간별․희망취업 형태별․의중임금 수준별 실업자 구성비

〈표 2-8〉 취업의사 유무별․희망취업 형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비교

〈표 2-8〉에 나타나 있다.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두 조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에 있어 본 실태조사가 자영업주의 표본을 과대추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5). 이는 직업별 분포에 있어서도 자영업주가 많은 판매․서비스직의 표본이 과대추출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就業實態調査는 임금근로자의 노동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비임금근로자 표본의 과대추출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직장의 조직형태별 및 규모별 분포는 두 조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취업시간대별
분포에 있어서는 자영업자의 과대추출을 반영하여 본 실태조사에서 55시간 이상 취업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2-6).
실업자의 경우 두 조사의 전직 종업원규모, 실업기간, 희망취업형태 및 임금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전직 규모나 실업기간 분포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意中賃金 分布의
경우에는 취업실태조사에서 의중임금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7). 이는
희망취업형태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취업실태조사의 경우 비임금근로에의 취업희망
분포가 높게 나타나 希望賃金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중임금의 전반적인 분포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의중임금 분석을 행하는데 별다른 標本選擇偏倚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의 경우 두 조사 모두 취업의사 유무 분포는 거의 비슷하지만
希望就業形態는 실업자와 반대로 비임금근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취업실태조사에서는 시간제 취업의 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8).

第 2節 勞動移動 實態分析
본절에서는 앞장에서 논의한 노동력 플로우 분석을 「취업실태조사」에 적용하여 살펴본다.
본절은 주로 기업규모별 노동력 플로우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지만 앞 장과의 비교를 위해서
그리고 실태조사결과의 信賴性 檢證(reliability test)을 위해 우선 性別 移行確率 構造를 살펴보기로
한다.

1. 性別 移行確率 實態分析
〈표 2-9〉는 성별 노동력상태간 플로우(절대수)와 이행확률을 보여준다. 우선 1년간 계속 취업해

있을 확률 ee는 취업상태의 유지도(취업정착률)를 반영하는 것인데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크다.
이는 柳在雨․裵茂基(1984)의 결과 및 앞장의 분석결과보다 성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사방법상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즉 본 실태조사는 1年前 기준이 아니라 1년 기간
동안 이동한 경험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2-9〉 성별 노동력상태간 플로우 및 이행확률

다음으로 여자의 경우 취업에서 離脫할 때 실업으로 이동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할
확률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취업실태조사에서도 여자의 en이 남자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취업으로부터 이탈할 확률은 eu+en으로 표시할 수 있고 따라서 그 逆數 즉
1/(eu+en)은 期待就業期間(expected duration of employment)이 된다. 「취업실태조사」에서 이를
계산해 보면 〈표 2-10〉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남자의 期待就業期間은 20.8년, 여자의 경우는
7.1년으로 남자의 期待就業期間이 훨씬 길다. 이것은 남자의 경우 취업으로부터의 離脫確率 eu와
en이 각각 여자의 경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실업으로부터의 再就業確率 ue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실업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이탈확률 un은 여자의 경우에 남자에 비해 대단히 크다. 그 결과 실업으로부터 취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로의 脫出確率(ue+un)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남자의 경우에 여자보다 약간
크게 나타나므로 期待失業期間(D)은 남자가 1.21년으로 여자의 1.23년보다 약간 짧다. 물론 이
경우 〈표 2-9〉는 한 근로자가 1년 기간의 실업기간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기대실업기간이 과대 평가되어 나타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여자의 경우 en과 un이 남자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자의 노동력정착도(labor force
attachment)가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취업상태로부터 이탈할 때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곧바로
비노동력화하는 확률이 높으며 또한 실업상태에서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노동력의 플로우를 보면 남자의 경우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취업
또는 실업인구화할 확률이 여자보다 높다. 즉 비경제활동인구 중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ne+nu)은 남자의 경우 7.1%로서 여자의 2.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0〉 성별 주요 노동이동 지표의 비교

노동력 플로우 모형에서 실업률은 失業頻度(s)와 期待失業期間으로 분해된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실업률은 여자의 경우 9.7%로서 남자의 5.0%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期待失業期間은 성별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자의 높은 실업률은 여자의 높은
실업빈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에서 남자와 여자의 移行確率을 비교해 보면
여자의 높은 실업률은 높은 eu에서 결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은 일단 실업하면
동일한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머물지만 여성의 경우 실업으로의 진입이 남성보다 잦아, 여성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2. 規模別 移行確率 實態分析
기업규모별로 노동력 상태간의 플로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을 현재의 취업자와 전직
취업경험이 있는 자로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다. 1년전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에 어떠한 노동력상태로 이동하였는지를 조사하고, 현재
취업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 1년전에 어떠한 노동력상태에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의 기업규모는 취업중이었을 때 종사하였던 기업의 규모를 의미한다.
한편 이렇게 분석대상이 한정됨으로써 이용가능한 移行確率도 제약될 수 밖에 없다. 취업당시의
기업규모를 특정시킬 수 없는 플로우, 즉 UU, UN, NU, NN과 같은 노동력 이동이 파악되지 않고
그 결과 이에 해당하는 移行確率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분석에 있어서도 이용가능한
6개의 플로우와 관련된 移行確率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移行確率을 流出移行確率(exit transtion probability)과 流入移行確率(entry transition probability)로
구분하였다.
流出移行確率은 t-1기의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t기에 어떠한 상태로 이동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확률이며, 流入移行確率은 t기의 취업상태에 있는 노동력을 기준으로 이들이 t-1기에는
각각 어떠한 노동력상태에서 이동해 왔는가를 판단하는 指標이다. 다음의 〈표 2-11〉에는
企業規模別 流出移行確率이 제시되어 있고 〈표 2-12에는 規模別 流入移行確率이 나타나 있다.
우선 취업상태의 유지도를 나타내는 移行確率 ee는 1∼4인 규모에서 가장 높고 5인 이상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진다. 이는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1∼4인 규모를 제외하면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일수록 雇傭安定性이 높고 就業狀態 維持度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就業狀態 維持度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 취업으로부터의 離脫確率(eu+en)을 보면, 5인 이상 기업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이 비율이 낮아진다.

〈표 2-11〉 규모별 유출이행확률 : 1년전 경제활동상태 기준

〈표 2-12〉 규모별 유입이행확률 : 현재의 경제활동상태 기준

따라서 eu+en의 逆數로 표현되는 期待就業期間이 5∼99인 규모에서는 9.3년, 100∼499인
중기업에서는 11.4년, 그리고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19.6년으로 대기업에서의
期待就業期間이 가장 높다.
한편 流入移行確率을 보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부터 취업하게 될 확률(ue+ne)이 5∼99인
기업에서는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00∼499인 중기업에서는 6.2%이며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4.4%로 가장 낮다. 즉 대기업일수록 신규학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채용에 의하여 충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직 경험있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노동력이 취업하여 입직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기업 노동시장의 진입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규모별로 노동시장이 分斷되어 있음을 示唆한다고
보여진다.
다음의 〈표 2-13〉과 〈표 2-14〉는 규모와 연령을 모두 고려한 移行確率이다. 여기에서는
표본크기의 제약 때문에 기업규모를 1∼99인 규모와 100인 이상 규모로 구분한 결과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1)먼저 流出移行確率을 고찰해 보자. 就業狀態 維持度(ee)는 15∼24세의
연령층에 비하여 중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2) 이러한 경향은 15∼24세의 청소년
계층이 취업에서 실업 또는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빈번히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9인 규모의 기업에 취업하고 있던 15∼24세 계층의 eu 또는 en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훨씬 높다. 즉 청소년층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선택(job shopping)하는 기간에 있어
주된 생산연령계층인 25∼54세 연령인구에 비하여 노동이동이 활발하다는 勞動經濟學의 일반적
經驗事實(stylized facts)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층의 높은 勞動移動과 낮은 就業定着率은 1∼99인규모 에서는 매우 뚜렷하지만
1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여 역시 規模間 勞動移動 行態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3〉 규모별․연령별 유출이행확률

〈표 2-14〉 규모별․연령별 유입이행확률

期待就業期間을 계산해 보면 청소년층에 있어서도 1∼99인 규모에서는 3.86년으로 매우 짧은 데
비하여 100인 이상에서는 8.26년으로 2배 이상 길다. 그러나 25∼54세의 주된
생산연령인구에서는 1∼99인 규모에서 期待就業期間이 17.85년으로 100인 이상 기업의 15.63년에
비해 다소 길다.
한편 流入移行確率을 보더라도 이러한 특징은 지속된다. 청소년층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이동할 확률이 주된 생산연령인구에 비하여 훨씬 높고 이러한
성향은 1∼99인 규모의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취업자에게 있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청소년층은 노동력상태간에 빈번한 이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층에서 더욱 분명하다는 것이다.

3. 規模間 勞動移動 分析
여기에서는 과거에 취업해 있던 취업자들의 경제활동상태가 1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의
플로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우선 조사기간 중 경제활동상태가 바뀐 취업자는 81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6%가 직장을 바꿔 재취업하고, 15.1%는 실업자가 되고, 19.3%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移動行態를 종전에 취업하고 있던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100인 미만
기업의 취업자와 100인 이상 기업의 취업자는 다른 이동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표 2-15가
보여주듯이 1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였던 취업자는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였던 취업자에
비하여 다른 취업기회로의 이동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500인 이상 기업에서 이동한 취업자가 재취업할 확률이 74.7%인 반면 5∼9인 기업에 소속되었던
취업자의 재취업 확률은 63.1%이며, 100∼499인 기업에 소속되었던 취업자의 재취업 확률은
68.7%로서 규모간 재취업 확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재취업 이동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기업규모간 이동실태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2-16〉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1∼4인 규모나 5∼99인 규모 취업자의 취업이동에 있어서는 裵茂基․朴在潤(1977, p.47)의 연구와
같이 동일규모간 水平移動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100인 이상 취업자에게는 이러한 동일규모간
水平移動의 특징이 부각되지 않는다. 100인 이상 기업의 취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종전에
취업해 있던 기업보다 더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전직하는 下向移動이 더 크게 나타난다.
〈표 2-15〉 전직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표 2-16〉 취업자의 규모간 이동(1)

100인 미만 기업에 소속된 취업자의 100인 이상 기업으로의 上向移動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
10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되었던 취업자의 下向移動은 뚜렷한 현상으로 보인다.
예컨대 100∼499인 취업자의 경우에도 500인 이상 기업에의 上向移動의 확률보다는 100인 미만
기업에의 下向移動 확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100인 미만 기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下向移動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노동시장에의 진입에는 制度的인
進入障壁(entry barriers)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3)
이 표에서 시사하는 進入障壁은 前 職場이 소기업인가 중기업인가에 구분없이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上向移動은 〈표 2-16의 대각선 우측에 있는 각 항목을
나타내고, 下向移動은 대각선 좌측에 있는 각 항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上向移動을 보인 취업자의
비율은 대각선 우측의 각 항목의 합계 78名을 499인 이하 기업의 취업자의 총수 3,348명(즉
4)
종전보다 큰 규모에의 上向移動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수)로 나눈 것으로서 2.33%가 된다.
반면 下向移動을 보인 취업자의 비율은 대각선 좌측의 각 항목의 합계 184명을 5인 이상 기업

취업자의 총수 2,155명(즉 종전보다 작은 규모에의 下向移動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수)으로 나눈
비율로서 여기에서는 8.54%가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上向移動과 下向移動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下向移動이 훨씬 뚜렷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최근 産業構造調整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雇傭構造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魚秀鳳, 1990).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雇傭量의
調整이 아니라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활용의 관점에서 고용형태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雇傭調整이라고 할 수 있다. 雇傭調整은 배치전환, 정리해고, 소사장제, 외주하청이나 파견근로자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5) 이러한 雇傭調整은 대부분 인력절감을 통한
經營合理化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소속 근로자수를 줄이고 새로운 소기업을
신설하거나 외주하청을 늘리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下向移動을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上向移動은 고도성장기에 기업이 雇傭規模를 늘려가면서 外延的 成長을 추구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노동이동도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勤續期間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되는 대기업 중심의 雇傭調整은
下向移動을 촉진할 것이므로 위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小野旭(1989,
pp.162∼16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서도 1968년 이래 下向移動이 上向移動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모간의 노동이동을 시계열 자료로 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魚秀鳳(1992)의
硏究에서 보고된 1991년의 제조업 고용실태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魚秀鳳(1992)에 의하면
前職經驗者 중 上向移動을 한 근로자의 비율은 43.6%로서 下向移動을 한 근로자의 비율
21.1%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6) 이러한 차이는 조사시점간의 차이라기보다는 도시가구의
취업실태조사가 통상의 기업체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는 1∼9인 규모의 영세기업 취업자를 다수
포괄하고 있는 등 표본구성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成濟換(1993)은 규모별 구분없이 단지 이동전의 기업이 현재의 기업보다 큰 규모인가 또는
작은 규모인가만을 구별하였다. 그 결과 上向移動이 34.7%, 水平移動이 44.2%, 下向移動이
21.1%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에서 上向移動을 선택한 이유로는 승진기회와 고용안정성, 높은
임금수준 등이 주된 이유이며, 下向移動을 선택할 경우에는 직장안정성과 승진기회는 비교적 덜
중요시하고 높은 임금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成濟換(1993)의 연구 역시
사업체단위의 실태조사에서 본 연구의 가구단위 실태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규모간 비교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00인 미만 규모와 100인 이상 규모로 양분하여
비교분석한 것이 〈표 2-17〉에 수록되어 있다. 현직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
1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96.7%는 같은 규모의 기업에서 水平移動해 온
사람들이며 3.3%의 취업자만이 100이상 기업에서 下向移動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현재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94.5%가 같은 규모의 기업에서 水平移動해 온 반면
5.5%의 취업자가 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上向移動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준을 바꾸어 전 직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 종전의 직장규모가 100인 미만
기업이었던 취업자 2,663명 중 1.5%인 41명이 100인 이상 기업으로 上向移動하였으며, 종전에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던 취업자 788명 중 11.4%인 90명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下向移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기업규모간 취업자의 母集團 分布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單純比較가
곤란하지만, 노동시장의 2차부문에 속하는 100인 미만 취업자가 1차부문에 속하는 대기업
노동시장으로 上向移動해 갈 확률이 1.5%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표 2-17〉 취업자의 규모간 이동(2)

주석 1) 100인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는 100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규모별로 이행확률에 있어서 분명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석 2) 연령별 자료에 있어서 15세인 자의 1년전 노동력상태는 비생산가능인구이지만
앞장에서와 같이 이를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해 통계처리하였다.
주석 3)그러나 이러한 규모간 노동이동 통계에 의하여 대기업에의 노동이동에 진입장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표 2-16에서는 동일기업
규모의 취업자 중 5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이동한 취업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500인 이상 기업 중에서 표본에 포함된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주석 4) 상향이동과 하향이동 비율의 계산방법은 小野旭(1989, pp.165∼166)을 따른 것이다.
주석 5) 고용조정의 형태와 최근의 실태에 관하여는 魚秀鳳(1994) 및 經濟團體協議會(1993)를
참조할 것.
주석 6) 魚秀鳳(1992)의 연구는 제조업 생산직근로자 1,354명에 대한 사업체단위 표본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第 3節 探索理論과 해자드模型
1. 標準探索理論
探索理論은 情報와 不確實性을 다루는 경제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分析道具이며, 오늘날 많은
應用經濟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분야가 勞動經濟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불확실성하에서의 연속적인 意思決定(sequential decision making)에 관한 理論이며
불완전한 정보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행위(예컨대 구직활동 등)를
분석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0년대에 探索理論이 급격히 발달하게 된 것은 失業保險 給與의 효과분석에 대한 필요에서
촉진되었다. 실업보험 급여는 探索費用을 보조함으로써 실업자가 더 신중하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失業期間을 길게 하여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Ehrenberg & Oaxaca, 1976, p.3).
우선 단순한 假定에 입각한 標準探索理論에 대해서 살펴보자.1) 노동시장에서 의사결정자인
探索者(求職者)는 매기간에 하나의 職場提議(job offer)를 받고 탐색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비용 c를
2)
지불한다. 탐색기간은 무한대이며 할인율은 없다고 가정한다. 職場提議가 수락되면 求職者는
영구적으로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되며 그는 移職할 수 없고, 解雇되지도 않는다고 가정한다.

求職者의 능력은 일정하지만 求人企業의 사용자는 그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求職者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임금수준을 제의하게 된다. 職場提議의
累積確率分布 F는 時間 不變이라고 가정하며 求職者는 그 분포를 알고 있다. 이러한 職場提議의
분포가 探索理論에서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원천이 된다.
또한 모든 探索者(즉 求職者)는 危險中立的(risk neutral)이라고 가정하므로 效用函數는 직선이다.3)
따라서 求職者의 目的函數는 탐색비용을 공제한 期待所得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求職者의
의사결정은 언제 탐색을 중단하고 職場提議를 수락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求職者는
意中賃金(reservation wage)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낮은 職場提議를 거부하고, 意中賃金보다
높은 職場提議를 수락하게 된다. 여기에서 意中賃金은 職場提議를 수락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거나 또는 職場提議 수락을 유보하고 탐색을 계속하느냐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인
것이다.4)
意中賃金을 Wr, 매기간의 職場提議에서 주어지는 임금수준을 W로 표시하면 求職者의
최적선택은 ;
만약 W≥Wr 이면 그 職場提議를 수락하고,
만약 W〈Wr 이면 그 職場提議를 거부하고 탐색을 계속한다.
意中賃金과 관련된 이러한 성질을 意中賃金原則(reservation wage property)이라고 한다.
職場提議가 수락될 때까지 제시된 職場提議의 수를 N으로 표시하면 N은 母數(parameter)

P≡1-F(Wr), E(N)=

인 幾何分布를 갖는 확률변수이다. 위와 같은 意中賃金原則을
r

따를 때 예상되는 탐색으로부터의 期待收益을 g라 하면 (1-F(W ))〉0 이라 가정);

위 식(2-1)에서 오른쪽 식의 첫 번째 항은 意中賃金이 Wr일 때의 期待費用이며, 두 번째 항은 어느
職場提議 임금수준이 적어도 Wr일 때 그 제의의 條件附 期待값이다. 식(2-1)으로부터 아래의 식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限界收益函數 H(W)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자.

r

r

r

r

그러면 c=H(W)이므로 (g-W )(1-F(W ))=0, 따라서 1-F(W )>0 일 경우 g=W 이 된다. 즉 探索者가
意中賃金原則에 따라 탐색을 할 때의 期待收益 g와 意中賃金이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職場提議를 하나 더 받을 때의 한계비용 c와 추가적인 제의로부터 결과하는 한계수익
r
r
5)
H(W )를 일치시키도록 意中賃金 W 을 선택하게 된다.
H는 볼록하고, 非陰(nonnegative)이며 强感少(strictly decreasing)函數이다. 따라서 H函數는 [그림
2-3]과 같은 모양을 같게 되므로 탐색비용이 적을수록(많을수록) 意中賃金은 높아지고(낮아지고)
탐색기간은 길어진다(짧아진다) (Lippman & McCall, 1976).

[그림 2-4] H 함수

다음에는 意中賃金과 탐색기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期待期間模型 또는 해자드模型(hazard
model)에 대해서 살펴보자6). 먼저 探索者가 t기에 W의 임금을 받는 職場提議를 선택할 확률은 ;
P(W〉Wr)=1-F(Wr)=δ (2-4)
로 표시된다. 이 확률은 脫出確率(exit rate 또는 hazard rate)이라고 한다. 하나의 職場提議를
수락하기까지의 탐색기간을 T라 하면 확률변수 T는 母數, δ=1-F(Wr)를 갖는 幾何分布(geometric
7)
distribution)를 하게 된다.
그 平均은 ;
E(T)=1/(1-F(Wr)) (2-5)
이며 이는 期待 探索期間이 1/δ임을 의미한다.
위의 식 (2-4)와 (2-5)에서 意中賃金과 脫出確率 및 期待探索期間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F(W)가 주어져 있다면 ;
dδ/dWr〈0, dE(T)/dWr〉0
따라서 意中賃金이 높을수록 실업상태로부터의 脫出確率은 낮아지고 탐색기간이 길어져
失業期間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探索理論에 따르면 意中賃金이 높은 사람은 그 意中賃金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職場提議를 기다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탐색기간이 더 길어지고 따라서
脫出確率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2. 해자드 模型
標準探索理論의 기본가정을 하나하나 완화시켜 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는 理論을
擴大探索理論(extened search model)이라 한다. 논의의 편의 를 위해 T를 연속시간형 확률변수라
가정하여 해자드함수(hazard functuon)를 정의하자. 어느 한 상태로부터의 탈출 또는 어떤 경제적
사건의 발생(exit 또는 failure time)까지의 경과시간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T의
確率分布函數(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는 ;

F(t) = P(T〈t) = 1-P(T〉t) = 1-exp(-δt)
f(t) = δex p(-δt) (2-6)
한편 生存函數(survivor function)는 아래 식으로 정의된다.

S(t) = P(T〉t) = 1-F(t) - exp(-δt). (2-7)
이때 해자드함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δ(t) = f(t)/S(t) = -dlnS(t)/dt. (2-8)

여기에서 δ는 脫出確率, 脫出率(exit rate) 또는 失敗率(failure rate)이라고 불리는데, t기까지
생존했다는 조건하에서 T=t에서의 순간적인 실패율이다. 즉 어떤 사건이 시점 t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이 시점t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이 시점 t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확률인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 된다.
한편 불완전한 관찰기간(incomplete spell)이 있을 경우 尤度函數(likelihood function)는 아래 식으로
표신된다.8)

L = Πjf(t)Πj[1-F(t)} (2-10)
위 식에서 하첨자 i는 완전한 관찰기간(complete spell)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고, 하첨자 j는
9)
불완전한 관찰기간을 가진 사람을 나타낸다. 이 尤度函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자드 函數
δ의 형태를 특정시켜야 한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해자드모형은 두 개의 상태를 가진 靜態的 模型(stationary two-state
model)이며, 이 경우의 해자드 函數는

로 표시된다. Xi 는 근로자의 제반 특성을 나타내는 백터이다. 이 간단한 모형으로부터 가정을
하나씩 완화시키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해자드 模型이 도출된다. 특히 δ가 시간에 의존하는
可變脫出確率模型(non-stationary hazard model), 탈출할 수 있는 상태가 여러 개 존재하는
多脫出口模型(multiple exits model 또는 competing risks model), 또한 관찰되지 않은
變異性(unobserved heterogeneity)을 포함하는 모형 등이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최근에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10)
Lancaster(1979)는 指數分布를 이용하여 脫出確率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바이불
分布函數(Weibull distribution fuction)를 도입하였다. 즉
δ(t) = αta-1exp(X' β) (2-12)
α〉1이면 脫出確率 δ(t)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α〈1이면 δ(t)
11)

는 감소하게 된다. α=1이면 δ(t)는 통상적인 지수함수가 되며 이때 δ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脫出確率이 상승하는 것은 失業期間이 장기화되면서 실업자가
자산을 잠식하게 될 때 발생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업자가 실망하여 구직활동이
위축되거나 기업주가 장기실업자에게는 職場提議를 주저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된다(Kiefer &
Neumann, 1989, pp.10∼11).
脫出口가 2개 이상인 多脫出口 해자드 模型(competing risks hazard model)에서 探索者는 2개
이상의 탈출가능한 상태에 직면한다. 예컨대 실업자는 직장을 얻어 취업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게 되는 2개의 탈출상태를 갖고 있다.12) 이러한 모형의 尤度函數는 ;

여기에서 N은 표본의 크기이며 J는 탈출가능한 상태 또는 위험(risk)의 수이다. 또한,
완전한 관찰기간에 대해서는 Pjk(t)=fjk(t)
불완전한 관찰기간에 대해서는 Pjk(t)=1-Fjk(t)
로 표시된다.
우리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식 (2-11)에 의하여 해자드함수를 추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자드모형을 勞動經濟學에 적용함으로써 失業期間 등의 분석에 대단히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통상적 失業期間 분석에 의해서는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失業期間을 조사함으로써 실업이 완결되지 않아 오른쪽 정보 잘림현상(right
censoring)을 겪게 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해자드모형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사건, 예컨대 실업 또는 취업까지의 지속기간을 확률변수로 설정하고 이 확률변수에 대한
계량분석을 행함으로써 失業期間 또는 실업으로부터 脫出確率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모형에 포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期待期間 또는 脫出確率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우리는 해자드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규모별로
분단되어 있는지를 檢證하고자 한다. 만약 노동시장이 기업규모에 따라 분단되어 있다면 예컨대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期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노동이동 행태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해자드모형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다른 노동이동 행태를
보인다면 각 부문의 해자드率(hazard rate)이 서로 다르게 될 것이다. 즉 과거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실업으로부터 탈출하기까지의 기간분석을 행함으로써 이러한 脫出確率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어떠한 변수들이
脫出確率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분석하게 된다.

3. 失業期間 觀察의 不完全性
失業期間을 조사할 때 무엇보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실업은 통상 불완전한 관찰(incomplete
spell)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시점에서의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실업기간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4]를 통해서 統計調査에서 산출되는 平均 失業期間의 문제점을 살펴보자(Marston,
1975, pp.21∼22).
[그림 2-4]에서 T는 조사시점까지의 失業期間을 의미하고 C는 전체의 實際 失業期間을 나타낸다.
실업통계 조사에서는 조사시점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T1, T3 및 T4의 세 경우만 실업으로
포착되고 平均 失業期間은 T1, T3 및 T4의 平均기간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실업으로 포착된 T1,
T3, T4의 경우에도 失業期間의 일부만이 측정될 뿐이며 과거에 실업상태가 종료된 C2, C5의
경우에는 실업으로 포착되지도 않는다. 반면에 期待 失業期間(expected duration of
unemployment)은 실제의 失業期間 類型 C1부터 C6까지의 平均을 의미한다. 따라서 平均
失業期間과 期待 失業期間은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平均 失業期間이 갖는 통계상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 平均 失業期間은 어떤 失業期間의 일부만을 측정한다. 즉 오른쪽 잘림현상(right censoring)을
나타내는 불완전한 관찰치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② 기간이 긴 실업자일수록 조사표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失業期間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平均 失業期間은 期待 失業期間보다 길게 나타난다. 그러

[그림 2-5] 평균 실업기간과 실제 실업기간의 비교

므로 平均 失業期間을 이용해서 노동시장의 실업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게
되며 單純回歸分析에 의한 추정치는 一致性(consistency)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期待 失業期間을 추정하고 失業期間에 대한 해자드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바로
실업이 불완전한 관찰이므로 平均 失業期間 分析에 의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13) 해자드모형은 이러한 자료의 計量分析에서 통상적인 회귀분석방법에 비하여
훨씬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석 1) 표준탐색이론은 Lippman and McCall(1976)과 Mortensen(1986) 참조. 본절은 Uh(1989)의
탐색이론과 해자드모형에 대한 서베이에 기초하고 있다.
주석 2) 할인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탐색이론의 전개에 대해서는 Lippman and McCall(1976)
참조.
주석 3) Varian(1984), pp.158∼162.
주석 4) 탐색이론에서의 '意中賃金'의 개념은 노동공급이론에서의 意中賃金의 개념과는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탐색이론에서 意中賃金은 하나의 직장탐색을 더할 때의 한계수익과 그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임금수준으로서 탐색에서의 한계수익은 임금분포에 의존하므로
意中賃金도 임금분포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공급이론에서 意中賃金은 개인이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에 참가하거나 비시장활동에 종사하거나간에 무차별적인 임금수준으로서 이때의
意中賃金은 개인의 취향(tastes)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시장임금에 의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Kiefer & Neumann, 1979, p.24).
주석 5)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Lippman & McCall(1986), pp.159∼161 참조.
주석 6) 해자드모형은 Kalbfleisch & Prentice(1980)과 Kiefer & Neumann(1989)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주석 7) T가 異散型 變數가 아닌 連續變數인 경우에는 指數分布(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르게
된다. T가 이산형일 때와 연속시간형일 때의 분포형태에 관하여는 Kalbfleish & Prentice(1980)을
참조.
주석 8) kalbfleisch and Prentice(1980). pp 5∼7.
주석 9) 불완전한 관찰기간은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 해당기간에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난다. 즉 이직행태분석에 있어서 특정한 기간에 이직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직 '이직'이라는 상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즉 근속)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 관찰기간을 포함하는 모형의 경우에는 오른쪽 잘림(right censoring)이
나타나게 되며 해자드모형은 바로 이러한 '잘림'(censoring)을 수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형인 것이다(Kalbfleisch and Prentice, 1980. p.2).
주석 10) 다양한 해자드모형의 구체적인 도출과정에 대하여는 Uh(1989)를 참조.
주석 11) 成濟換(1993)이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해자드함수를 추정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탈출확률이 높아지는 正의 시간 의존도를 발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주석 12) 多脫出口 모형의 구체적인 추정결과는 Flinn and Heckman(1982), Butler, Anderson and
Burkhauser(1989), Ryoo(1992) 등 참조.
주석 13) 표본관찰치의 일부 정보의 잘림현상(censoring 또는 trucation)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Uh(1989)와 Taubman & Wachter(1986) 등 참조.

第 4 節 意中賃金
여기에서는 意中賃金을 분석한다. 의중임금은 앞에서 살펴본 探索理論에서와 같이 취업과 실업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이다. 본 「취업실태조사」는 노동공급측면에서 失業現況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실업자 및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의 의중임금을 직접 조사하였다.

1. 意中賃金의 分布
意中賃金(reservation wage)1)은 해자드모형에서 공급측면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意中賃金에 관한 資料나 硏究經驗은 全無하다고 할 수 있다. 意中賃金이라는
개념이 한편으로는 主權的이고 또 한편으로 抽象的이어서 통계조사의 설문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또한 포함시키더라도 그 자료의 신뢰도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도시가구의 취업실태조사에서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일의 형태에 대해 월급여가 최소한 어느 수준이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방법으로
意中賃金을 조사하였다. 意中賃金에 응답한 사람은 실업자 260명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620명을 합하여 모두 880명이다.2)
이 자료에 의한 실업자의 平均 意中賃金은 74만원으로서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희망자의
57만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다. 최고치에 있어서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그룹간의
분포에 큰 차이가 없고 두 그룹 모두를 대상으로 할 때 平均 意中賃金은 6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18〉의중임금의 평균 및 표준편차

意中賃金 분포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의 59.1%가 자신의 意中賃金을 60만원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平均보다 다소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러한
意中賃金의 분포와 취업자의 실제임금수준의 분포를 비교한 것이 〈표 2-19〉이다.3)
취업자의 실제 임금분포는 전체의 52.5%가 8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意中賃金이
대체로 취업자의 실제 임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본에서 실업자보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취업희망자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意中賃金이 다소 낮게 제시되었다는 것은 求職者(예비 求職者포함)들의 보수적인 성향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설문의 설계에 있어서 취업자의 임금으로는 보너스까지 포함한 총근로소득을 물었고
실업자 등의 意中賃金 설문에 있어서는 이러한 임금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월급여 수준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意中賃金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조사에 응답한 求職者가 실제 취업한 후에 받게 된 임금수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취업자의 임금분포로 求職者의 취업후의 임금수준을 유추한다면,
受諾賃金(acceptance wage)이 意中賃金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는 探索理論과 이 조사에 의한
意中賃金의 분포가 부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측정상 다소의 문제점은 안고 있으나 意中賃金자료는 실제의 임금분포에 상당히 접근하여
있고 理論과도 부합되므로 이 논문의 硏究目的에 使用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표 2-18〉의중임금과 취업자 임금분포의 비교

2. 意中賃金의 計量分析
위에서 설명한 意中賃金 자료를 이용하여 앞에서 고찰한 探索理論에 대한 실증적 檢證을
시도하고 또한 意中賃金 자료의 質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意中賃金에 대한 回歸分析에는 Kiefer and Neumann(1979)의 意中賃金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즉

wir 는 개인 i의 意中賃金이며 Xi는 설명변수의 백터이고 ui는
오차항이다

. 회귀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표 2-20〉과 같으며

도시가구의 취업실태조사 자료에 나타난 각 변수의 기초 통계는 〈표 2-21〉에 요약되어 있다.
意中賃金은 求職者가 자신의 시간에 대하여 평가하는 주관적인 기회비용
〈표 2-20〉의중임금 방정식의 변수 설명

이다. 앞에서 고찰한 探索理論에 의하면 探索費用과 意中賃金은 負의 상관관계에 있고, 또한
意中賃金과 脫出確率 사이에도 負의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意中賃金이 높을수록 실업으로부터의
脫出確率이 낮아지고 탐색기간이 길어져 失業期間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노동시장에서 직장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직업소개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서비스를 받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이러한 탐색비용의 증가는 求職者의 意中賃金을 낮추게 되어 求職者가
職場提議를 수락할 확률이 커지게 된다.4) 또한 意中賃金은 시간에 대한 機會費用으로서 이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意中賃金이 높아지며 수락할 수 있는 職場選擇의 폭이 좁아져 失業期間이
길어지게 된다.
求職者의 富(wealth)의 증가는 意中賃金을 높이며 탐색기간을 길게 한다. 우리의 조사자료에는
가구의 富나 비임금소득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종전의 임금소득과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연령, 性, 혼

〈표 2-21〉의중임금 방정식 변수의 기초 통계

인상태, 교육연수 등 임금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임금수준에 正의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意中賃金에도 正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失業期間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意中賃金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期待할 수 있다.
意中賃金 方程式의 推定模型은 다음과 같다.

In(Wr)=a0+a1 INCOME+a2 FMSIZE+a3AGE+a4 AGESQ +a5 SEX+a6 MARITAL+a7EDUCA
+a8DURA+a9DURASQ+e (2-15)
意中賃金에 대한 종전의 추정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선 종속변수를 意中賃金 Wir와 자연대수를
r
사용한 lnWi 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OLS 추정한 후 비교하였다. 〈표 2-2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로그임금을 사

〈표 2-22〉意中賃金 방정식의 추정결과 : 전규모

용한 추정에서 R2 값이 약간 높게 나왔다. 한편 추정계수의 유의수준은 DURASQ(失業期間의
제곱)을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에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INCOME, AGE, AGESQ,
SEX 변수는 어느 경우에나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종전의 임금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에 비하여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의중임금 수준도 높을 것이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意中賃金이 상승하지만 AGESQ의
추정계수가 負의 기호를 갖기 때문에 年齡一意中賃金曲線은 일정한 연령까지는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감소하게 된다.
한편 여자는 비경제활동 등에서 선택의 폭이 더 넓고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통상적인 임금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남자의 意中賃金의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意中賃金 方程式에 대한 OLS
추정결과는 종전의 소득, 연령, 性 등 주요한 변수에 대하여는 探索理論과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구원수나 혼인상태, 敎育年數 및 失業期間 등은 意中賃金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해자드모델 논의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임금함수 추정관행에 따라 R2 값이 높고 임금분포의 偏向構造를 완화할 수 있는 로그임금
추정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5)
意中賃金 方程式에서 종전의 임금소득 변수(INCOME)는 중요한 변수로서 추정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표본에 이 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표본을 확대하기 위하여 INCOME 변수를 추정모형에서 제외한 결과
표본의 수는 254명에서 609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때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이 된다.
r

In(W )=b0+b1 FMSIZE+b2 AGE+b3 AGESQ
+b4 SEX+b5 MARITAL+b6 EDUCA+b7 DURA
+b8 DURASQ+ε (2-16)
INCOME 변수를 제외한 식(2-16)의 意中賃金 방정식 추정결과를 〈표 2-23〉에 요약하였다.

〈표 2-23〉의중임금 방정식 추정결과 : INCOME 제외

이 추정결과를 보면 R2값이 0.2404로서 INCOME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의 R2 값 0.4631에 비하여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意中賃金 方程式에서 가구의 賃金所得 變數는
높은 설명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하여야 할
것은 INCOME을 포함한 식(2-15)의 추정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추정계수가 나타나지
않았던 敎育年數(EDUCA)에서 높은 유의수준을 갖는 추정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즉 종전의 식 (2-15)에 의한 추정식에서는 INCOME 변수가 意中賃金 수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敎育年數의 영향력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나 INCOME 변수가 제거된 추정식에서는
敎育年數가 상당한 정도로 意中賃金의 결정요인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敎育年數의
증가로 意中賃金의 하락하는 것보다 人的資本의 蓄積으로 意中賃金이 상승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意中賃金과 敎育年數는 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주석 1) Reservation wage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유보임금, 기회임금, 내부임금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 개념은 개별근로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내면적인 임금기준을 의미하므로
본래의 뜻에 충실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意中賃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주석 2) 의중임금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응답자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임금수준을
조사해야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가구의 취업실태조사에서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전원이 의중임금을 응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의중임금이
본래의 조사 의도와는 달리 조사시점에서 즉흥적인 수준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주석 3) 여성실업자의 의중임금에 대한 廬美惠 등(1992)의 조사에서는 평균 의중임금이
47.8만원으로 나타나 동 조사에서의 취업자 평균소득 47.6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중임금 수준은 1992년 1/4분기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여성근로자 월평균
임금 52.3만원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주석 4) 노동력의 이동은 대부분 구인․구직의 잘못된 결합(mismatch)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고용정보의 가치를 환산해 볼 때 정확한 고용정보에 의한

전직 선택가능성(availability of the option to change jobs)은 기대소득을 미국 총근로소득의
8.5∼13% 정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GNP의 6∼9% 상승에 해당된다는 실증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Jovanovic & Moffitt, 1990).
주석 5) 우리나라 임금분포에 있어서 통상적인 임금과 자연대수 임금의 분포에 관한
비교연구로는 魚秀鳳(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pp.78∼81 참조.

第 5 節 失業構造의 해자드模型 分析
1. 해자드函數의 推定模型
기업규모 등 전직 사업체의 특성이나 성, 학력, 연령 등 勤勞者 特性에 따라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勞動移動 行態에 있어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해자드模型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해자드函數는 식 (2-17)과 같으며 추정을 위한 尤度函度는
제3절의식 (2-10)과 같다.
δ=exp(X'β) (2-17)
실업으로부터의 脫出確率, δ函數의 說明變數로는 AGE, AGESQ, SEX, EDUCA, WAGE,
MARITAL, FSTATUS, SIZE, WORKER, TEN 및 TENSQ의 11개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정의와 측정단위는 〈표 2-24〉와 같다. 특히 WAGE 값에 있어서 취업자에 대하여는 구간으로
조사된 現職場 임금의 중간값을 사용하고, 실업자에 대하여는 意中賃金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현재 실업중에 있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실업을 경험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중 과거 실업상태에 있다가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한 경우에는 그 失業期間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부득이 이러한
대상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해자드모형은 실업에서의 탈출경로가 '취업'이라는
하나의 脫出口만 있는 단순모형이다. 실업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하여도 失業期間 등의
정보를 보강하여 보다 발전된 多脫出口 해자드모형(competing risks hazard model)을 추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다. 과거의 실업상태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아직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MOVE=0으로 표시하고, 탈출에 성공하여 취업한 경우를 MOVE=1로 표시하였다.
현재 실업상태에 있거나 과거에 실업상태를 경험했던 표본수는 1,675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
260명이 아직도 실업상태에 있고(MOVE=0), 1,415명이 실업상태를 벗어나 취업으로
이동(MOVE=1)하였다.

〈표 2-24〉해자드모형 분석에 사용된 변수 설명

각각의 이동상태에 따라 해자드函數에 포함된 각 변수의 基礎統計는 〈표 2-25〉에 요약되어
있다.

〈표 2-25〉해자드 모형 변수기의 기초통계(N=1,675명)

2.해자드 模型의 推定結果
식(2-10)에 의한 해자드모형의 추정결과가 〈표 2-26〉에 정리되어 있다. 추정계수는 모든 변수에
대하여 대단히 높은 유의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WAGE와 WORKER 및
근속기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脫出確率을 상승시키는 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脫出確率을 의 逆數는 期待 失業期間이므로 脫出確率이 높을수록 失業期間은 짧아지게 된다.
따라서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脫出確率이 더 높고 , 敎育年數가 길수록, 기혼자일수록, 또
가구주일수록 失業期間을 단축하여 조기에 취입하려는 성향이 있다.
意中賃金 變數(WAGE) 역시 探索理論에서 期待한 바와 같이 脫出確率에 負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意中賃金이 높은 사람일수록

〈표 2-26〉해저드함수의 추정(N=1,675명)

보다 높은 임금제의를 받을 때까지 더 오래 기다려 취업하게 된다는 探索理論의 基本假說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근로자의 개수 추정치가 負의 값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산업 및 고용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세규모의 유통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실업상태로부터 벗어나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세 소기업 서의 실질자일수록 이동성이 높아 짧은 失業期間을
거쳐 더 쉽게 재취업할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연령과 勤續年數에 있어서는 AGESQ와 TENSQ변수에 대한 계수추정치가 모두 유의수준에
높게 나타나 脫出確率과 연령-근속연수간의 관계는 [그림 2-5]와[그림 2-6]과 같은 2차함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두 함수 모두 최저점과 최고점이 陰의 영역에서 나타나 실제의
年齡-脫出確率 曲線과 勤續期間-脫出確率 曲線은 각각 單調증가, 單調감소 함수로 표시되고 있다.
실업자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脫出確率도 계속 증가하고, 勤續期間이 늘어날수록 脫出確率은
계속 감소하여 失業期間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도 표본에 포함되어 있어 연령이 높을 경우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탈출경로를 찾는 경향이 높으나, 勤續期間이 긴
실업자의 경우에는 意中賃金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자드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期間分析을 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실업기간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며,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분석으로는
魚秀鳳(1993),成濟換(1993)이 흔치 않은 경험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魚秀鳳(1993)은 조립금속 제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자드모형을 이용하여 勤續期間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① 남성일수록, 기혼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술보유자일수록, 사무직일수록, 또한 본인의 임금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진다. ②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사업체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사무직 비중이 클수록, 고학력자비중이 높을수록,
남성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진다. ③ 한편 노조가 조직된 사업체일수록 期待
勤續期間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6]연령-탈출확률 곡선

[그림 2-7]근속기간-탈출확률 곡선

成濟換(1993)도 해자드함수를 이용하여 제조업 근로자의 勤續期間을 추정한 바 있다. 그
추정에서는 ① 나이가 많을수록 이직 위험이 크고, ②경력이 많을 수록, 단순노무직일수록, 첫
직장일수록 또한 대기업 근로자일수록 이직 위험이 적고 따라서 장기근속 가능성이 크다. ③
한편, 교육수준은 勤續期間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해자드모형의 추정으로부터 실업에서의 탈출이 근로자특성이나 시장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검증할 수 있다. 가령 기업규모간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해저드모형에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더미변수(SIZE)를 포함시켜 假說檢定에 사용할 수 있다.
노동시장이 만약 기업규모에 따라 분단되어 있다면 대기업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은 서로
다른 노동이동 행태를 보일 것이며 따라서 脫出確率이나 期待失業期間도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檢證하고자 하는 歸無假說은
βSIZE =0 ․․․․․․․․(2-18)
이다. 실제 추정결과에서는 SIZE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正의 부호를 갖고 1%의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계수가 산출되어 위의 歸無假說을 기각하고 있다. 즉 다른
변수를 모두 통제한 후에도 기업규모별로 脫出確率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격차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기업규모간 노동시장의 分斷假說을 노동이동 행태의 해자드 模型
分析에 의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해자드 函數의 最適模型을 도출하기 위하여 階段別 推定을 시행한 결과가 〈표 2-27〉에
정리되고 있다. 모형선택에 고려한 변수는 WAGE, WORKER, FSTATUS, MARITAL, SIZE,
EDUCA, AGESQ, AGE, TEN, TENSQ 및 SEX 등 11개의 변수이며 순서대로 변수 하나씩을 추가할
때 그 모형의 X2값은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 11개 변수 모두를
포괄하는 모형이 最適模型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개별변수 하나하나의 추가에 따른 X2값의
증가분은 SIZE 변수와 AGE 변수까지는 5%의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의
변수는 추가되더라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X2값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 더미변수의 추가는 X2값을 3.7521만큼 증가시키며 그 결과는 5%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해저드모형에 있어서 SIZE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7〉단계별 추정에 의한 해자드 모형의 선택(Wilcoxon 검정)

〈부표 2-1〉5개 도시의 구별 가구분포의 선정표본통 수
(1)인천시

(2)부산시

(3)대구시

(4)광주시

(5)대전시

〈부표 2-2〉5개 도시의 구별 Seed Number, Random Number
(1)인천시

(2)부산시

(3)대구시

(4)광주시

(5)대전시

제Ⅱ부 新人力政策의 方向과 課題
第 3章
新人力 政策
第1節 머리말 : 國家競爭力과 '新人力'政策
최근 國際化時代의 國家競爭力 提高가 여러 측면에서 論議되고 있다. 특히 기술, 노동, 교육 등
생산의 1차적 담당분야, 즉 국민경제의 공급부문에서의 경쟁력 우위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이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本稿는 이 중 敎育과 勞動을 連結하는
고리로서 人力政策側面에 있어서 國家競爭力이라는 視角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여러 국가 중 國際化가 가장 진전된 나라는 아마 미국일 것이다. 국제화의 수준이 여러
기준에서 측정가능하지만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하나의 민주적 제도로 묶어내는 역량이 국제화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국제화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데 별 의견이 없을 것이다.
미국은 그 기원부터 다양한 국가로부터 다양한 계층의 이민으로 성립된 국가이고 이를 소위
'鎔鑛爐'라는 틀 속에서 통합하는 과정이 곧 국가 및 제반제도의 성립과정이며 이는 현재도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가 미국 사회의 국제화 과정, 즉 統合過程에서 살펴보고
싶은 점은 미국과 같은 多民族 社會에서의 민족간 경쟁에서 어느 한 민족이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요인이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민 1세대인 WASP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는
않다. 유태계는 윌스트리트, 언론 민 영화산업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계는 컴퓨터산업과 부동산업에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의사․교수 등 전문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있다. 그러나 반면 절대수에 있어 다른 소수민족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민 역사도 결코
짧지 않은 히스패틱계는 주로 택시기사나 식당 종업원과 같은 저급 서비스분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내 민족간 경쟁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이민후 2세에 대한 민족간 태도의 차이로, 즉 人的資本形成(human capital
formation)에 대한 교육투자의 민족적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1) 예를 들어 유태계의 대학진학률은
80% 이상인 반면 푸에르토리칸의 대학 진학률은 겨우 1%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교육투자의 차이가
미국 사회내 민족간 경쟁을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가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강조하고 강조하고 싶은 점은 國家間 競爭에서도 이러한 교육투자의
절대적 수준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교육 및 훈련의 투자방향,
특히 職業敎育의 目標 設定이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및 훈련이 과거 정부주도의 技能工 養成 中心에서
벗어나 多技能 高技術者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양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新人力' 政策으로 표현되는 향후 교육
및 훈련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해 두기로 한다.
원래 國家競爭力이란 槪念은 미국 하버드대학의 경영학자인 Porter(1990) 교수의 저서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 기초하고 있는데, Porter 교수는 國際貿易理論인 상품의
比較優位論(comparative advantage)개념을 확대하여 국가단위의 경쟁력 우위(competitive
advantage)의 원천과 그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Porter 교수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현재
저임금․저물가 등에 기초한 生産費用優位를 잃어가고 있으며,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技術革新에 기초한 國家競爭力 優位政策이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수이며 복합적이다. 우선 제품생산의 직접비용이 저렴해야
하며, 에너지․통신․도로․항만 등 社會間接資本과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한다. 또한 技術開發能力이 앞서야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기업조직 및 시장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야 하며 시장의 폭이 넓어야 한다. 더불어 기능․기술인력이 풍부해야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정의 협력체제 등도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결정 원인이다.
그러나 경제학 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여러 정책들 중 投資의 優先順位가 필요함을 가르친다. 따라서 정책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하는데 필자는 현재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이고 시급한 정책과제가 산업현장의 인적자원개발, 즉 기업의 직업교육 및 훈련을
중심으로 한 '新人力' 開發이라고 판단한다.
'신인력' 정책은 기본적으로 '新人力'을 양성․개발하는 정책이다. 즉 인력정책의 목표(target)를
'신인력'에 두는 정책이다. '신인력'이란 산업현장에서 생산에 직접 참여하면서 생산공정의
혁신(process innovation)을 담당하는 주체이며, 과학․기술자의 설계(design)와 기능공의 財貨 및
서비스의 생산(production)을 연결하는 중간기술자(technologist및 Technician)이며, 동시에
知的으로 숙련된 다능공(multi-functioning skilled worker)을 지칭하는 용어이다.2)
예를 들어'新人力'은 섬유제품 제조업에서는 다양한 직조 및 염색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다기능
기술자이며,조립금속제품 제조업에서는 기계관리(maintenance)와 품질관리(QC)를 주로
수행하면서 조립라인의 기능공을 지도하고 생산공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중간기술자나
CAD/CAM과 연결된 가공 기술자이고, 도․소매업에서는 판매정보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중간관리자이다.
기업 혹은 산업단위의 국제경쟁력의 핵심이 技術革新에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기술혁신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생산물 혁신과 주어진 기술로 보다 질
좋은 상품을 만다는 제조공정 혁신이 있는데, 현재 세계경제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는 산업현장의
제조공정 혁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은 바로
제조공정 혁신을 담당할 인력, 즉 '新人力'에 달려 있는 것이다.

'신인력' 정책은 '신인력'을 양성․개발하는 주체를 기업에 두는 정책이다. '신인력'정책은 과거
공공부문 중심의 熟練單能工 양성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중간기술자 및 熟練多能工을
양성․개발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즉 인력양성․개발의 주체를 政府主導에서
企業主導로 轉換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주적으로 '신인력'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독일․일본 등 특히 제조업이 강한 국가에서 인력양성의 주체가
기업임은 잘 알려져 있다.
'신인력' 정책은 기업이 근로자의 '평생배움의 터'가 되도록 기업의 학습능력(learning capacity)을
제고하는 정책대안이다. 이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능력에 기초한 경쟁적 내부
노동시장의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며, 기업내 노동시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체 노동시장구조를
재구축(restructuring)하는 노동시장정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인력' 정책은
柔軟勞動市場政策이다. 정부는 다능기술자 양성과 개발 등 기업의 機能的 柔軟性(functional
flexibility)을 축으로 하는 핵심노동시장(core labor market)의 형성을 간접적으로 촉진․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인력' 정책은 인적자원의 양성, 능력개발 및 관리에 관해 국가와
시장의 기능이 조화를 이룩하는 정책대안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인력' 정책은 양성․개발되는 '신인력'을 우리 사회 중산층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지원하는 社會構造 調整政策(social adjustment policy)이다. '신인력' 정책은
고생산성-고임금구조에 기초한 고용안정의 확보 및 협조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조를 건설하는 사회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편 '신인력' 정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따른 근로자의 二重構造化(two-tier society)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주택,
금융측면의 근로자 지원제도와 더불어 雇傭保險을 축으로 한 제반 사회보험을 능력개발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사회구조 재조정정책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신인력' 정책 대안을 도표로 단순화시킨 것이 [그림 3-1]에 나타나 있다. 다음에는
'신인력' 정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서 신인력 정책의 현실
整合性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림 3-1] '신인력' 정책의 개념도

주석 1) 예를 들면 Borjas(1985).
주석 2) 기능․기술 및 인력의 단계분류에 대해서는 崔鍾泰(1993,pp.13∼26) 참조.

第 2節 新人力政策의 背景 : 變化의 물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사회가
1)
직면한 대내외 경제환경요인과 인적자원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변화,
국제화 및 개방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최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1. 技術革新主導의 國家競爭力 優位時代 到來
최근 기술변화, ME화, 지식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술혁신 중심으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Porter, 1990, pp.565∼973). 이에 따라 [그림 3-2]가 보여주듯이 과거 국가경쟁력
우위에 섰던 나라가 기술혁신에 뒤처져 생산성이 정체되고 노동비용은 증가하여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우(영국, 스웨덴 등)도 있으며, 기술혁신에 성공하여 세계정상의 국가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도 있다.
Porter 교수는 우리 경제가 과거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에 기초한 要素費用優位(factor-driven
advantage)에서 최근 투자주도의 국가경쟁력(invest ment-driven advantage)으로의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innovation-driven advantage)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Porter, 1990, pp. 685∼690).2)

[그림 3-2] 국가별 국가경쟁력 변화

특히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 신흥경쟁국이 要所費用優位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뒤쫓아 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술혁신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선택가능한 최선의 전략이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음의 〈표 3-1〉이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는 지난 6년간 單位勞動費用으
증가 속도가 빨라 요소비용우위는 사라지고 있으며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진국이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경험했던 高失業經濟化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스웨덴은 지난 5년간의 높은 단위노동비용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産業空同化 現象이 초래되어 실업률이 급증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기술혁신은 R&D에 기초한 生産製品의 技術革新(product innovation)과 生産工程에서의
技術革新(process innovation)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Jurgen and Ronning, 1990 ; Klein, 1992).

생산공정의 기술혁신은 과학․기술자의 두뇌에서 나오는 革命的 혁신(revolutionary innovation)과
달리 생산현장의 기능․기술인력의 두뇌(knowledge), 손(skill), 태도(attitude)에 기초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혁신(continuous and incremental innovation)이다. 戰後 일본 경제의
기술자립과정은 바로 현장기술자의 공정혁신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작업자의 기술능력과
숙련형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3)
〈표 3-1〉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US$ 기준)과 실업률 추이 : 1987∼92

그러나 지식․기술 등 知的財産權 보호가 강화되는 국제경제환경(최근의 UR의 지적재산권 조항
참조)과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선택해야 하는 경쟁력 제고 전략은
생산공정의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大野耐一, 1988 ; 최종태,
1993). 생산공정의 기술혁신에 기초하고 있는 日本的 生産方式(lean production, 토요타
생산방식)의 특징은 한 근로자가 다양한 공정을 담당하는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이며 이는 바로
範圍의 經濟(economy of scope)를 실현하는 것이다. 세계화․개방화시대, 기술혁신시대에 이러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은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이 기초하고 있는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보다
생산적인 생산방식으로 보고되고 있다(Carnevale, 1991 ; Womack, Jones and Roos, 1990 ; 최종태,
1993).
그러나 선진국의 고급기술 및 지식에 대한 보호장벽은 높아져 가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기술은
機械에 內在되는 特性(machine-embodied hardware)보다는 人間에 內在되는 特性(human-embodied
software ; humanware)이 강조되고 있어 과거 우리 경제의 고도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선진기술의
도입은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변화에 대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값싼 선진기술의 도입에 기초한 경제성장전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최근의 정보․지식산업화는 조직의 수평분화와 더불어 技術(technology)과 技能(skill)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생산인력의 기술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여야 생산성이
제고되며 수평분화된 조직이 요구하는 중간기술자의 수요증가 측면도 인적자원개발전략 선택의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4) 또한 컴퓨터 통합생산화(CIM)로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 등이 모두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확대되며 다기능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무․서비스직의 재교육․재훈련이 요구되며 생산현장 중간기술인력의
관리능력제고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현 우리의 상황에서 기술혁신우위→생산공정혁신중심→현장근로자의
기능․기술 향상으로 연결되는 국가경쟁력 향상전략이 유일하고 성공 가능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현장에서 과학․기술자의 설계를 이해하는 이론적 소양을 갖추고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생산기능공을 지도하는 중간기술자(technologist 및 technician)를 본고에서는
'新人力'으로 정의한다(표 3-2 참조). 생산공정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 우위전략(process

innovation-driven competitive advantage)에서는 바로 '新人力'의 양성과 개발이 핵심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 3-3〉이 보여주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능․기술 인력구조는 숙련기능공 중심이며
반면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일본․독일의 경우는 중간기술자 중심의 인력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인력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新人力' 정책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다.
〈표 3-2〉 산업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인력구조의 변천

〈표 3-3〉 기능․기술인력 계층구조의 비교

2. 國際化․開放化時代의 國家競爭力
UR 타결에 이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는 상품교역, 외환, 자본시장의
개방화시대를 지나 소위 非交易商品(NTC ; 농산물과 서비스)의 開放時代로 진입하고 있다. 한편
국제경제는 EC, NAFTA 등 지역별로 블록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OEM 생산방식에 의한
가격경쟁력은 곧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며, 지식․기술 등 고급생산요소에 대한 보호장벽은
지적재산권 보호로 오해려 높아져 〈표 3-4〉에서와 같이 기술도입이 점차 어렵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우리나라의 기술도입 추이(건수)

이는 과거 중급기술의 도입과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경제성장전략의 유효성(effectiveness)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신발
․섬유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예이며, 호황업종인 자동차․선박․반도체의 경우에는
경쟁상대국인 선진제국에 비해 기술우위에 기초한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상대적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측면의 우위(factor-driven advantage)를 점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開放된 글로벌시대에 기업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해야 하며 따라서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技術能力과 組織의 柔軟性을 제고해야 한다. 세계시장의 需要變化(demand shift),
趣向(tastes)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생산방식(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3-5〉와 〈표 3-6〉은 다품종 소량생산 혹은 JIT로 알려져 있는
柔軟生産方式을 채택한 일본의 자동차 기업과 대량생산방식 중심의 미국과 서구의 자동차 회사의
제품개발 능력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柔軟生産方式의 핵심은 柔軟企業(flexible firm)이며 유연기업이란 유연한 생산조직과
柔軟勞動(flexible labor)에 기초한 기업을 의미한다(Dore et al., 1989)).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조정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나 기계 등의
資本財는 그 규모가 크고 각종 규제장치가 얽혀 었어 단기간에 조정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순환적 변동에 대한 기업의 생산요소의 유연화 전략은 노동의 유연화에
초점을 두게 된다. 노동의 유연화는 機能的 柔軟化와 數量的 柔軟化로 대별될 수 있다.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이란 기업내적 유연성(internal flexibility)으로 한 근로자가 여러 가지 능력과
지식(function)을 갖추고 생산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이란 기업외적
유연성(external flexibility)으로 외주하청, 파견근로, 임시직․시간제 고용와 같이 근로자의
수(number)를 조절하여 생산변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말한다.5)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험은 勞動柔軟化戰略이 기술혁신, 생산방식변화 등과 더불어 진행되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柔軟勞動의 핵심을 노동의 다기능 및 고기능을
추구하는 機能的 柔軟性(functional flexibility)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 이는 바로 '新人力'의
양성․개발을 의미한다. 기업의 '新人力' 양성․개발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
내부노동시장의 구축이 요구되며 조직의 효율성․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경쟁적'이고
'협조적'인 내부노동시장(competitive and cooperative internal labor market)이 뒷받침되어야
한다(Ozaki, 1991).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유연화 전략이 필요하다.6) 이는 유연노동의 양

〈표 3-5〉 제품개발과정의 지역별 비교(1980년대 중반)

〈표 3-6〉 각국의 車名數의 추이

성 및 개발, 유연노동시장의 구축, 그리고 유연한 인력양성․개발체제의 구축을 요구하며 이것이
바로 '新人力' 정책의 핵심과제이다. 기업내 산업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量을 기초로 한 고용조정보다는 技能에 기초한 고용조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 노동시장관행, 노사관계 및 사회제도 여건상 機能的 柔軟性을 통한 고용조정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전체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뒷받침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력 수급조절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柔軟勞動市場'의구축이
중요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인력양성 및 개발체제로의
노동정책 전환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3. 中․低 成長時代의 到來와 産業構造調整의 빠른 進行
〈표 3-7〉이 보여주듯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산업구조조정(restructuring)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동화 등 산업구조조정이 근로자의 숙련․기술을 향상시켜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數量的인 고용조정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growth without job creation)이 선진각국의 중요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소득과 부의
불균형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고 증가되는 실업자를 위한 복지비용증가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표 3-7〉이 보여주는 스웨덴이 최근의
전형적인 예이다.7)
우리 경제는 1980년대말 3저호황기를 정점으로 高成長 시대에서 中成長 시대로 진입하였고
제조업 중 섬유․신발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제조업부문의 전반적인 고용흡수력이 감소하고 있어 실업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전망이나 아직 고용흡수력이 큰 서비스부문의 팽창으로 실업문제가
현재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UR의 서비스시장 및 농산물시장 개방효과가 1995년 중반 이후

〈표 3-7〉 선진각국의 실업률 : 1972∼93

노동시장에 나타날 전망이어서 선진국이 오일쇼크 이후 경험했던 실업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의 중화학공업화, 자동화, 소프트화로 단순기능인력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高熟練․多技能 人力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표 3-8〉이 보여주듯이 1993년 현재
전산업 생산직 부족인원 중 51.2%가 숙련기능공이며 미숙련 기능공의 부족인원은 전체

부족인원의 24.1% 수준이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에서 실제로 부족한 것은 노동력(labor shortage)
자체가 아니라 기능부족(skill shortage)이며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수급불균형
〈표 3-8〉 생산직 부족인원의 상대적 크기 : 1993

의 구조화(mismatch problem)임을 확인시켜 준다(Edgren and Muqtada, 1990).
향후 예상되는 실업을 예방하고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 변화가 요구하는 기능․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능․기술인력의 양성․개발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인력정책(active
manpower policy)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2000년까지는
매년 약 2%의 노동력 증가가 예상되는데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최소한 6∼7%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있어야 실업률 수준이 현재의 2∼3%에 머물 수 있다.8)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시장개방 추세를 고려하면 산업구조조정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구조적 실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구조적 실업은 직업안정서비스등 效率的
勞動市場政策으로는 緩和할 수 없는 성격의 실업이다. 構造的 失業에 대해서는 재교육 및
재훈련을 중심으로 한 積極的 人力政策이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4. 勞動力 供給構造變化
우리나라는 〈표 3-9〉가 보여주듯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항아리 型化로 2000년
이후에는 15∼24세의 신규노동력 공급의 절대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신규 청년인력의
공급규모 감소로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력 부족시대로 진입하고 있다.9) 이에 따라 기업은 자동화,
CIM 등 노동절약적 생산방식(labor-saving technelogy)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엔지니어 등 고급기술인력과 더불어 중간기술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부족 시대에는 기존 노동력의 活用度 제고를 위해 向上訓練 및 再訓鍊 등이 요구되며
平生學習의 기회부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人文化를 수반한 고학력화가 노동수요 변화에 비해 너무 급속히 진행되어
노동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10) 이는 한편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기술인력의 공급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직 수요가 초과되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임금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표 3-10〉에서와 같이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어 敎育投資의 浪費를 초래하고 있다.

〈표 3-9〉 총인구 중 청소년 인구비중 추이

〈표 3-10〉 대졸자의 실업률과 취업률

李周浩(1993)는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국제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그 근본원인이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school-work transition)과 관련된
諸제도의 문제점에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人口構造, 學歷構造 등 勞動力 供給構造가 항아리型 혹은 양파型으로 변화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기술인력의 수요도 양파型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의
기능․기술인력 구조와 양성․개발체계는 과거의 피라밋型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인구구조, 학력구조, 산업수요구조 및 현재의 기능․기술인력 구조

이러한 노동공급구조의 변화는 이미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별 취업자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부표 3-14〉에서와 같이 제조업 취업자는 그 절대수가 1991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UR타결
전망에 따라 농업 노동력의 離農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실업률의 증가 등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裵震漢, 1993). 저학력 고령 농촌인력의 대량 도시유입은 우리
노동시장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충격이며 이에 따른 직업안정, 직업훈련 등 적극적 고용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11)
한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중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근로계층의 취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유지, 직장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국가․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력 가운데 청년층 및
남성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중고령자 및 여성 노동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될 전망이어서 선진국에서와 같이 이들 계층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魚秀鳳, 1993 ; 李宗勳, 1993).
일본, 독일 등 1970년 중반 이후 雇傭保險制를 중심으로 積極的 雇傭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고령자 등이 핵심노동시장의 주변에 머물러 이중노동시장이
구조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정책이 강화되어오고 있다(谷口陸志, 1986 ; Kuhl,
Paul and Blunk, 1980). ILO 역시 산업구조조정이 노동유연성 특히 數量的 柔軟性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고 대다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산업구조조정(industrial adjustment)이 사회구조조정(social
adjustment)을 수반할 수 있는 종합적 인력정책을 권고하고 있다(Standing 1990, 1991 ; Houseman,
1991).
이와 같이 우리의 노동시장 상황은 산업수요는 물론 노동공급측면에서도 '新人力'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고학력화․인문화 추세를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기능․기술인력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는 중간기술자, 즉 '新人力'의 중산층화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高賃金 經濟化와 企業의 勞動柔軟性 追求
우리 경제는 〈표 3-11〉에서와 같이 1987년 이후 시간당 노동비용(미국달러 기준)의 증가율이
연평균 24.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비용상승에 생산성 향상이 뒤쫓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역시
기업경쟁력이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동유연화 전략의
여러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11〉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비용 증가율 동향

[그림 3-4]는 우리 산업현장의 전형적인 한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보여준다.
입사 후 기능이 숙달되기까지는 경력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생산성증가가 나타나지만 그 후에는
동일업무의 반복으로 생산성향상이 정체되어 있다. 반면 이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변화는 전형적인 연공급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그림은 임금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단순화시키고 있지만 기업의 인사․보수관리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며 상황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3-4]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의 변화

우선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변화 이전의 賃金曲線이 W°로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윤극대화전략에 따른 기업의 고용전략은 t°시점에서 이 근로자를 강제 퇴직시키는
것이다(Lazear, 1989). 즉 t°에서는 근로자의 기여분과 임금 지급이 일치하기 때문이다(A=B).
정년퇴직제도가 t°시점에서 형성된다는 고용관행이나 단순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발적
퇴직이 결혼․출산 시점에서 많이 나타났던 점은 바로 이러한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 자발적 및 비자발적 퇴직으로 형성된 均衡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근로자
행위의 변화로 인해 깨지게 된다. 여기서 살펴볼 측면은 1987년 이후의 빠른 賃金上昇과 근로자의
長期勤續 傾向이다.
우선 고임금 경제로의 진입은 [그림 3-4]에서 임금곡선이 Ｗ°에서 W'으로 상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임금곡선 W'의 형성으로 과거 형성․유지되어 왔던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장기근속 경향으로 퇴직시점이 t°에서 t'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결과
과거 조기 퇴직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던 한 전형적인 근로자의 근속기간 동안의 생산성 기여분과
임금지급과의 균형에 일정부분 乖/離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를 고용관리, 임금관리 및 생산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 기업은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회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첫째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t'에서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체계(혹은
직급체계)를 변화시켜 역시 t'에서 임금과 생산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해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교육․훈련의
강화이다. 직무개발교육, 직무수행능력의 향상훈련, 의식개혁운동 등을 통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기하게 된다. 또한 직무간 배치전환을 통해 單一職務遂行에서 複合職務遂行으로 전환할
것이고 지역간 배치전환 역시 확대될 것이다. 더불어 주어진 업무나 사무소당 인원을 감축하여
노동강도를 증가시킬 것이고, 과거 업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인원을 단순히 증가시키던
雇傭觀行에서 벗어나 기존 근로자의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人事管理를
변화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채용측면에서 選別을 보다 엄격히 하고 과거보다 제한된 숫자의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 근로자가 입사한 후 평균근속기간이 증가하면서 장기간
같이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노동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측면은 최근 대기업에서 채용의 선발기준을 현재의 業務遂行能力(예를
들면 전공시험)에서 潛在的인 人間能力(예를 들면 인성․적성검사, 면접)으로 轉換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을 찾아가는
雇傭管理戰略이 바로 노동의 機能的 柔軟化戰略(functional flexibility)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이러한 기능적 유연성 추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기부여체계의 확립, 즉 임금체계 및 직급체계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과거의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직무나 직무수행능력에 부합되는 임금체계로
전환할 것이다. 최근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직무급이나 직능급 도입의 이면에는 임금과
생산성과의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회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기업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해당근로자의 强制退職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의 整理解雇는
현재 대법원 관례에 의해 설정되고 있는 정리해고의 정당화 요건에 비추어 보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아니다.14) 따라서 기업은 강제적인 정리해고보다는 인센티브(소위 명예퇴직금)를
제공하여 自發的 退職을 유도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名譽退職制度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 근로자의 임금․직제 개편을 통해 임금과 생산성과의 괴리를 해결하는
인사․보수전략이 바로 賃金의 柔軟化 戰略(wage flexibility)으로 나타나게 된다. 임금의 유연화
전략은 앞의 노동의 기능적 유연화 전략과 더불어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의 內的
柔軟性(internal flexibility)의 두기둥이 된다. 또한 이 두 전략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실제로는 내적 유연화 전략의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게 된다. 즉 기능적 유연성 추구는 장기근속과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賃金柔軟性은 한편으로는 이를 받쳐주는 동기부여체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근속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과 생산성과의 괴리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制度的 機能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은 內的 柔軟化 戰略을 통해 적어도 핵심근로자(core
workers)에 대해서는 통합 내부노동시장(integrated internal labor market)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은 내부노동시장에 통합할 필요성이 없는 직무(혹은 근로자), 소위 주변적
업무(peripheral jobs)에 대해서는 外部化(externalize) 戰略을 추구하게 된다. 흔히 數量的
柔軟性(numerical flexibility) 혹은 外的 柔軟性 (external flexibility)으로 불리는 외부화 전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말 그대로 특정업무를 외부화시키는 것이다. 전통적인 외주하청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에 많이 관찰되고 있는 공장내 하청(소위 소사장제)이나 用役 혹은 派遣勤勞의 활용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형태의 외부화 전략의 핵심은 노동법상의 勤勞契約을 상법상의
用役契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전략으로서 과거 상용근로계약을
비정규(혹은 임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취업이나
촉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업의 外的 柔軟性의 追求 역시 앞에서 살펴본 노동의 內的 柔軟化 戰略과 銅鐵의
양면관계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그림 3-5]는 과거 우리 기업의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과 위에서 살펴본 기업의 유연화 전략에 입각하여 향후 구조화될
內部勞動市場構造를 比較해 보여준다.

[그림 3-5] 내부노동시장구조의 변화

그림의 [A]는 분절화된 내부노동시장구조를 보여준다. 단순기능직(주로 저학력 여성)은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진경로가 조․반장에 그친다. 기능직(주로 고졸 남성)의 경우 중간층을
형성하나 역시 관리직으로의 승진경로는 주어지지 않는다. 대졸남성 중심의 관리직(사무직이나
기술직)은 피라밋구조의 상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에 한해서만 고위관리직으로 승진경로가
열려져 있다. 이렇게 分節化된 내부노동시장은 기업의 內的 및 外的 勞動柔軟性 追求로 그 구조가
[B]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B]에서는 핵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위관리직으로의 승진(혹은 승급)경로가 보장되어 통합
내부노동시장이 구축되어 있지만 기업의 한계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막혀 있다. 이는 기업의 모든 직무,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機能的 柔軟化 戰略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직무의 성격상 경력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이 나타날 수 없는 업무

혹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지 數量的 柔軟性만을 追求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측면은 기업이 內的 柔軟化 戰略을 追求할수록, 즉 내부노동시장의 통합성이
높아질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外的 柔軟化 戰略을 强化하게 된다는 점이다. 기업이 핵심직무 혹은
핵심근로자에게 승진경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외부화시켜야 한다. 이는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전략의 서로 다른 표현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통합 내부노동시장의 구축 정도는 바로 노동의 외부화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최근 한 거대그룹의 경영자가 밝힌 바와 같이 "기능직 근로자를 중역에까지
승진시킨다"는 機能的 柔軟化 戰略의 表面에는 노동의 外部化 戰略을 强化한다는 의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업의 노동유연성 추구가 주는 政策示唆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핵심근로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되도록, 즉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향상은 물론
임금체계 등의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임금가이드라인정책이 오히려
내부노동시장의 경쟁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단기적인 임금안정정책과
장기적인 생산성 동기부여정책이 모순을 야기하지 않는 임금정책(예를 들면 성과배분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勞動의 外部化戰略에 조심스럽게 대응하여야 한다. 정부가
법․제도적 규제를 통해 기업의 數量的 柔軟性 追求를 억제한다면 이는 오해려 기업내 경쟁적
노동시장의 형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독일 등 기능․기술의 자격을
중심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數量的 柔軟性에 관한 법․제도화가 잘
되어 있으며 최근 이를 강화하고 있다(Segenberger, 1992 ; 日本 노동성, 1991). 그러나 기업의
수량적 유연성 추구는 周邊 勤勞者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따라서 주변부 근로자의 소득안정 및
근로조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변부 근로자는 기업과 노조 모두의 배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유지와 소득안정에
국가․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 중고령자,
장애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능력개발, 직업안정서비스, 보육시설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대책의 강구가 전제되어야 數量的 柔軟性의법․제도화(예를 들면 근로자
파견법, 시간제 취업자의 근로기준 지침, 외국인 노동력 정책등)가 사회적 갈등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1)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의 현 위치에 대해서는 대우경제연구소(1993)를 참조하고 선진
각국의 국제경쟁력의 장기추세와 변화에 대해서는 Neef(1992) 참조.
주석 2) Porter(1990, p.686) 교수는 "한국 기업은 인적․기술적 능력이 일본이나 서구의 기업
수준에 접근하지 못하면 저가상품판매전략(low-price segments)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국경제를 진단하며 10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Park and Kwon(1993)은 우리 경제가
대규모 중화학투자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기술혁신의 부족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우리 경제의 규모효과(economies of scale)도 R&D 투자부족과
사회간접자본 미흡으로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석 3) 예를 들면 Womack, Jones and Roos(1990), Appelbaum and Batt(1993) 및 Ozaki(1991) 참조.
주석 4) 기술혁신 및 정보․지식산업화는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조직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Reich(1992)는 미래의 國富는 우수한 인력의 화보에 달려 있으며 미래의
中心人力은 상징분석가(Symbolic analyst)라고 한다. 한편 Boyett and Corn(1992, pp.32∼58)은 미래
조직에서는 중소관료계층이 사라지고 기업이 분화(downsizing)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李鎭奎(1993)는 최근 미국의 기업조직 변화와 인사관리전략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주석 5) 노동유연성의 등장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魚秀鳳(1992) 및 다음 장을 참조할 것.
주석 6)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의 국제비교에 대해서는 魚秀鳳․李奎容(1994) 참조.

주석 7) 스웨덴의 최근 경제위기의 분석에 대해서는 Eklund et al.(1993)과 Henrekson et al.(1992)
참조.
주석 8) 1987년 전후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고용탄력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魚秀鳳․이규용
(1994) 참조.
주석 9) 우리나라 노동력구조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魚秀鳳(1990) 참조.
주석 10) 우리나라의 노동수급 불균형 통계에 대해서는 〈부표 3-1〉에서 〈부표 3-5〉 참조.
주석 11) 농림어업부문의 연령계층별 및 학력별 취업자수 변화는 〈부표 3-6〉과 〈부표 3-7〉에
수록하였다.

第 3節 新人力政策의 基本構想 : 人力政策의 새로운 파라다임
1. '新人力' 政策이란?
선진각국은 급격한 産業構造調整을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의 機能的 柔軟性 부족으로 실업자를
양산한 바 있으며 積極的 人力政策의 不在가 국가경쟁력의 약화의 중요한 원인임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선진각국은 이러한 반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勞動柔軟性을 추구하는 인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예를 들어 미국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경제․사회의 경직적
관료조직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하락하였다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조직혁신( 朴世逸,
1993)과 人的資本에의 投資(Reich, 1983, 1990)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자동차산업의 경우 〈표 3-12〉가 보여주듯이 미국 기업을 일본 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미국 근로자가 일본 근로자보다 근로의욕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조직의 비효율성
때문이며 이는 미국 기업에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미국 GM과 일본의 토요타가 합작 설립한 NUMMI 공장에서의 생산성은 일본내 공장의 생산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3-12〉 GM, 토요타, NUMMI공장 비교 : 1987

미국의 Reich(1983, 1992) 노동장관은 미국 경제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유일한 전략은
人間資本開發(the era of human capitalism)이라고 하며 직업훈련분담금 제도의 도입 등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Dertouzos, Lester and Solow(1989)는 MIT대학이
미국산업생산성위원회의 의뢰로 수행한 생산성 비교연구에서 미국의 교육․훈련의 방법과
내용이 일본․독일에 비해 낙후하여 미국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교육․훈련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보고서는 技術革新과 연계된 人的資源管理 戰略의 기본은 "노동력을 비용최소화의
생산요소로부터 보존․개발(conserved and cultivated)되어야 하는 귀중한 자산(precious asset)"으로
간주하는 인식전환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역시 과거 교육․훈련정책의 기술변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하면서 敎育과
職業의 連繫(school-to-work transition)와 社內訓練開發에 초점을 둔 인력정책을 마련하고
있다(Adnett, 1989).
한편 일본은 후발선진국에서 출발하여 아담 스미드가 200년전 밝힌 「國富의 源泉은 勞動」의
원리를 충실히 구현한 인간중심의 기업체제(humanistic and competitive egalitarian enterprise)를
구축하여 경쟁력제고에 성공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Ozaki, 1991 ; Dore, Bounine-Cabale and
Tapiola, 1989). 독일 역시 오일쇼크 이후 中成長 시대로 이행하면서 실업문제가 대두되고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기술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장훈련에 기초한 적극적
고용정책을 전개하여 기술혁신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Kuhl, Paul and
Bluk ; 1980 ; Sengenberger, 1992).
이와 같은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 경제에 다가오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국경없는 경제전쟁의 격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의 技術革新(process innouation)과
作業組織革新(work-organ-izational innovation)을 통해 국가(혹은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주도할 기능․기술인력의 양성과 개발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전략과제인
것이다.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중간기술자가 바로 '新人力'이며 '新人力' 정책은
'新人力'을 양성․개발․관리하는 제반정책을 말한다..
'新人力'은 기계가 제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과거의 소극적이고 기계보조적인 인력이
아니라 새로운 기계와 공정기술을 개발해 내는 기술경쟁시대의주역으로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산업현장의 基幹人力이며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생산현장의 기술발전을 주도하면서 미래의
생산현장을 이끌어 나가는 경쟁력 있는 인력이며 더불어 작업구성원간의 '팀워크(Team Work)를
중시하는' 인력이다.
'新人力' 정책은 '신인력'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서 생산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활동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신인력'을 양성․개발하는 '인력개발정책'이다.
'新人力' 정책은 또한 국가경쟁력을 요소비용우위에서 기술․지식․정보 중심의 기술우위로
전환시키는 미래지향적 '경제사회 발전전략'이고, 동시에 개인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발전을
통한 自我實現과 '新人力'의 中産層化를 뒷받침하는 '社會福祉政策'인 것이다.

2. '新人力' 政策의 基本方向과 戰略
'新人力' 정책은 다기능 중간기술인력의 양성․개발을 목표(target)로 두되 그 양성․개발의
주체가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가장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조직은 바로 기업이며 생산공정의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산업현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新人力'의 양성․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의 평생배움의
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新人力'의 기업내 조직구조는 팀작업을 통한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이 되어야 한다. Ozaki(1991) 교수는 일본의 경쟁력의 원천이 일본 기업의 競爭的
平等主義(competitive egalitarianism)에 기초한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종신고용관행하에서의 일본 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柔軟한 勞動力(flexible work force)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내적으로는 승진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외부와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협동하는 내부노동시장의 구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능․기술능력(일본의 職能)에 기초한 社內評價制度
및 補償體系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기업의 學歷․年功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이
能力․成果 중심의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로 '新人力' 정책인 것이다.
70년대 이후 일본과 서독은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여 기능․기술개발인력의 양성과 개발을

주축으로 한 기술혁신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한 성공사례국가이다. 그러나 일본과 서독의
인력개발방식은 〈표 3-13〉이 보여주듯이 서로 크게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朴德濟, 1993 ;
李周浩, 1993 ; 關英夫, 1992 ; Kuhl, Panl and Blunk, 1980). 즉 일본 기업은 교육부문에서 일반적
지식을 숙지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신고용을 보장하면서 企業特殊的 訓練(firm-specific
training)을 실시한다. 기업이 훈련의 주체이고 또한 종신고용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사내자격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다. 여기에 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하면서 일본적 내부노동시장을 구축하게 된다(谷口陸志, 1986).
한편 독일은 교육과정 자체가 産․學 協同의 二重構造를 가지고 있다. 직업학교 학생은
학교수업과 지정된 기업체에서의 현장훈련을 동시에 받게 된다. 고용을 전제로 한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기능․기술 중심의 훈련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 지역사회의 노․사․정이 적극
참여한다. 노동시장 및 노동조합이 과거 길드제도의 영향으로 산업별․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어
전 기업이 공통자격제도를 채택하게 된다(金康植, 1993).
〈표 3-13〉 일본과 독일의 인력양성 방법의 대비

이와 같이 일본과 독일의 기능․기술인력 형성과정은 크게 다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교육제도,
노동시장, 노동조합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독일형이라기 보다는 일본형에 가깝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효율적 인력개발 정책은 일본형으로 판단된다. 즉 기업이 '新人力'의
養成主體가 되며 여기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인력개발정책이 우리에게 보다 유효한(relevant) 방식이라고 판단된다(朴德濟, 1993 ; 李周浩,
1993).

'新人力' 정책은 또한 국가경쟁력을 요소비용우위에서 기술․지식․정보 중심의 기술우위로
전환시키는 미래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이고, 동시에 개인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발전을 통한
自我實現과 '新人力'의 中産層化를 뒷받침하는 '社會福祉政策'인 것이다.
2. '新人力'政策의 基本方向과 戰略
'新人力' 정책은 다기능 중간기술인력의 양성․개발을 목표(target)로 두되 그 양성․개발의
주체가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가장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조직은 바로 기업이며 생산공정의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산업현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新人力'의 양성․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의 평생배움의
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新人力'의 기업내 조직구조는 팀작업을 통한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이 되어야 한다. Ozaki(1991) 교수는 일본의 경쟁력의 원천이 일본 기업의 競爭的
平等主義(competitive egalitarianism)에 기초한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종신고용관행하에서의 일본 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柔軟한 勞動力(fiexible work force)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내적으로는 승진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외부와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협동하는 내부노동시장의 구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능․기술능력(일본의 織能)에 기초한 社內評價制度
및 補償體系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기업의 學歷․年功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이
能力․成果 중심의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로 '新人力'정책인 것이다.
70년대 이후 일본과 서독은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여 기능․기술개발인력의 양성과 개발을
주축으로 한 기술혁신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한 성공사례국가이다. 그러나 일본과 서독의
인력개발방식은 〈표 3-13〉이 보여주듯이 서로 크게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朴德濟, 1993 ;
李周浩, 1993 ; 關英夫, 실업고), 예를 들면 전산․정보․통신 전문고등학교 등을 확충한다.
현재 학점․학위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 기능대학, 사내기술대학에 학점제도를 도입하여
한편으로는 사내자격제도와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대학 및 대학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직업․기술 교육기관의 다양화․중첩화로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敎育市場(education market)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의 授業年限을 과목별로 2∼4년으로 하여 직업교육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대 정원 및 등록금의 완전자율화로 일부 전문대학 혹은 학과는 개방대학이나 일반대학과
활발한 경쟁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 중 성과가 우수한 학교는 授業年限을 과목별로 3∼5년으로 하여 전문대와
경쟁관계가 되도록 하고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립공업계
고등학교는 점차적으로 국공립화하여 기초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방대학(혹은 신설예정의 기술대학)은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한편으로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의 산업체 경력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편입생 선발기준은
대폭 완화하여 전문대를 포함하여 현재 교육체계 밖에 위치하고 있는 기능대학, 사내기술대학
수료자 중 일정수준의 자격취득자에게도 편입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개방대학이 명실공히
産學連繫體系의 近間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學點, 學位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技能大學 혹은 社內技術大學에 학점제도를 도입하여
開放大學(혹은 기술대학)에의 編入學을 容易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능대학이나 사내
기술대학은 전문대학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며, 현장근로자의 교육수요는 충족시키되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력공급 감소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그리고 산업현장의 기능․기술측면의 혁신이 축적될 수 있도록
論文學士, 論文碩士 등 論文學位制度를 개방대학이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학위취득 예정자, 즉 논문학위수여 대상자에 한해 방송통신대학의 경우처럼 2∼3개월의
團體授業方式으로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6] 직업 및 기술교육체계 개혁 방향

이와 같은 직업교육체계의 重疊化․多樣化를 통해 각급 직업교육기관간의 경쟁관계를 구축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의 繼續敎育機會를 대폭 확대하여 産學이 연계된 職業敎育體系(vocational
education track)를 형성함으로써 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上位敎育(higher education)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체계의 다양화와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공업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확충,
실습시설 및 기자재 등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확대가 요청되며, 기술대학 및 기술전문대학의
설립에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李周浩(1993)는 '직업․기술 교육의 현장성' 부족이 현재 청년층의 학교→직장으로의 이행의
걸림돌의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장성 있는 직업․기술 교육을 위해서는 산․학 협동의
교육제도가 요구되는데 가장 적극적인 산․학 협동체계가 바로 기업(혹은 기업단체)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일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기술교육 중심으로 상업계 고교교육의 개선이 요구된다. 情報技術(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현재 商業高에서 교육되고 있는 교육 내용의 현장유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상업고의 人文化現象이 초래되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상고 출신을 인문고 혹은 인문계
고등교육 출신보다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능의 우월성보다는 '職業精神'의 투철성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우리 산업계에서 商高 교육이 技能敎育 측면보다는 교육의
選別機能(screening device)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업계 교육은 상업계 고교의 선별기능, 즉 대학진학자와 노동시장 진입자의 조기
구별기능을 강화하되 교과내용을 정보기술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상업계 고교의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상업계 고교의 入試方式을 完全自律化하고
둘째, 상업계 고교는 特性化된 敎育內容을 갖고 競爭하도록 하며
셋째, 사립 상업계 고교의 登錄金 및 定員策定을 自律化하되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는
공립화하여 상업계 혹은 공업계 공립 고교로 전환시키고

넷째, 사립 상업계 고교에 대한 국고지원을 재단전임금 규모나 就業率 등 직업교육의 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評價 中心의 支援方式으로 改善하되, 등록금 인상 및 재단전입금 확대와 더불어 점차
國庫支援을 縮小하고
다섯째,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립 상업계 고교의 경우 5년째 高等情報技術學校로 改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 등과 교육의 수월성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공립 상업계 고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비진학 청소년이 용이하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을 낮추고 장학금 수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립 상업계 고교에 대한
財政支援을 擴大하여 인문계 非進學 靑少年問題를 緩和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업계 교육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정보기술교육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개편하여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상업고등학교라는 명칭부여를 ○○정보기술고등학교, ○○전산고등학교,
○○통신고등학교 등으로 多樣化하고 학교마다 특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상고 출신자의 고등교육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平生職業敎育의 向上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셋째, 정보기술 교육의 現場性 强化를 위해 공고의 경우처럼 現場實習制를 도입할 것을 檢討해야
할 것이다.
나.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기능․기술인력의 개발체제 구축

'新人力' 정책은 인적자원의 양성, 능력개발 및 관리에 관한 국가와 시장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인력정책이며 인력의 양성과 개발에 있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인력정책이다.
즉 과학자, 고급기술자 등 전문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는 경쟁원리에 입각한 市場機構에
일임하고, 기업은 현장기술자와 다기능인력의 양성과 능력개발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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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즉 社內訓練 중심으로 현재의 職業訓鍊制度를 改革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비진학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현재 노동시장 脆弱階層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 즉 공공훈련은 현재의 대기업에 주로 공급되는 기능공의
養成機能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轉職訓練과 주변부 근로자의 能力開發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기능대학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향상훈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다.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의 구축
기업이 평생배움의 터가 되도록 향후 도입될 雇傭保險에서 근로자의 능력발전 단계에 따라
訓鍊裝勵金을 支給하는 등의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사내훈련과 기능대학 및 기술대학을
連繫(예를 들면 일관된 학점제도의 도입)하여 기업의 학습능력(learning capacity)을 제고한다. 이와
더불어 학력․연공 중심의 인력관리에서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내자격제도를 공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日本勞動省(1991)에서도 기술혁신,
서비스경제화에 따라 과거 국가 중심의 기능․기술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의
技能審査認定制度 및 社內檢定認定制度를 導入하여 資格制度의 柔軟性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업은 사내자격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을 구축하여 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學習企業(learning company)이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柔軟勞動市場의 構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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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연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정비

日本(谷口陸志, 1986)의 경우 80년대 중반 기술혁신, 경제의 국제화 및 서비스화, 노동력의 고령화
및 고학력화,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등의 제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래
직업훈련법을 職業能力開發法으로 改正(1985년)하여 자주적인 직업능력개발 체계로 방향전환을

하는 한편 인재파견법 및 시간제 취업관련법(1993)의 제정 등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고, 독일(Sengenberger, 1992)의 경우에도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부응하여 노동시장에 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雇傭促進法(Employment Promot-ion Act)을 개정(1985)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雇傭政策基本法(1993년), 雇傭保險法(1993년)이 제정되어 유연노동시장 구축의
기본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政策手段(policyinstrum-ents)의 開發과구체적
施行(implementation)에 못 미치고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柔軟勞動市場이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주축으로 한 機能的 柔軟性(즉 내적 유연성)과
내부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대한 數量的 柔軟性(즉 외적 유연성)이 제고되는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는 우선 인력양성 중심의 職業訓鍊基本法을 인력개발
중심의 職業能力開發法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제 도입에 따라 사내훈련의무제도를
고용보험제라는 인력정책의 틀만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량적 유연성은 고용안정과 상층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제도의 정비에 이
두 문제가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Koshiro, 1992). 예를 들면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시간제 취업이나
임시직 등에 관한 법류의 제․개정, 가내근로자 보호법 재정 등은 근로자의 보호, 고용안정과
노동유연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2원화되어 있는 노동법체계는 고용관련법의
제정으로 [그림 3-6]에서와 같이 3원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고용조정위원회」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상품시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각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정책위원회를 「고용조정위원회」로 활용하거나 기존 노동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勞使關係調整과 雇傭關係調整의 양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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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정보 시스템의 구축

고용정보는 통신」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노동시장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핵심요소이다. 1995년 도입 예정인 고용보험제가 고용정보시스템의 주축이 되도록 우선
管理運營機構를 확정해야 하고 電算網 擴充을 위한 投資를 增大해야 한다. 특히 학교로부터
작업세계로의 전환(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이 전단계부터 진로상담 및 직업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학교와 고용정보시스템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3-7] 노동법 체제의 정비

3. '新人力' 尊重時代를 열기 위한 政策課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적․협조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의 효과적인
정책은 高生産性-高賃金構造를 기반을 한 雇傭安定의 確保이다. 고생산성의 확보는
기능․기술인력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며 고임금은 개발된 기능․기술인력, 즉 '新人力'을 우리
사회의 중산층으로 만드는 물질적 기초이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의 능력개발로 나타나는
생산성효과가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및 근로저건의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제반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企業年金制度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연계하여 도입하고, 노사협의회나
성과배분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 의사결정, 분배 및 책임영역에의 근로자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制度的 裝置 등을 擴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조세, 금융, 주택 등의 諸정책수단을 강구하여 '新人力'의 富의 蓄積을 촉진하여
'新人力'을 中産層化해야 한다. '新人力' 존중정책은 결국 피이드백 효과로 나타나 '新人力'의
양성․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표 3-14〉가 보여주는 UN 보고서의 의하면
현재 우리 경제의 1인당 GNP순위는 39위이지만 人間開發指數(Human Development Index)는
34위를 차지해 서구유럽 국가에 비해 개발된 인적자원에 기초한 성장전략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쟁국인 홍콩․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GNP 순위보다 HDI 지수가 낮아 안전자원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의 고학력화는 수급불균형이라는
문제(Weakness)를 초래하고 있지만 미래의 산업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고학력화 그
자체는 오히려 미래의 기회(Opportunity)로 작용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희망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수출에 의해서만 國富가 蓄積될 수 있는 우리 경제가 급속한 기술변화,
국제화․개방화라는 대외환경 변화와 고임금경제화, 노동력 부족시대 진입이라고 하는 국내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주도의 국가경쟁력 향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경제에 있어 기술혁신이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일 뿐 아니라 국경 없는
경제전쟁시대의 生存戰略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U&D 투자로 기술자립을 이룩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제품의 창출, 첨단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기술혁신 주도의 국가경쟁력 우위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으로 볼 때 기술혁신은 생산공정의 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은 생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생산공정의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설계와 직접생산을 연결하는 고리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고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간기술자의 기능․기술과 관련
〈표 3-15〉 각국의 HDI 지수와 GNP 순위

분야의 지식(overlappling knowledge) 수준이 생산공정의 혁신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은 이러한 '新人力'의 양성․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Reich(1992)는 國際化․開放化時代에 기업과 자본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적과 자본의 양은 더 이상 國家競爭力의 尺度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또한
노동은 문화특수적(culture-specific) 생산요소이므로 다른 문화권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노동자나기술자의 量과
그들의 지식력과 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朴世逸(1993)은 미국 경제는 최근
이보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생산요소는 한 나라의
문화․정치․사회․경제조직이라고 하며 조직의 효율성(efficiency of organization)을 제고하기
위한 제분야의 制度改革(예를 들면 美國 Gore 부통령의 정부행정개혁 보고서인 The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but costs less)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新人力' 정책의 배경가 주요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 초점은 현재 인력정책의 기본
목표를 熟練單能工에서 熟練多能功과 中間技術者(혹은 다기능 기술자)로 轉換하고, 이를 위해
敎育制度, 訓練制度의 改革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수요 및 공급측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영화 《서편제》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서편제》가 갖고 있는 감동의 요체는
소위 〈민족의 限〉을 승화시킨 예술성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족의 限〉이란 일제시대
植民史觀의 잔재일 뿐 실제로 우리 민족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편제》의 진정한 감동은
소리꾼으로서의 송화의 의붓아버지의 '丈人精神'과 그를 계승해 혹독한 훈련과 자기계발을 통해
소리의 丈人으로 다시 태어나는 송화라는 人間에 있다. 우리 민족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개인이 각 분야의 丈人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경제의 희망이며, 《서편제》를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듯이 세계는 우리 民族에게 感動의 讚辭를 보내게 될
것이다.
〈부표 3-1〉 고등학교 전공별로 살펴본 교육의 인문화추세

〈부표 3-2〉 전문대학 학생수 증가추이

〈부표 3-3〉 대학(교) 학생수 추이

〈부표 3-4〉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부표 3-5〉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부표 3-6〉 농림어업의 연령계층별 취업자수

〈부표 3-7〉 농가의 학력별 취업자수

〈부표 3-8〉 생산직 근로자의 기능정도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부표 3-9〉 사내직훈 의무업체와 시행업체 추이 : 1977∼93

〈부표 3-10〉 전체 양성훈련에 대한 사내훈련의 기여도

〈부표 3-11〉 기능사 훈련실적

〈부표 3-12〉 기능사 훈련실적의연도별 증가분

〈부표 3-13〉 생산대수당 車名의 수(1982 = 100)

〈부표 3-14〉 최근 고용동향

〈부표 3-15〉 선진국 및 한국의 제조업부문 고용탄력성 : 1974∼83

주석1) 선진국의 인력개발정책에 대해서는 Womack, Jonesand Roos, 1990 ; Carnevale, 1991 ; Boyett
and Corn, 1991 ; Reich, 1992 ; Appelbaum and Batt, 1993 참조.
주석2) 현행 직업훈련제도관련 통계는 〈부표 3-9〉∼〈부표 3-12〉 참조할 것.
주석3)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주석4) 고용보험도입과 관련한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1993) 참조.

의 인력관리에서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내자격제도를
공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日本勞動省(1991)에서도 기술혁신, 서비스경제화에 따라 과거
국가 중심의 기능․기술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의 技能審査認定制度 및 社內檢定認定制度를
導入하여 資格制度의 柔軟性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업은 사내자격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을 구축하여 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學習企業(learning company)이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柔軟勞動市場의 構築
가. 유연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정비1)

日本(谷口陸志, 1986)의 경우 80년대 중반 기술혁신, 경제의 국제화 및 서비스화, 노동력의 고령화
및 고학력화,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등의 제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래
직업훈련법을 職業能力開發法으로 改正(1985년)하여 자주적인 직업능력개발 체계로 방향전환을
하는 한편 인재파견법 및 시간제 취업관련법(1993)의 제정 등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고, 독일(Sengenberger, 1992)의 경우에도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부응하여 노동시장에 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雇傭促進法(Employment Promot-ion Act)을 개정(1985)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雇傭政策基本法(1993년), 雇傭保險法(1993년)이 제정되어 유연노동시장 구축의
기본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政策手段(policyinstrum-ents)의 開發과구체적
施行(implementation)에 못 미치고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柔軟勞動市場이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주축으로 한 機能的 柔軟性(즉 내적 유연성)과
내부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대한 數量的 柔軟性(즉 외적 유연성)이 제고되는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는 우선 인력양성 중심의 職業訓鍊基本法을 인력개발
중심의 職業能力開發法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제 도입에 따라 사내훈련의무제도를
고용보험제라는 인력정책의 틀만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량적 유연성은 고용안정과 상층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제도의 정비에 이
두 문제가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Koshiro, 1992). 예를 들면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시간제 취업이나
임시직 등에 관한 법류의 제․개정, 가내근로자 보호법 재정 등은 근로자의 보호, 고용안정과
노동유연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2원화되어 있는 노동법체계는 고용관련법의
제정으로 [그림 3-6]에서와 같이 3원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고용조정위원회」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상품시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각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정책위원회를 「고용조정위원회」로 활용하거나 기존 노동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勞使關係調整과 雇傭關係調整의 양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나. 고용정보 시스템의 구축

고용정보는 통신」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노동시장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핵심요소이다. 1995년 도입 예정인 고용보험제가 고용정보시스템의 주축이 되도록 우선
管理運營機構를 확정해야 하고 電算網 擴充을 위한 投資를 增大해야 한다. 특히 학교로부터
작업세계로의 전환(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이 전단계부터 진로상담 및 직업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학교와 고용정보시스템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3-7] 노동법 체제의 정비

3. '新人力' 尊重時代를 열기 위한 政策課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적․협조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의 효과적인
정책은 高生産性-高賃金構造를 기반을 한 雇傭安定의 確保이다. 고생산성의 확보는
기능․기술인력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며 고임금은 개발된 기능․기술인력, 즉 '新人力'을 우리
사회의 중산층으로 만드는 물질적 기초이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의 능력개발로 나타나는
생산성효과가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및 근로저건의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제반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企業年金制度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연계하여 도입하고, 노사협의회나
성과배분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 의사결정, 분배 및 책임영역에의 근로자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制度的 裝置 등을 擴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조세, 금융, 주택 등의 諸정책수단을 강구하여 '新人力'의 富의 蓄積을 촉진하여
'新人力'을 中産層化해야 한다. '新人力' 존중정책은 결국 피이드백 효과로 나타나 '新人力'의
양성․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표 3-14〉가 보여주는 UN 보고서의 의하면
현재 우리 경제의 1인당 GNP순위는 39위이지만 人間開發指數(Human Development Index)는
34위를 차지해 서구유럽 국가에 비해 개발된 인적자원에 기초한 성장전략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쟁국인 홍콩․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GNP 순위보다 HDI 지수가 낮아 안전자원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의 고학력화는 수급불균형이라는
문제(Weakness)를 초래하고 있지만 미래의 산업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고학력화 그
자체는 오히려 미래의 기회(Opportunity)로 작용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희망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수출에 의해서만 國富가 蓄積될 수 있는 우리 경제가 급속한 기술변화,
국제화․개방화라는 대외환경 변화와 고임금경제화, 노동력 부족시대 진입이라고 하는 국내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주도의 국가경쟁력 향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경제에 있어 기술혁신이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일 뿐 아니라 국경 없는
경제전쟁시대의 生存戰略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U&D 투자로 기술자립을 이룩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제품의 창출, 첨단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기술혁신 주도의 국가경쟁력 우위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으로 볼 때 기술혁신은 생산공정의 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은 생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생산공정의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설계와 직접생산을 연결하는 고리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고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간기술자의 기능․기술과 관련
〈표 3-15〉 각국의 HDI 지수와 GNP 순위

분야의 지식(overlappling knowledge) 수준이 생산공정의 혁신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은 이러한 '新人力'의 양성․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Reich(1992)는 國際化․開放化時代에 기업과 자본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적과 자본의 양은 더 이상 國家競爭力의 尺度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또한
노동은 문화특수적(culture-specific) 생산요소이므로 다른 문화권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노동자나기술자의 量과
그들의 지식력과 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朴世逸(1993)은 미국 경제는 최근
이보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생산요소는 한 나라의
문화․정치․사회․경제조직이라고 하며 조직의 효율성(efficiency of organization)을 제고하기
위한 제분야의 制度改革(예를 들면 美國 Gore 부통령의 정부행정개혁 보고서인 The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but costs less)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新人力' 정책의 배경가 주요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 초점은 현재 인력정책의 기본
목표를 熟練單能工에서 熟練多能功과 中間技術者(혹은 다기능 기술자)로 轉換하고, 이를 위해
敎育制度, 訓練制度의 改革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수요 및 공급측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영화 《서편제》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서편제》가 갖고 있는 감동의 요체는
소위 〈민족의 限〉을 승화시킨 예술성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족의 限〉이란 일제시대
植民史觀의 잔재일 뿐 실제로 우리 민족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편제》의 진정한 감동은
소리꾼으로서의 송화의 의붓아버지의 '丈人精神'과 그를 계승해 혹독한 훈련과 자기계발을 통해
소리의 丈人으로 다시 태어나는 송화라는 人間에 있다. 우리 민족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개인이 각 분야의 丈人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경제의 희망이며, 《서편제》를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듯이 세계는 우리 民族에게 感動의 讚辭를 보내게 될
것이다.
〈부표 3-1〉 고등학교 전공별로 살펴본 교육의 인문화추세

〈부표 3-2〉 전문대학 학생수 증가추이

〈부표 3-3〉 대학(교) 학생수 추이

〈부표 3-4〉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부표 3-5〉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부표 3-6〉 농림어업의 연령계층별 취업자수

〈부표 3-7〉 농가의 학력별 취업자수

〈부표 3-8〉 생산직 근로자의 기능정도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부표 3-9〉 사내직훈 의무업체와 시행업체 추이 : 1977∼93

〈부표 3-10〉 전체 양성훈련에 대한 사내훈련의 기여도

〈부표 3-11〉 기능사 훈련실적

〈부표 3-12〉 기능사 훈련실적의연도별 증가분

〈부표 3-13〉 생산대수당 車名의 수(1982 = 100)

〈부표 3-14〉 최근 고용동향

〈부표 3-15〉 선진국 및 한국의 제조업부문 고용탄력성 : 1974∼83

주석1)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주석2) 고용보험도입과 관련한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1993) 참조.

第 4章
新人力政策의 法制度化 1)
第 1節 머리말 : 우리나라 勞動法의 三元構造
1993년 12월 우리나라는 여러 고용관련법의 母法인 「雇傭政策基本法」과 이 법의 法精神인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의 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雇傭保險制度의 도입을 명시한
「雇傭保險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두 法律의 제정으로 과거 고용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겨 「職業安定法」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고용관련법의 制․改正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2元體系에서 고용관련법 체계가 추가되어 3元體系를
구축하게 되었다.2)
현재 우리나라의 雇傭關聯法 체계를 간단하게 도표화하면 [그림 4-1]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雇傭政策基本法은 憲法 제32조 및 제34조의 법정신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근로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우리나라의 雇傭關聯法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능력개발에 관한 법, 고용안정 및 고용질서에 관한 법,
그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소위 한계근로자)에 대한 특별대책법 등이다.
雇傭政策基本法과 雇傭保險法은 이러한 고용관련법의 세 측면을 모두 종합한 법으로 볼 수 있다.
즉 雇傭政策基本法은 능력개발, 고용안정, 고용조정 및 특별보호 등 고용관련사항에 있어 국가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雇傭保險法은 이를 구현할 구체적 수단을 담고 있는 법으로
일단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그림 4-1]에 정리되어 있는 제법률을 일단 雇傭關聯法(혹은
勞動市場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한편 勤勞基準法에도 고용관련 조항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조항은 제27조(해고의 제한),
제27조의 2(해고의 예고), 제27조의 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규제), 제29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제31조의 2(취업방해의 금지), 제50조(최저연령), 제51조(사용금지) 등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노동법 체계는 최소한 고용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중첩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男女雇傭平等法」이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육아휴직 등
勤勞基準에 관한 사항과 모집․채용 등 雇傭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데서도 살펴볼
수 있다.
最低賃金法을 고용관련법의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근로기준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의
하나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필자는 최저임금제도를 국가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雇傭의 基準'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雇傭關聯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1993년에 제정이 추진되었다가 勞․使․政 경제 각 주체의 社會的 合意에 도달하지 못해
제정되지 못한 또 하나의 고용관련법이 「勤勞者派遣事業法」이다. 이 법은 勞動市場에서의
雇傭秩序에 관한 법으로서 職業安定法의 特別法的 위치에 있는 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작년에 재정․개정 혹은 제정 시도된 고용관련법 4개의 의미를 經濟學的 側面에서
살펴보면서 앞장에서 살펴본 신인력정책이 어떻게 법․제도화로 구현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여기서 중요한 논의점은 勞動柔軟性과 雇傭安定을 둘러싼 제반 經濟學的 問題(issues)가 1993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法制度化되었는가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제2절에서는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의 개념과 그 논의의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선진국의
경험연구를 통해 고용안정과 노동유연성 추구가 전세계적으로 어느 한

[그림 4-1] 우리나라의 고용관련법 체계

방향으로, 즉 機能的 柔軟性과 數量的 柔軟性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는 측면을
假說의 형태로 제시한다. 제4절에서는 이러한 收斂假說에 입각해 1993년에 제․개정된
고용관련법의 의미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향후 고용관련법이
더욱 발전해야 할 측면, 즉 新人力政策의 法制度化를 둘러싼 政策問題를 논의하게 된다.
주석 1) 제4장은 필자가 한국노사관계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인 「雇傭關聯法의 經濟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석 2) 金亨培(1993) 교수는 현재 한국의 노동법이 3層構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法學的 立體構造보다는 법의 적용대상측면에서 노동법을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및 고용관계법 등 3元化된 平面構造로 파악하고 있다.

第 2節 勞動柔軟性과 雇傭安定 論議
1. 勞動柔軟性의 登場背景과 內容
가. 勞動柔軟性의 登場背景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는 일본, 서독, 스웨덴 등의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더불어 낮은 失業率의 유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低成長, 高物價, 高失業率에 고통을 받은 데 비해 일본과 서독 경제는
오일쇼크의 위기를 넘기면서 오해려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요인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1) 특히 여러 학자들의 경험연구에 의해 일본과 서독의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彈力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방식과 작업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근로자의 機能的 柔軟性과 높은 熟練技能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勞動의 柔軟性(labor
flexibility)이 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2)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관심 고조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시장경제의 변화요인을 들
수 있다. 우선 高品需要의 빠른 변화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技術進步의 덕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市場의 國際化의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환율의 변동도 경쟁력 여건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끊임없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며 다양한
소비수요에 부응한 多品種 少量生産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조건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市場의 不確實性의 증대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의 적응속도가 더 빨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거 단순반복작업만을 장기간 계속해왔던 근로자들에게 한층 더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새로운 직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複合職務遂行能力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國際競爭力을 높이려는 노력은 예를 들면 재고수준을 최하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經營革新(just-in-time)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생산이 수요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각 생산단계의 연결이 유연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장 조직개편과 더불어 이를 수행할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技術進步의 결과로 機械費用이 비싸진 반면 기계의 서비스時間은 짧아지고 있다.
경영자는 이에 대응해 보다 효율적으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따라서 보다
柔軟한 勤勞時間과 柔軟한 作業交代方式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노동유연성 추구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勞動供給의 側面에서도 노동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 노동력의 전반적인
女性化․高齡化․高學歷化의 추세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 근로자는 유연한
근로시간(flex-time)을 보다 선호할 수도 있으며 고령근로자는 장기간 휴가를 위해 근무날짜의
유연한 조정을 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근로자는 雇傭安定을 선호하게 되므로 노동의
數量的 柔軟性과는 相衝關係에 종종 놓이게 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勞動柔軟性의 內容
노동유연성의 형태는 ① 外部勞動市場에서의 數量的 柔軟性(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②
작업의 外部化(externalization), ③ 企業內 數量的 柔軟性(internal numerical flexibility), ④ 機能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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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軟性(functional flexibility), ⑤ 賃金 柔軟性(wage flexibility) 등으로 나누어살펴볼 수 있다.
첫째, 外部勞動市場에서의 數量的 柔軟性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과거 완전고용과 지속적
성장시대의 고용관행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제호황기에 유럽의
선진국들은 완전고용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잦은 노동이동과 노동력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경영자는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雇傭安定을 보장하고 長期勤續을 유도하기 위해 年功給
賃金體系를 도입학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 경제상황이 바뀌면서 이러한 고용형태와
임금체계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경영의 유연성에 큰 제약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기업들은 雇傭形態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보다 유연한
整理解雇節次, ② 契約勤勞(fixedterm contract), 예를 들면 단기계약근로나 임시근로, ③ 다양한
時間制勤勞(part-time work)의 확산, 예를 들면 日雇, 職務分割(work sharing)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작업의 외부화의 형태는 下請(putting work out), 工場內 下請(onsitesubcontracting),
인력파견회사로부터의 派遣勤勞者 사용 및 자영업자의 사용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작업의
외부화의 근본내용은 노동법상의 雇傭契約(employment contracts)을 상법상의 商業的
契約(commercial contractss)로 대체하는 데 있다. 이는 경영자가 노동법을 근로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법으로 보고 있는 반면, 상법은 쌍방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황시 하청업이나 인력파견회사와 商業的 契約을 체결할 경우 노조와의
협의나 합의 없이도 遊休勞動力을 쉽게 整理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과거부터
존재하였으나 최근 그 추세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경제환경의 不確實性 增大에 있다. 즉
기업은 生産의 危險要因을 기업 외부로 전가하거나 최소한 위험을 共同負擔(pooling risks)하려는
노력이 작업의 외부화추세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內部勞動市場에서의 數量的 柔軟性이란 기업의 근로자수에 변경없이 근로시잔을
조절(flexible working hours)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노동법에 의해 기준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근로시간 변경은 크게 제약받게 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근로시간 조절의 방법과 정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노동시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영자가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 스웨덴에서는 근로시간이 거의 변경될 여지가 없다.
柔軟勞動時間의 형태 역시 다양한데, 첫째, 일정기간(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만
정하고 매일매일의 근로시간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變形勤勞時間制, 둘째, 휴가나 공휴일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變形勤務日制度, 셋째, 다양한 형태의 交代勤務制(예를 들면 3조 2교대, 4조
3교대, 혹은 주말교대제) 등이 선진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연노동시간의 도입목적은 경영자가 궁극적으로는 전체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잔업수당과 같은 追加賃金費用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장기계의 값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를 통해 機械運用의 效率性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은
장치산업에서 먼저 새로운 근무형태(포철의 4조 3교대 등)나 임금체계가 도입되고 있는 현상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실로 보인다.
柔軟勞動時間은 실제로 상용근로자의 경우 노조의 반대로 실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임시직이나 시간제근로와 같은 非正規勞動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현상은 유연노동시간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시간제근로는
근로시간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넷째, 機能的 柔軟性의 핵심은 多技能工化에 있다. 근로자가 여러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때나
생산과정이 바뀔 때 적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능적 유연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배경은
생산방식이 小品種 大量生産에서 多品種 少量生産으로 전환되면서 테일러식 작업조직의 약점, 즉
환경변화에 대한 비탄력성이 노출되었음은 물론, 高技能․高附加價値産業이 발달하면서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自發性과 多樣性(initiative and variety)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생산의 변동이 심할 경우 작업장내 배치전환이나 작업장간 노동이동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多技能化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능적 유연성은 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훈련에 의해 높아질 수 있다. 훈련은 사회교육훈련(off-the-job training)과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一般的 技能訓練(general training)보다는 企業特殊的
技能訓練(firm-specific training)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경험과 인식이 확산되면서 작업장내에서의

熟練形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섯째, 賃金管理의 柔軟性(wage flexibility)제고는 과거 年功給 및 職務給이나 團體協約에 의해
결정되던 임금구조를 개인 혹은 집단의 能力과 成果에 연계하여 결정되는 임금체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그 형태는 역시 다양한데 個別成果給이나 集團成果給 혹은 職能給과 같이
기본급(basic wage)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방향에서부터 보너스차등지급이나
成果配分(profit sharing)과 같이 기본급체계를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기부여의
수단으로서 임금관리의 유연성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노동의 유연성이란 차원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으며 실제로 있어 노동조합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유연성의 추구, 특히 기업외적 수량적 유연성 측면의 추구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 경향에 대해서 다음의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는 노동시장의 分功現象(segmentation)에 따른 근로자의 二重階層化(twoãtier society)이고,
둘째는 勤續의 短期化로 인한 技術蓄積의 低下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 즉 사회적 형평성문제와
숙련형성 저해문제는 외부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노력 혹은
정부의 인력정책방향에 일정한 社會的․經濟的 限界를 긋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4)
다음에는 이 점에 주의하면서 고용안정의 의의와 추구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雇傭安定의 意義와 追求戰略
가. 雇傭安定의 意義
고용안정의 의미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職場安定(job security), ②
雇傭安定(employment security), ③ 勞動市場安定(labor market security) ④ 所得安定(income
security)이 그것이다.5)
우선 職場安定이란 근로자가 現在 勤務하는 職場에서의 雇傭保障을 의미하는데 보통 '좁은
의미의 고용안정'의 의미에 해당된다. 근로자의 직장안정에는 무엇보다도 雇傭關聯法과 기업의
雇傭實行이 중요하다. 日本과 같이 終身雇傭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독일처럼 法에 강한
해고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나 우리나라의 공무원처럼 정년까지의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장안정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雇傭安定이란 근로자가 어느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취업이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근로자의 能力開發인데 獨逸과 같이 교육․훈련제도가 산업과
밀접히 연계(dual system)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직업알선, 소개, 상담 등 雇傭安定서비스(employment service)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勞動市場安定은 근로자가 일시 실직하더라도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동, 즉
노동시장에서의 退場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失業保險이나 雇傭안정서비스와 같은 노동시장의 社會間接資本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여성의 가사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社會的 制度(즉 보육시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로 勞動市場安定性은 앞의 雇傭安定性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고는
이 두 개념을 합쳐 '넓은 의미'의 雇傭安定이라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所得安定이란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적 요인이든
산업구조조정 요인이든 기업에서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발생 할 경우 실제로 제일 먼저 조정되는
측면은 작업교대방식의 변경과 근로시간이다. 즉 雇傭調整에 앞서 生産量調整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잔업이나 특근 등을 축소한 결과로서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소득의 변화가 고용안정의 한 유형이 되는 것은 이로 인해 자발적․비자발적 노동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意中賃金(reservation wage)보다 수입이 감소한
여성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혹은 어떤 근로자는 종전의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나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所得安定의 전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6)
나. 雇傭安定 追求戰略

고용안정을 보는 조사의 시각을 극히 단순화시켜 보면 우선 경영측의 시각은 고용조정의
방해물로 즉 企業의 競爭力을 弱化시킨다는 것이고, 노동측의 시각은 고용안정이 기업의
效率性의 基礎條件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의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고용안정의 수준과 내용은 産業構造, 勞動市場構造, 勞使의 力學關係 및 勞使關係構造
등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각 나라의 고용안정 관련사항은 法(혹은 判例)으로 정해져
있거나 혹은 團體協約으로 정해져 있으며,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전략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Sengenberger(1992, pp.151∼62)는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안정 추구전략을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勞動의 代替를 制限(restricting the substitutability of labor)하는 전략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협의의 고용안정, 즉 직장안정을 추구하는 전략으로서 각국의 법제도 및 노동관행으로 볼 때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航運勞組와 같이
職務領域을 정해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의 獨占權을 부여하는 형태(job
demarcation and jurisdiction)로서 他勤勞者와의 代替를 禁止하는 유형, ② 美國의
整理解雇(layoff)나 再雇傭(recall)과 같은 고용조정시 先任權(seniority rule)을 인정하는 유형, ③
整理解雇의 費用(cost of dismissal)을 높여 해고를 규제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의
해고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에의 事前告知義務, 不公正한 해고의 금지,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과의 事前協議 義務, 國家機關에의 報告 및 承認, 정리인원에 대한
轉職訓練提供義務, 解雇補償金(severance payments)의지급, 그리고 노동위원회나 노동법원에
請願할 權利 등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규정들과 더불어 失業保險의 經驗料率(experience
rating)제도는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비용을 높여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경제적 장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勞動市場의 效率性을 제고해 근로자의 移動性(mobility)을 높여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넓은 의미의 雇傭安定을 추구하는 전략으로서 전통적인 인력정책
혹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즉 직장․직업에 대한 情報提供이나 相談과
같은 雇傭安定서비스(employment service), 교육․훈련(training)과 같은 能力開發事業, 근로자의
地域間 移動의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전형적인 노동시장정책 이외에도
근로조건이나 자격제도를 標準化함으로써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노동시장 차원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유형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連帶賃金制度(solidaristic wage policy)는 임금,
부가급부, 근로조건 등의 雇傭條件을 標準化하여 근로자의 지역별․산업별 및 직종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표준화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된 職業敎育과
訓練은 독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수평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노동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며 이때 고령자, 청소년, 여성
등 限界勤勞者의 고용안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의 직장안정보다는 광의의
고용안정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周邊勤勞者의 고용안정에 대한 政府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고용안정추구전략의 세 번째 유형은 노사의 自律的 合意를 통해 고용안정수준을 결정하는
유형이다. 企業單位 産業單位 혹은 國民經濟單位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여
고용안정을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과 교섭(exchange rule)하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日本의 경우처럼 기업차원에서 노사 자율로 교섭하는 예, 獨逸의 共同決定法(Factory Constitution
Act)처럼 노사 공동결정을 법으로 정한 예, 그리고 스웨덴 등의 경우처럼 국민경제수준의
勞․使․政 合意(corporatism)로 고용안정을 임금․근로조건의 수준과 교환하는 예 등이
7)
포함된다. 우리 경우에도 1993년 노․사의 「4․1」합의는 고용안정(혹은 물가안정)과
임금안정을 교환(exchange)한 대표적인 예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중앙차원의 노사합의에 있어
능력개발이나 고용안정 등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朴世逸, 1994).
이상의 雇傭安定追求戰略을 정리한 것이 〈표 4-1〉에 나타나 있다.

〈표 4-1〉 고용안정추구전략의 개념도

3. 雇傭安定과 勞動柔軟性의 關係
기업이 노동유연성을 주로 外部勞動市場에서의 數量的 柔軟性과 작업의 外部化를 통해 추구하게
되면 이는 곧 근로자의 職場安定(job security)과 충돌하게 되는 측면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장내 하청(소사장제)이나 근로자파견과 같이 정규고용과 동일노동을 하면서 근로계약의
형태만 도급성격의 상업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雇傭安定과 勞動柔軟性과의 相衝關係는 더욱
커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근로, 시간제취업, 파견근로 등은 고용기회를 넓혀 근로자의
광의의 雇傭安定(employment security)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勤勞時間의 調整이나 交代制 變更은 所得安定(income security)을 다소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기변동이나 기술변화 등으로 기업이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하려고 할때 근로자의
직장안정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동유연성 추구의 방향은 고용안정의 여러 측면과 때로는 相衝되기도 하며 때로는
고용안정을 提高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측면의 노동유연성을 추구할
것인가, 즉 노동시장구조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어떠한 의미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 전체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서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게 되는 경우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시간제 고용, 작업교대방식
변경, 직무분할 등 企業內部勞動市場의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즉 여성의 노동시장안정을 정책목표로 선정한 경우 시간제 취업,
파견근로 등 기업내부 및 외부노동시장에서의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임금안정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정책목표를 근로자간 차별의 완화, 예를
들면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으로 정할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를 통해 機能的
柔軟性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책목표로 어떠한 수준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느냐는 첫째, 한 경제사회의 價値規範(예를 들면
헌법이나 고용관련법), 둘째 勞動市場 및 勞使關係의 構造(예를 들면 임금구조나 고용관행) 셋째,
經濟社會的 與件(예를 들면 실업률 수준)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政策의 效果(effectiveness)도 역시
이들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일단 고용안정의 추구방향이 결정되면 그 목표를 위해 추구해야 하는 노동유연성의 추구방향은
결정되며, 노동유연성의 추구방식은 다시 고용안정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보아 과거 美國과 英國에서처럼 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정책목표이고 임금이나 직장안정은 근로자
개인의 몫이라는 個人主義的 規範이 강한 사회에서는 기업이 주로 數量的 柔軟性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日本과 西獨처럼 共同體的 價値規範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기업이 주로
機能的 柔軟性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 그러나 다음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최근 선진각국의 노동유연성 추구는 대체로 한편으로는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즉 넓은 의미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收斂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4. 우리나라에서의 勞動柔軟性과 雇傭安定 論議
이러한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은 1987년
勞動運動의 高揚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구조가 크게 바뀌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내 경제의 國際化․開放化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國際競爭力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企業의 雇用管理 및 勞動市場構造에 대한 再構築(restructuring) 논의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 중 앞장에 살펴본 신인력정책과제 중에서 기능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orter(1990) 교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과거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에 기초한
要素費用優位(factor-driven advantage)에서 최근 投資主導의 國家競爭力優位(investment-driven
advantage)로의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技術革新주도의 국가경쟁력(innovation-driven
advantage)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
신흥경쟁국이 요소비용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뒤쫓아 오고 있는 현상황에서 기술혁신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선택 가능한 최선의 전략이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Porter(1990,
p.686).
기술혁신은 R&D에 기초한 生産製品의 技術革新(product innovation)과 生産工程에서의
技術革新(process innov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 공정의 기술혁신은 과학․기술자의
두뇌에서 나오는 혁명적 과정(revolutionary innovation)과는 달리 생산현장의 技能․技術人力의
두뇌(knowledge), 손(skill), 태도(attitude)에 기초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이다(崔種泰, 1993). 특히 전후 日本經濟의 기술자립과정은 바로 현장기술자의 공정혁신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작업자의 기술능력과 숙련형성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현재 지식․기술
등 知的財産權 보호가 강화되는 국제경제환경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술이 機械(hardware)보다는
人間(humanware)에 내재화된다는 현대 기술의 특성, 그리고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선택해야 하는 경쟁력 제고전략은 生産工程에서의 技術革新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생산공정의 기술혁신에 기초하고 있는 일본적 생산방식(lean production, 도요다 생산방식)의
특징은 근로자의 다양한 능력에 기초한 多品種 少量生産方式이나 JIT(Just-in-Time) 생산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바로 範圍의 經濟(economy of scope)를 실현하는 것이다.
세계화․개방화시대, 기술혁신시대에 이러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은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이
기초하고 있는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생산방식이 되고 있다.
현 우리의 상황에서는 기술혁신우위→생산공정혁신중심→현장근로자의 기능․기술 향상으로
연결되는 국가경쟁력 제고전략이 유일하고 성공 가능한 선택으로 판단되며 결국 生産工程
技術革新주도의 국가경쟁력 우위전략에서는 바로 勞動의 機能的 柔軟性의 제고가 핵심과제가
되는 것이다.
개방된 글로벌시대에 기업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해야 하며 따라서 대외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즉 세계시장의 수요의 변화, 소비자,
취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柔軟生産方式(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유연생산방식의 핵심은 柔軟企業(flexible firm)이며 유연기업이란 柔軟한 生産組織과
柔軟勞動에 기초한 기업을 의미한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조정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나 기계 등의 자본재는 그 규모가 크고 각종 규제장치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조정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순환적 변동에 대한 기업의 생산요소의 유연화 전략은 勞動의
柔軟化에 초점을 두게 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독일 등의 경험은 노동유연화
전략이 기술혁신, 생산방식변화 등과 더불어 추진되어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유연노동의 추구방향이 노동의 多技能 및 高技能을 추구한 機能的 柔軟性(functional
flexibility)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에서 기능적 유연성과 더불어 수량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우리 경제는 1987년 이후 시간당 勞動費用(미국 달러화 기준)의 증가율이
연평균 12.5%에 이르고 있는 반면 생산성 향상이 이에 뒤쫓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기업은
수량적 유연성 중심의 勞動柔軟化 戰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經總, 1994). 이에 대한
논의는 앞장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주요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은 1987년 이후 괴리되고 있는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회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첫째는 生産性을 향상시켜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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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金關係(혹은 職給體系)를 변화시켜 역시 임금과 생산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수 있다.
기업이 해당근로자의 生産性 向上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敎育․訓練의
强化이다. 직무개발교육, 직무수행능력의 향상훈련, 의식개혁운동 등을 통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기하게 된다. 또한 직무간 配置轉換을 통해 단일직무수행에서 복합직무수행으로 전환할
것이고 지역간 배치전환 역시 확대될 것이다. 더불어 주어진 업무나 사무소당 인원을 감축하여
勞動强度를 증가시킬 것이고 과거 업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인원을 단순히 증가시키던
고용관리에서 벗어나 기존 근로자의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인사관리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와 더불어 採用側面에서 選別을 보다 엄격히 하고 과거보다 제한된 숫자의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 근로자가 입사한 후 平均勤續期間이 增加하면서 장기간 같이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건비가 상승하여 勞動需要가 減少했기 때문이다.
이 측면은 최근 대기업에서 채용의 선발기준을 卽時的 業務遂行能力(예를 들면 전공시험)에서
潛在的인 人間能力(예를 들면 인성․적성검사, 면접)으로 전환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과 생산성과의 균형을 찾아가는 고용관리
전략이 바로 勞動의 機能的 柔軟化戰略(functional flexibility)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이러한 기능적 유연성 추구를 통해 교육․훈련 강화를 기초로 한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기부여체계의 확립, 즉 임금체계 및 직급체계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核心勤勞者에 대해 교육․훈련의 기회 확대를 기초로 한
統合 內部勞動市場을 구축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밀려날 수 있는 수많은 周邊 勤勞者의
존재가 있다. 즉 기업은 내부노동시장에 통합할 필요성이 없는 직무(혹은 근로자), 소위 周邊
業務(peripheral jobs)나 周邊 勤勞者(peripheral workers)에 대해서는 外部化(externalize)戰略, 즉
노동의 數量的 柔軟化 戰略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外的 柔軟性의 追求 역시 앞에서 살펴본 노동의 內的 柔軟化 戰略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내적 유연화 전략을 추구할수록, 즉
내부노동시장의 통합성이 높아질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 유연화 전략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이다. 기업이 核心職務 혹은 核心勤勞者에게 승진경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外部化시켜야 한다. 이는 임금과 생산성과의 均衡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전략의 서로
다른 표현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현상인 것이다. 최근 경영측에서 재기하고 있는 整理解雇에
대한 자율성 재고(경제단체협의회, 1992)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統合 內部勞動市場의 구축 정도는 바로 勞動의 外部化 정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대한 노동조합의 최근의 대응방식은 주로 좁은 의미의
職場安定을 제고하려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韓國勞總(1994)이나 全勞協(1994)은 최근
고용안정에 대한 소속노조의 활동지침의 내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團體協約 체결시
雇傭安定保障條項(job security closure)의 확보를 노조활동의 제1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1994, pp. 79∼128)의 「1994년도 임금인상활동지침」에 따르면 기업의 다양한
고용조정전략, 즉 自動化․合理化, 配置轉換, 整理解雇, 공장의 移轉․合倂․讓渡․開業,
派遣勤勞, 小社長制, 臨時職, 時間制 勤勞 등에 대해 노동조합은 법․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雇傭調整에 대한 勞動組合의 發言權(협의나 합의)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재구축이 바로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의 相衝關係ㄹ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고
선진국의 경험여구를 살펴보면서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의 상충관계의 해결에 관한 정책시사를

도출하도록 한다.
주석 1) 예를 들면 Dore et al.(1989), Porter(1990, OECD(1986).
주석 2) OECD 및 ILO는 실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1970∼80년대 선진각국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영국에 대해서는 Standing(1986), 스웨덴에 대해서는
Standing(1988),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는 Walterskirchen(1991),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Neubourg(1990), 日本에 대해서는 Dore et al.(1988)를 참조, 그리고 서구의 노동유연성에 관한
경험의 비교연구에 대해서는 Brunhes(1989), Rojot(1989) 및 Sengenberger(1990, 1992) 참조.
주석 3) Brunhes(1989, pp.13∼16) 및 魚秀鳳(1992, pp.139∼141) 참조.
주석 4) 예를 들어 Houseman(1991)은 유럽 EC국가의 철강회사에서 경험한 고용조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각국의 직장안정(job security)에 관한 법․제도 및 노동시장 관행의 차이에 따라
기업의 고용수준, 임금체계 및 투자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다.
주석 5)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불안의 실태에 대해서는 魚秀鳳(1993a) 참조. 그리고 선진 각국의
실태에 대해서는 Koshiro(1992)의 여러 논문들 참조.
주석 6) 최근 울산지역의 콘테이너 제조부문의 대규모 제조업체에서의 고용불안문제는 대부분
소득불안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노동법과 노사관계하에서는 정리해고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기업은 잔업 및 특근시간을 조정하고 있고 이 결과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약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근로자는 이러한 소득감소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사업체내의 다른 사업부문으로 전환배치되지 못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결국에는 직장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예는 所得安定이 雇傭安定의 한 유형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魚秀鳳, 1993a).
주석 7) 선진각국의 노․사․정 합의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崔榮起(1994),
국민경제사회협의회(1994) 참조.
주석 8) 유연성 추구방향의 논의는 Dore(1989), Standing(1986) 및 Sengenberger(1992) 참조.
주석 9) 1987년 전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조정 속도 및 탄력성의 변화와 고용조정
시계열 분석결과의 국제비교에 대해서는 魚秀鳳․李奎容(1994) 참조.

第3節 勞動柔軟性과 雇傭安定 追求의 收斂假說

1. 收斂假說
선진각국의 雇傭安定과 勞動柔軟化의 法制度化의 변화과정을 기업내부의 고용조정이라는
측면과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진각국의 고용조정 메커니즘은 점차
한 방향으로 收斂(converge)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機能的 柔軟性과 數量的 柔軟性
측면, 혹은 좁은 의미의 고용안정(직장안정)과 넓은 의미의 雇傭安定 측면에서 고찰해도 동일한
결론을 얻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되 그 변화추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내부 및 국민경제차원에서 노동의 機能的 柔軟性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수렴이다.
이는 우선 기업내부의 배치전환, 교육․훈련기회의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多技能․高技能化로
나타난다. 이는 終身雇傭 혹은 전통적인 職務保障(craft principles)이나 先任權과 같은 직장안정
관행을 와해시키면서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즉 연공과 직무중심의 내부노동시장 조직원칙에서 직무수행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원칙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재구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경제차원에서 敎育改革과 訓練改革을
통해 근로자 일반의 기능적 유연성을 재고시키는 노력이 선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1)
대한 논의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둘째, 기업내부에서의 勞動의 數量的 柔軟性과 勞動市場 차원의 효율성을 통한 넓은 의미의
雇傭安定을 調和시키려는 방향으로의 수렴이다. 가령 법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강한 解雇制限
慣行을 가지고 있는 국가(日本, 獨逸 등)는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自由로운 解雇慣行을
가지고 있는 국가(美國, 英國 등)는 법․제도에 의해 해고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수량적 유연성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는 완화하고 그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는 강화하여
수량적 유연성 수준이 선진 각국에서 어느 정도 收斂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가는 勞動市場의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이나 교육․훈련을 확충하여 기업의
수량적 유연성 추구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처하는 방향, 즉 넓은 의미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수량적 유연성 추구의 희생가능성이 높은 靑少年, 女性,
障碍人, 中高齡者 등 노동시장의 소위 限界勤勞者들(marginal workers)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의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2)
이러한 收斂假說을 整理解雇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解雇自由의 原則이
Common Law로 보장되어 왔던 美國에서는 과거 先任權 原則만이 단체협약에 의해 해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8년 「雇傭調整과 再訓練告知法」(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이 재정되면서 미국에서도 기업의 집단적 해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英國의 경우 1974년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1975년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
그리고 이들을 통합한 1978년의 雇傭保護(統合)法(Employment Protection (Consolidation) Act)의
제정으로 정리해고의 法的 制限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美國과 英國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 배경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구축을 통한
機能的 柔軟性의 제고에 대한 관심이다. 즉 개방화된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의 원천은 人的資源의
기능적 유연성에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長期勤續을 통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해고에
관한 법․제도적 규제의 강화가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정리해고에 관한 특수규율을 하는 입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日本의 경우
判例에 의해 整理解雇 制限의 範圍․節次 등이 형성․발전되었는데 이는 소위 4요건론으로
정리되어 있다. 즉 ①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② 적극적인 정리해고 회피 노력 ③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④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합리적 기준이다. 그런데 李哲洙(1993,
p.34)에 의하면 최근 日本의 정리해고관련 최고재판소의 내부방침이 종래의 4요건론과 다른
요건완화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리해고의 요건중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이라는
實際的 事由보다는 정리해고의 節次的 要件(예를 들면 노동조합과의 협의 혹은 정부기관에의
신고 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일본의 법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 각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상의 선진국 경험으로부터 集團的 解雇를 둘러싼 기업내부노동시장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수준, 즉 기업내부의 수량적 유연성 규제의 법제도화가 어느 한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또한
정리해고의 규제방법에 있어서도 정리해고의 원인상의 '정당성'보다는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차원, 즉 외부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수렴이다. 이는
특히 임시적, 파견근로자, 시간제취업 등 기업의 勞動外部化 戰略, 즉 外的 柔軟性(external
flexibility)의 추구를 법․제도적으로 강력히 제한했던 국가들에서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1985년 「勤勞者派遣事業」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派遣勤勞者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法律'의 재정과 1993년 「短時間 勞動者의 고용관리
3)
개선 등에 관한 法律」의 제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獨逸의 경우에는 1985년
고용촉진법(Employment Promotion Act)의 전면 개정으로 나타난다. 獨逸 雇傭促進法의 주요
개정내용은 노동시장규제 완화로 표현되고 있는데 ① 계약직 근로의 연장(6개월→18개월), ②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의 연장(3개월→6개월), ③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시간제 취업의 활성화,
④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의 특별예외 인정, ⑤ 창업기업에 대한 사회적

4)

관점(social plans)의 고려의 완화 등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산업단위의 단체협약체결에서 점차로 기업단위의 단체협약체결로
변화하는 등 勞動市場의 規制緩和와 集中緩和(deregulation and decentralization) 현상이
선진각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Sengenberger(1992, p.178)의 표현을 빌리면 "독일
노동시장은 금세기 말경에는 일본 노동시장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 즉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은 勞動市場의 數量的 柔軟性 측면에서도 收斂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내부노동시장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日本과 獨逸에서 왜 노동시장차원의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법제화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필자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國際化․開放化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혁신(organizational innovation)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었던 좁은 의미의 職場安定의 경제학적 효율성이 내부노동시장체계에서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勞動移動이 보다
활발하게 되면서 機能的 柔軟性을 축으로 한 핵심근로자의 내부노동시장체계가 스스로 와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5) 이러한 두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이들 국가는
核心勤勞者에 대해서는 직능자격제도를 기초로 한 內部勞動市場체계를 재구축하고 동시에
周邊勤勞者에 대해서는 外部化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즉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의 제고는
기업내부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즉 내부노동시장의 조직혁신을 위한 必要條件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요구에 의해 일본․독일 등의 국가에서 노동의 數量的 柔軟性의 法制化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선진 각국 노동시장관련법과 제도의 收斂現象을 정리하면 ① 한편으로는 기업
내․외부의 고용조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즉 數量的 柔軟性을 一定水準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제도화, ②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훈련강화나 고용정보제공 등 기업 내․외부의
機能的 柔軟性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법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국의
기업 내․외부의 노동시장 형태가 수렴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收斂假說의 기본 내용이다.
이를 그림으로 단순화시킨 것이 [그림 4-2]에 나타나 있다.

[그림 4-2] 고용관련 법제도의 수렴가설

왜 선진각국의 노동시장이 점차 수렴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본고의
분석범위를 넘어서므로 다음의 네 가지 측면만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1980년대 이후
國際化․開放化의 급진전이다. 각국 기업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영하기 때문에 세계화된 기업은

기업의 노무․인사 보수관리전략을 국지적 차원(local level)에 벗어나 점차로
세계화․보편화․통일화(globalization)하게 된다. 더불어 활발해진 勞動部門의 交流는 각국의
노동시장관행의 差別化로부터 보다 標準化된 관행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1993년 UR타결 이후
국제무역환경의 다음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BR(Blue-collar Round 혹은 Labor Round)은 이러한
현상을 범세계적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또한 EU나 NAFTA 등 경제블록의
형성으로 노동이동의 자유가 권역별로 허용되면서 블록내 국가들의 노동규제에 관한 통일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선진 각국 특히 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관행이 勞動柔軟性 提高라는 한
방향으로 수렴되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측면이다.
둘째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技術變化(ME, CIM 등)로 인해 生産方式이나 作業組織이
표준화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는 국제화․개방화로 인해 자본․기술의 이동과 전파속도가
빨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구체적으로는 産業構造調整 혹은 企業組織의
再構築(restructuring)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세계 곳곳에 생산현장을 갖고 있으며
세계화된 기업의 첨단기술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동일한 기술은 동일한 생산방식과
작업조직으로 귀결되며 그에 따른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관리도 동일화될 수밖에 없다. 점차로
일반화되고 있는 多品種 少量生産方式은 근로자의 機能的 柔軟性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
취향의 빠른 변화 및 산업구조변화는 勞動의 數量的 및 機能的 柔軟性 提高를 요구하고 있다. 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시장에서 노동의 유연화전략은 기업생존과 번영의 일차적 수단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의 과거 서로 다른 법․제도는 勞動柔軟性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收斂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선진 각국의 노동력 상황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出産率의 低下로 젊은 노동력의
신규공급은 감소하고 기존노동력의 高齡化가 가속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女性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직종별․산업별 노동시장은 와해되어가고
기업단위의 內部勞動市場이 강화되면서 노동시장의 二重構造化 현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의 失業率 상승은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력 및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로 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限界勞動者의 비중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노동력 전반에 대한
기능적 유연성의 제고가 요청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 근로자에 대한 최저 수준의
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각국의 공통적인 노동력 및
노동시장 상황이 機能的․數量的 柔軟性에 관한 法․制度化의 收斂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관련 법제도의 收斂現象은 앞에서 여러번 지적하였듯이 機能的 柔軟性과 數量的
柔軟性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즉 두 측면의 유연성이 상호 유기적으로 聯關되어 있고 서로
必要條件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서 지적한 경제․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라 어느 한
측면의 유연성 제고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측면의 柔軟性 提高없이는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노․사의 역학관계상 어느 한 측면의 유연성만을 제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른 고용관행과
노사관계구조를 갖고 있는 선진각국에서 雇傭關聯 法制度의 收斂現象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2. 收斂假說이 우리나라 勞動政策에 주는 示唆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수량적 유연성 및 기능적 유연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표 4-2〉는 선진 각국과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조정의 속도를 보여준다.
計量經濟學的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일본․프랑스에 비해
산업활동변화에 따른 고용조정속도(제조업 GDP 변수의 추정계수)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 4-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조정 속도는 미국․영국 등의
경우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6) 이 결과는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數量的 柔軟性이
실제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물론 고용탄력성은 한 경제의 산업구조(예를 들면
장치산업의 비중)나 자동화 수준 등과 연관해서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높은 勞動移動率에서 어느 정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魚秀鳳, 1992). 또한 최근 經總(1994, pp.115∼9)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조정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도 "우리 기업에서 근로자수의 증감을 통한
고용조정 등 量的調整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배치전환 등의 인력 재배치나 기업조직의 변화를
통한 質的調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法制度化의 수준은 수량적 유연성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한편으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周邊 勤勞者(임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및 고용 안정이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표 4-2〉 선진각국과 한국의 제조업부문 고용탄력성 : 1974∼83

한편 우리나라의 機能的 柔軟性의 수준 역시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많은 경험연구가
보여주고 있으며 본고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7)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법․제도화는 두 측면의 노동유연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법․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관련
법․제도는 기능적 및 수량적 유연성을 보다 제고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1993년
제정된 고용관련 3법과 제정 시도한 「勤勞者派遣事業法」은 이러한 움직임의 첫걸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용관련법․제도화에 있어 주목해야 할 측면은 1993년 勤勞者派遣事業法을 둘러싼
8)
노사의 논쟁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고용관련사항의 법․제도화 방향을 놓고 勞動界에서는
노동시장의 규제강화방향으로(그림5의 A 방향), 經營界에서는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방향으로(그림 5의 B 방향)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방향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어느 한 측면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며, 또한 앞장의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에 관한 理論的 側面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용관련사항(고용조정 등)에 관한 법․제도화는 선진국의 경험과 같이 機能的 柔軟性과 數量的
柔軟性을 동시에 提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

측면의 유연성 재고없이 다른 측면의 유연성 제고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석 1) 본고의 제3장 및 Reich(1992) 참조.
주석 2) 이하의 美國․英國․日本 등의 해고제한에 관한 자세한 법적 측면은 李哲洙(1993)를
참조하고, 특히 日本의 雇傭保障의 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淸正寬(1987), 그리고 日本의
雇傭實行의 變化와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秋田成就(1993) 참조.
주석 3) 일본의 勞動者派遣法의 제정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高梨昌(1987), 파트타임 노동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3. 2/4분기 pp.71∼72 참조.
주석 4) 독일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Sengenberger(1992) 참조.
주석 5) 秋田成就(1993, pp.9∼29)는 최근 日本의 雇傭實行의 변화를 본고와 동일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
주석 6)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0.94로서 이는 생산량 변동이 있는 1년 기간내에 고용조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고용탄력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魚秀鳳․李奎容(1994) 참조.
주석 7) 朴基性(1992), 魚秀鳳(1992, 1993b), 朴德濟(1993), 崔種泰(1993) 참조.
주석 8) 근로자파견사업법 제정을 둘러싼 노․사 및 학계의 논쟁에 대해서는 『노사광장』(1993),
정인수․윤진호(1993), 박성준(1993), 남성일(1993) 참조.

第 4節 우리나라 雇傭關聯法의 經濟學的 理解
본절에서는 1993년에 제․개정 및 제정 시도된 고용관련법의 의미를 앞장의 收斂假說에 입각해
살펴본다. 우선 필자의 주장은 1993년 우리나라에서의 고용관련 3법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첫째,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시각에서 企業內部의 노동의 機能的 柔軟性을 제고하려는
방향으로 둘째, 勞動市場의 效率性을 제고하여 勞動市場次元에서의 雇傭安定과 數量的 柔軟性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방향으로 그리고 셋째, 노동시장 二重構造化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限界勤勞者에 대한 國家․社會의 支援을 最大化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1)
이론적 차원에서 고용관련법 제정의 경제학적 의의를 단순화시킨 것이 [그림 4-3]에 나타나
있다.2)
이러한 고용관련법 제정목적의 경제학적 판단은 「雇傭政策基本法」의 제1條(目的)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이 法은 國家가 雇傭에 관한 政策을 종합적으로 樹立․施行함으로써 國民 개개인이 그
能力을 최대한 開發․發揮할 수 있도록 하고, 勞動市場의 效率性의 제고와 勞動力의 需給均衡을
도모하여 雇傭의 安定,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向上 및 國民經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하였다.
「雇傭政策基本法」의 법목적을 경제학적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능력개발 등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기본으로 하여 柔軟勞動市場의 구축을 통해 수량적 유연성 제고와 더불어 넓은
의미의 雇傭安定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목적은 雇傭保險法 제1조(목적) 및 職業安定法
제1조(목적)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雇傭政策基本法은 법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2장 고용정보 등의 모집․제공, 제3장 직업능력의 개발 등, 제4장 근로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5장 사업주의 노동력확보의 지원 및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4장에서는 제16조 고령자 등(고령자․장애인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촉진의 지도, 제17조 여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18조 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을 명시하여 국가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雇傭政策基本法이
中高齡者雇傭促進法, 男女雇傭平等法 및 障碍人雇傭促進法의 上位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제34조의 제③,④,⑤항을 구체화한 下位法임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1 참조).
雇傭政策基本法의 사업내용을 뒤의 [그림 4-3]의 개념으로 보면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한 機能的
柔軟性의 提高,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촉진 및 고용조정의 지원을 통한 柔軟勞動市場의 構築,
그리고 한계근로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통한 勞動市場次元의 雇傭安定의 提高로 요약될 수 있다.
즉 199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雇傭政策基本法은 국가가 한편으로는 노동의 기능적 및 수량적
유연성을 동시에 제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한계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측면의 고용관련 법제정이 앞장에서 살펴본 고용관련 선진국의 법제도화의
收斂過程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할
방향으로 보고 있다. 韓國勞總(1994, pp.80∼81)에서도 고용안정의 확보를 위해 고용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관련법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구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雇傭政策基本法의 법정신과 이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 바로
雇傭保險法이다. 즉 雇傭安定, 能力開發, 雇傭調整 및 失業給付라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동의 機能的․數量的 柔軟性의
提高라는 국가의 積極的 勞動市場政策 방향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雇傭保險法인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大統領令으로 위임되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논의대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면 근로자 9인 이하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실업급부의 사업영역의 밖에 놓이게 된다.3) 그러나 그 외의

[그림 4-3] 고용관련법 제정의 경제학적 의의

고용안정, 능력개발 및 고용조정사업은 전사업장 및 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향후
고용보험법 적용대상도 확대되어 나갈 것이므로 雇傭保險法은 雇傭政策基本法과 동렬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법의 구체적 사업은 제3장 고용안정사업(그리고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제5장 실업급여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한 것이 [그림 4-4]에 나타나
있다. 필자는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의 경제학적 개념은 고용정책기본법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역시 1993년 12월 職業訓鍊基本法의 下位法인 技能大學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제1조에 나타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技能長을 양성하기 위한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技能長 또는 多技能技術者 등 高級技能人力을
양성하기 위한 .......
제1조의 2(정의) 이 법에서 '다기능기술자'라 함은 관련분야의 2이상의 직종에 관한 실기 기능과

당해 기능을 기술이론분야의 영역에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춘 자를 말한다.
그리고 多技能技術者 등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부 직종(금형 등)에서는 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과거 2년 이하의 훈련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대통령으로
위임하였고(제3조(수업년한 등)), 또한 교원의 자격도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강사까지 자격을 주도록 하였다(제14조(교원 및 그 자격)). 이러한 技能大學法의 법개정
내용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機能的 柔軟性 提高에 대한 法制度化의 좋은 예로 볼 수 있으며 이
의미는 앞에서 이미 자세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마지막으로 가칭 「勤勞者派遣事業法」은 1993년에 제정 시도되었으나 노․사의 의견대립과
조정실패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의 정책과제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4-4] 고용보험의 목적과 기능

주석 1) 金亨培(1993, p.21) 교수는 "현대 산업사회의 노동법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즉 '경영'과 '보호'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노동관계법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1993년에 제정된 고용보험법을 그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본고의 견해와
일치되는 방향의 주장이다.
주석 2) [그림 4-3]은 제3장의 '新人力' 정책의 개념도를 수정한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 참조.
주석 3) 고용보험연구기획단(1993, pp.12∼3).

第 5節 結論 및 政策課題
結論부터 말하면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고용안정의 目標(target)는 넓은 의미의 雇傭安定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하에 추구해야 할 노동유연성의 基本方向은 機能的 柔軟性이며, 기업의
기능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부여되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數量的
柔軟性이다. 이는 바로 앞장에서 논의한 신인력정책의 法制度化의 정책과제인 것이다. 우선 이와
같은 결론과 연관된 두 가지 점을 지적한 후 雇傭關聯法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앞에서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살펴본 선진각국의 고용관련 법제도화의 방향이 ① 企業內部
및 外部勞動市場에서의 機能的 柔軟性을 제고하고, ② 좁은 의미의 雇傭安定(즉 職場安定)보다는
넓은 의미의 雇傭安定을 추구하고, ③ 노동시장의 數量的 柔軟性 提高를 위해 노동시장의 規制를
緩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선 국제경제사회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와 기업이 추구해야 할 과제는 技術革新과
人力開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선진각국의 노동시장 정책방향도 이에 부응해 나가고 있다.1) 또한
기능적 유연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형성되는 기업의 內部勞動市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수량적 유연성을 법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日本과 獨逸의 경우 기업이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나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경제 전체의 失業率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경험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한편 美國의 경우처럼 集團的 解雇를 어느 정도 制限하는 입법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업이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의 추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근로자의 노동시장 안정성을 궁극적으로 제고하게 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처럼 기능적 유연성을 보완해 주는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을 지나치게
規制한 결과 1990년대초 이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 國內失業率이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2) 이와 같이 최근 선진국에서의 고용조정의
법제도화는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두 측면의 유연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지적해야 할 점은 넓은 의미의 雇傭安定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雇傭保險과
保育施設과 같은 勞動市場의 社會間接資本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경제여건의 변화로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한계 근로자계층은 여성, 중고령자 및 청소년이며 이들의 노동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보육시설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더불어
柔軟勤務時間制(flextime)나 時間制 就業(part-time) 등 기업 내부의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법 역시 이들 限界勤勞者의 勞動市場 安定性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량적 유연성이 性이나 年齡에 따른 差別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機能的 柔軟性의 제고가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같이 노동유연성 추구는
사회구조 전체의 변화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경제 전체의 效率性과 衡平性을 제고할 수 있는
3)
것이다. 이와 같이 살펴본 두 가지 정책목표의 추구방향, 즉 機能的 柔軟性과 數量的 柔軟性의
均衡있는 추구 및 雇傭調整(혹은 산업구조조정)과 社會構造調整의 균형있는 추구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에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발전되어야 할 雇傭關聯政策調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는 勤勞者派遣이나 時間制 就業을
원활하게 하는 立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이나 독일에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법제도는
기업의 競爭力있는 內部勞動市場의 構築을 위해 요구된다. 따라서 立法內容은 한편으로는
한계근로자의 노동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들 법제도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앞의 [그림 4-5]에 나타는 C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는 制度的 裝置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단, 현재와 같이 國家가 제공하는
職業安定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能力開發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을 때,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이러한 입법은 한계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직종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均等한 機會의 提供이라는 우리 사회의 價値規範과 부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직업안정망과 능력개발시설이라는 노동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인

雇傭保險制度가 시행되는 1995년 7월 이후에 이들 법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調整雇傭에 관한 特殊規律을 하는 立法이 이루어져야 한다.4)현재 우리나라는 勤勞基準法
제27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소위 '규범적인 당부의 차원'을
중시하고 정당한 이유의 해석은 법원에 맡겨두고 있다(李哲洙,1993). 그러나 현재와 같이
경제사회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에 적어도 整理解雇에 관한 한 그 正當한 理由를 法院의 判斷에
맡겨두는 것은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최근 부산지역의 많은 신발업체들이 상황변화에 따른 雇傭調整에
失敗해 결국 도산한 결과, 기업의 경쟁력도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결국 '도산'해 버린 경험은 우리
사회가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그 원인측면의 '정당성'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본고는 정리해고의 경제적 정당성 여부는 勞․使의 自律的 判斷에 맡기도록 하고, 國家는
정리해고에 대한 節次的 正當性을 判斷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리해고에
대한 特殊規律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근로자에게의 사전고지, 전직훈련기회의 제공 및
정부기관에의 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節次的 立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1995년에
우리나라에도 雇傭保險制度가 도입되기 때문에 집단적 해고에 대한 근로자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는 기업에 대한 法的 規制(legal regulation)로부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制度的
支援(institutional support)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이제는 국가가 더 이상 정리해고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美國의 입법 例(1988년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atification Act)가 보여주듯이
미국에서 整理解雇의 완전 자유로부터 절차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기업
內部勞動市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 그 立法精神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整理解雇에 관한 立法 역시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機能的 柔軟性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雇傭安定을 확보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二重構造化를 一方的으로 조장하는 고용관행(employment practice)을 規制하는
立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상법상의 계약으로만 형성되는 家內下請이나 入住下請(소위
소사장제)이 포함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外國人 勤勞者問題가 포함된다. 노동시장의 數量的
柔軟性은 기업내부 및 외부노동시장에서의 機能的 柔軟性을 補完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수량적 유연성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우, 사회의 이중구조화가
초래되고 이는 결국 기업 및 경제 전체의 기능적 유연성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한 사회가
넓은 의미의 雇傭安定을 추구하는 경우 그 보완대책으로 周邊勤勞者의 고용안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선진국의 경험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가내근로법」 을 제정하여 실제로는 雇傭契約(labor contract)이면서 勞動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가내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및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入住下請의 경우에는 그 근로조건이 母企業의 노․사 모두에게 쉽게 관찰되므로 법적
규제보다는 노․사의 自律的인 規制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外國人 勤勞者의 사용 그 자체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勤勞基準法 제5조(균등처우)의 法精神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外國人 勤勞者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商品 특히 資本財의 수출기회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즉 외국인 근로자의 기능 및 기술연수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사용의 확대는 일방적인 수량적 유연성의 추구일 뿐, 궁극적으로 기업과 경제의
기능적 유연성을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특수입법(예를 들면 勞動許可制)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넷째,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管理運營機構 및 適用對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선 政府型과 公團型으로 검토되고 있는 고용보험의 관리운용기구는
政府型이 타당하다. 필자는 고용보험제도를 국민경제의 消費的 社會保障制度로서보다는
능력개발과 직업정보의 제공이라는 生産的 社會間接資本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의료보험처럼 그 消費的 機能(consumptive function)이 중시되면 良質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公團型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의 生産的 機能(productive function)이 중시된다면

적극적 고용정책의 실현, 즉 機能的 柔軟性과 雇傭安定의 추구를 위해 政府型이 더 바람직하며
이는 곧 國家의 고유 역할이기도 하다.
한편 技術的 측면에서도 실업급부사업은 보험적용대상 기업과 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정보제공이나 직업안정서비스, 능력개발 및 고용조정과 같은 사업은 全기업과
全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사업내용별 適用對象
不一致를 감안할 때 공단형은 고용보험제도를 적용대상에 한해 축소지향적으로 운용할 우려가
있어 생산적 기능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雇傭保險法은 雇傭政策基本法의 法精神을 노동시장에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가가 직접 이 중요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그 責任과 義務를 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勞․使․公․政 4자로 구성된 雇傭政策審議會(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
고용보험법 제57조 ②항)를 구성하고, 고용보험요율의 심의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정신을 살려 제도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제고에 勞․使․公․政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集團的 解雇와 같은 雇傭問題에 책임과 의무를 분담(sharing)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의 適用對象은 시행년도인 1995년에는 우선 근로자 10人以上의 事業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시기는 운용성과를 지켜 보면서 향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雇傭保險 시행 즉시 全事業場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정보망,
능력개발체제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적용은 실효성이 없으며, 자칫 고용보험제도를 消費的 機能 중심의 제도로 만들어 버릴
危險性도 내재해 있다. 한편 적용대상을 일부의 주장처럼 100인 이상 혹은 15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雇傭保險制度 도입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統計廳의 1992년
「고용구조조사」에 의하면 前職을 가지고 있었던 失業者의 수는 1992년 11월 현재 27만명이다.
이 중 전직장의 규모가 100인 이상인 실업자의 수는 5만 7천명으로 이는 전직실업자의 21.1%에
해당된다. 100인 이상 규모의 전직실업자 중에서 실업급부의 자격이 되는 非自發的 事由로
실업한 當時 賃金勤勞者는 대략 20% 이하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轉職失業者의 4% 수준에
해당되며 전체 실업자(48만명)의 2∼3% 수준에 불과한 숫자이다. 따라서 현재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適用對象을 축소하는 것은 雇傭保險의 도입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다섯째, 雇傭關聯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雇傭秩序에 관한 노․사의 다툼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소위 公正雇傭委員會(fair employment committee)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의 다툼을 斡旋․調停․仲裁
하는 機關이 勞動委員會(勞動委員會法)가 공정노사관계질서(fair labor practice)의 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고용질서에 관해서는 남녀고용 차별문제로 발생하는 苦衷에 국한해 이를
調整하는 雇傭問題調整委員會(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제18조)가 극히 부분적으로 고용질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한 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公正雇傭委員會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상품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公正去來委員會가
설치․운영되고 있는것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公正雇傭委員會는 기업이나 혹은
노동시장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勞動柔軟性과 雇傭安定의 相衝關係를 조정하고, 또한 고용 문제에
고나한 한 性,年齡,國籍,信仰또는 社會的 身分上의 차별이 없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公正雇傭委員會의 設置方案으로서는 현재의 勞動委員會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고용질서에 관한 노․사의 다툼을 조정하는 업무도 노동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雇傭政策基本法에 근거한 雇傭政策審議會(제6조) 혹은 그 하부조직인 專門委員會(제6조
④항)에서 雇傭秩序에 관한 調整業務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관련 제문제의 법제도화는 勞․使․政으로 구성된 社會的合意機構에서
논의하도록 해야한다(朴世逸, 1994). 현재 賃金問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中央次元의 勞․使
交涉을 더욱 발전시켜 勞․使․政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노동시장에서의 機能的 柔軟性과 數量的
柔軟性 및 雇傭安定 등 고용관련제문제의 법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 雇傭政策基本法의
雇傭政策審議會의 구성(제6조③항)은 "勤勞者와 事業主를 대표하는 자, 雇傭問題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者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次官", 즉 勞․使․公․政의 대표로 되어 있으므로 고용관련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이 審議會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産業構造調整과 이에
따른 雇傭調整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며 동시에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勞動柔軟化의 方向과 法制度化를 둘러싼 노․사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調整하는 機構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고용관련 법제도화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중앙차원의 勞․使․政 合意機構가 현재 우리나라의 地方化 및 民主政治와 현실간의
間隙을 한시적으로 채워 줄 수 있는 효과적인 制度的 裝置로 이해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주석 1)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인력정책이 대표적 예인데 Reich(1992) 참조.
주석 2) 스웨덴의 최근 失業率 추이는 1990년 1.5%, 1991년 2.6%, 1992년 4.7%, 1993년 7월 현재
9.5%로서 해마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美國, BLS자료).
주석 3) Standing(1991, p.41∼45)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초래될 때
더불어 社會構造調整(social adjustment)이 뒷받침되어야 경제사회가 궁극적으로
持續成長(sustainable growth)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engenberger(1992m p.179)역시 "손쉬운
고용조정이라는(기업차원의)靜態的 柔軟性(slatic-type flexbility)보다는 기능적 유연성과
근로조건의 표준화에서 비롯되는(사회구조적 차원의)動態的 柔軟性(dynamic flexibility)이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석 4) 여기에 대해서는 李哲洙(1993,pp.79∼8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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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시가구의 취업실태조사

가. 취업자 사항
가. 1.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직업 또는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된활동 생산물

가. 2. 현직장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1. 개인사업(체) 3. 기타법인단체
2. 회사 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가.3.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맡은 일의 종류

․직명 또는 직위

가. 4. 현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 상용 4. 고용주
2. 임시 5. 자영업자
3. 일용 6.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의 경우 다음의 어떤 고용형태입니까?
11. 임시계약직 13. 시간제고용
12. 파견근로 14. 훈련생, 견습사원
가. 5. 현 직장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비임금근로자 포함)
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29인 8. 500∼999인
4. 3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가. 6. 현 직장(일)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1. 1개월 미만 5. 3∼5년 미만
2. 1∼6개월 미만 6. 5∼10년 미만
3. 6∼12개월 미만 7. 10∼20년 미만
4, 1∼3년 미만 8. 20년 이상
가. 7. 주로 어떤 방법으로 현재의 직장(일)을 구하였습니까?
1. 취직시험
2. 학교․학원추천(소개)
3. 친구․친지소개
4. 신문․벽보 등 구인광고
5. 공․사 직업소개소
6. 자기․가족사업
7. 기타( )

가. 7-1. 취업하기 전까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1. 취업기회가 없거나 부족해서
2. 취업정보를 몰라서
3. 기능․자격 또는 학력이 맞지 않거나 부족해서
4. 남녀차별 때문에
5. 나이가 많아서
6. 보수, 작업환경, 작업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7. 기타( )
8. 애로사항 없었음
가. 8. 지난 3년간(1989. 11∼1992. 11) 직장(일)을 옮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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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8-1. 바로 전 직장에서는 얼마동안 일하셨습니까? 년 개월
1. 6개월 5. 5∼10년 미만
2. 6∼12개월 6. 10∼20년 미만
3. 1∼3년 미만 7. 20년 이상
4. 3∼5년
가. 8-2. 바로 전 다니던 직장을 옮긴(그만둔)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직장의 폐업․해고
2. 소득이 적어서
3. 일이 임시적이거나 작래성이 없어서
4. 작업시간 혹은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5. 적성․지식․기능이 맞지 않아서
6.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7. 건강․고령 등 개인사정으로
8. 결혼․출산․육아․가사등 가정사정으로
9. 정년퇴직
10. 기타( )
가. 8-3. 바로 전 직장의 주된 산업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장 또는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된활동 생산물

가. 8-4. 바로 전 직장에서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맡은 일의 종류

․직명 또는 직위

가. 8-5. 바로 전에 다녔던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 상용 4. 고용주

2. 임시 5. 자영업자
3. 일용 6.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의 경우 다음의 어떤 고용형태입니까?
11. 임시계약직 13. 시간제고용
12. 파견근로 14. 훈련생, 견습사원
가. 8-6. 바로 전에 다녔던 직장의 종업수는 얼나나 됩니까?
(비임금근로자 포함)
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29인 8. 500∼999인
4. 3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가. 8-7. 바로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둔 때부터 현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주
가. 9. (수입을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현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구직활동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5. 12개월 이상
2. 1∼3개월 미만 6. 없었음
3. 3∼6개월 미만 (구직과 동시에 취업)
4. 6∼12개월 미만
가. 10.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입니까?

시간

<조사원 점검관>
1. 1∼34시간 → 가11로
2. 36시간 이상 → 가12로
일시휴직자는 취업 시간에 000을 기입
가. 11. 평소에서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하십니까?
․그러함-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건강 때문에 12. 육아나 기사
13. 통학 14. 본인이 원해서
15. 일거리가 없어서 16. 업무의 성격상
17. 휴가 때문에 18. 기타( )
․그렇지 않음 - 지난주 평소보다 적게 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일거리가 없어서(자영업)
22. 회사 사정으로(임금근로자)
23. 파업․태업으로
24. 일기불순으로
25. 가사․육아 등 가정사정으로
26. 통학․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27. 연가 혹은 휴가
28. 기타( )
․고용주와 계약을 36시간 미만으로 하셨습니까?
31. 예( ) 32. 아니오( )
가. 12. 는 현재 하는 직장(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까?
1.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가 16으로
2. 현재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더 하고 싶음 → 가14로
3.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싶음 → 가 13으로

4.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 가 16으로
가. 13. 가 다른 직장(일)으로 옮기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거리가 없어서
2. 소득이 적어서
3.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4. 작업시간 혹은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5. 적성․지식․기능이 맞지 않아서
6.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7. 건강․고령 등 개인사정으로
8. 출산․육아․가사 등 가정사정으로
9. 기타( )
가. 13-1 는 다른 직장(일)을 구하기 전에 직업훈련을 받고 싶습니까?
21. 예( ) 22. 아니오( )
․받고 싶은 직업훈련의 종류
․직종(일)

가. 14. 가 구하는 일의 형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1. 전일근무 3. 자영업
2. 시간제 근무 4. 집에서 삯일
5. 기타( )
가. 15. 는 그 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구해 보았음( ) - 구직기간 개월 주
1. 1개월 미만 4. 6∼12개월 미만
2. 1∼3개월 미만 5. 12개월 이상
3. 3∼6개월 미만
․구해 보지 않았음( )
가. 16. 현 직장(일)에 취업하기 전에 정규교육 외에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을 받았습니까?
․받았음 ․받지 않았음( )
1. 시설학원에서
2. 공공직업훈련 기관에서
3. 사업체부설 기관에서
․(받았다면) 교육기간은? 개월
가. 17. (임금근로자의 경우만) 의 월평균 총근로소득(임금, 보너스 포함등)은 대략 모두 얼마나
됩니까?
1. 20만원 미만 7. 70∼80만원 미만
2. 20∼30만원 미만 8. 80∼90만원 미만
3. 30∼40만원 미만 9. 90∼100만원 미만
4. 40∼50만원 미만 10. 100∼150만원 미만
5. 50∼60만원 미만 11. 150∼200만원 미만
6. 60∼70만원 미만 12. 200만원 이상
․21. 해당되지 않음( )
나. 실업자 사항
나. 1. ○○님이 구하는 직장(일)의 형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1. 전일근무 3. 자영업

2. 시간제 근무 4. 가정내에서 삯일
5. 기타( )
나. 2. (원하는 형태의 일에 대해)월급여가 최소한 얼마수준이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원
나. 3.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1. 학교․학원 추천(소개)
2. 친구․친지소개
3. 공․사 직업안내소 이용
4. 신문․벽보 등 구인광고
5. 자기․가족사업 준비
6.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준비
7. 취직시험 준비 혹은 취직시험후 대기
8. 기타( )
나. 4. 구직활동을 계속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주
1. 1개월 미만 5. 12∼18개월
2. 1∼3개월 6. 18∼24개월
3. 3∼6개월 7. 24개월 이상
4. 6∼12개월
나. 5. 과거에 한 번이라도 직장(일)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나6 2. 없었음( )→나14
나. 6. 바로 전에는 어디서 일을 하였습니까?
․직장 또는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된 활동 생산물

나. 7. 바로 전에 주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맡은 일의 종류

․직명 또는 직위

나. 8. 바로 전에 다녔던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 상용 4. 고용주
2. 임시 5. 자영업자
3. 일용 6.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의 경우 다음의 어떤 고용형태입니까?

11. 임시계약직 13. 시간제고용
12. 파견근로 14. 훈련생, 견습사원
나. 9. 바로 전에 다녔던 직장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비임금근로자 포함)
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29인 8. 500∼999인
4. 3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나. 10.. 전에 다녔던 직장(일)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1. 3개월 미만 5. 3∼5년 미만
2. 1∼6개월 미만 6. 5∼10년 미만
3. 6∼12개월 미만 7. 10∼20년 미만
4, 1∼3년 미만 8. 20년 이상
나. 11. 전에 다녔던 직장(일)을 왜 그만두었습니까?
1. 직장의 폐업․해고
2. 일거리가 없어서
3. 소득이 적어서
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5. 작업시간 혹은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6. 적성․지식․기능이 맞지 않아서
7.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8. 건강․고령 등 개인사정으로
9. 출산․육아․가사 등 가정사정으로
10. 정년퇴직
11. 적극적으로 다른 일을 찾기 위해
12. 기타( )
나. 12.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둔 때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주
나. 13(나 12에서 3년 미만인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그만둔 시점에서 월평균 총근로소득(임금,
보너스 포함 등)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 20만원 미만 7. 70∼80만원 미만
2. 20∼30만원 미만 8. 80∼90만원 미만
3. 30∼40만원 미만 9. 90∼100만원 미만
4. 40∼50만원 미만 10. 100∼150만원 미만
5. 50∼60만원 미만 11. 150∼200만원 미만
6. 60∼70만원 미만 12. 200만원 이상
․21. 해당되지 않음( )
→ 나 15
나. 14. 전에 일해 본 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학교․학원에 다녀서 2. 가사․육아 등의 가정사정
3. 건강 등 개인사정 4. 구직활동 계획
5. 기타( )
나. 15. 취직(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취업기회가 없거나 부족해서
2. 취업정보를 몰라서
3. 기능․자격 또는 학력이 맞지 않거나 부족해서
4. 남녀차별 때문에

5. 나이가 많아서
6. 보수, 작업환경, 작업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7. 기타( )
나 16. 현재 생계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1. 가족 및 친지보조 2. 재산소득(이자, 집세 등)
3. 그동안의 저축으로 4.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5. 빚을 얻어서 6. 영세민 보호 등 정부보조금
7. 기타( )
나. 17.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음 ․없었음( )
1. 사설학원에서
2.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3. 사업체부설 훈련기관에서
․(받았다면) 교육기간은? 개월
나. 18. 는 다른 직장(일)을 구하기 전에 직업훈련을 받고 싶습니까?
21. 예( ) 22. 아니오( )
․받고 싶은 직업훈련의 종류
- 직종(일

다. 비경제활동 인구사항
○○님은 지난 일주일간 일자리를 구해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맞은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시겠습니까?
․하겠음( ) →다1 ․하지 않겠음( )→다6
다. 1. ○○님이 원하는 일의 형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1. 전일근무 3. 자영업
2. 시간제 근무 4. 집에서 삯일
5. 기타( )
다. 2. (원하는 형태의 일에 대해)일을 하신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월소득이 있어야 합니까?

만원
다. 3. 직장 또는 일거리를 갖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생활비를 벌려고
2.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3.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4. 보다 나은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
5. 본인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6. 기타( )
다. 3-1. 는 다른 직장(일)을 구하기 전에 직업훈련을 받고 싶습니까?
21. 예( ) 22. 아니오( )
․받고 싶은 직업훈련의 종류
- 직종(일)

다. 4. 취업의사가 있으면서도 지난 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원하는 임금수준과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육아 및 가사활동과의 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3. 통학, 질병, 연소․연로 등 개인사정으로
4. 희망하는 직종이 없을 것 같아서
5. 구직하여 보았으나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다 10. 전에 다녔던 직장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비임금근로자 포함)
1. 1∼4인
2. 5∼9인
3. 10∼29인
4. 30∼49인
5. 50∼99인
6. 100∼299인
7. 300∼499인
8. 500∼999인
9. 1000인 이상
다 11. 바로 전에 다녔던 직장(일)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____개월

1. 3개월 미만
2. 3∼6개월
3. 6∼12개월
4. 1∼3년
5. 3∼5년
6. 5∼10년
7. 10∼20년
8. 20년 이상
다 12. 전에 다녔던 직장(일)을 왜 그만두었습니까?
1. 직장의 폐업․해고
2. 일거리가 없어서
3. 소득이 적어서
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5. 작업시간 혹은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6. 적성․지식․기능이 맞지 않아서
7.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8. 건강․고령 등 개인사정으로
9. 출산․육아․가사 등 가정사정으로
10. 정년퇴직
11. 적극적으로 다른 일을 찾기 위해
12. 기타( )
다 13. 바로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둔 때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____주
다 14. (다 13에서 3년 미만인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그만둔 시점에서 월평균 총근로소득(임금,
보너스 포함 등)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 20만원 미만
2. 20∼30만원 미만
3. 30∼40만원 미만
4. 40∼50만원 미만
5. 50∼60만원 미만
6. 60∼70만원 미만
7. 70∼80만원 미만
8. 80∼90만원 미만
9. 90∼100만원 미만
10. 100∼150만원 미만
11. 150∼200만원 미만
12. 200만원 이상
● 21 해당 안됨( )

The Unemployment Structure of Korea and New Labor Policy
Korea Labor Markets has been changing in many aspects since mid-80s. Internal labor amrket structure as
well as employment structure, employment patterns are changing very fast. Major forces for those
changes could be classified as demand-side, supply-side and labor relations-side factors.
First, firms pursue labor flexibility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technological change, market
uncertainty and globalization, etc. Korean companies are now facing so-called borderless competition.
New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Malaysia and Thailand are growing fast and now competing
with Korea in world markets. Korean firms have been losing price competitiveness especially in
light-industry products such as shoes, garments and textiles. So firms try to find out ways to gain
competitiveness in the area of quality and technology. One of those efforts is to pursue functional as well
as numerical flexibility of labor.
Secondly, getting higher education, feminization and aging of labor force are important changes in the
supply side. But job mismatches are broadly observed due to speedy higher education process. Blue collar
jobs suffer from labor shortage, while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 suffer from job shortage, Due to
lack of child care facilities, feminization of labor force does not guarantee feminization of workers. Aging
workers' problem becomes a burden to employment adjustment under the traditional age-based wage
system.
Thirdly, Korean labor markets seem to be dualized since 1987. Workers employed in large and
union-organized firms (mostly in heavy industries) enjoy higher wages and job seurity, but workers in
medium and small sized firms are peripherized. Because unions are organized in the enterprise level in
Korea, solidarity labor movements have a limit. Considering fastly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dualization of labor markets becomes an important policy issue in Korea.
Main focus of this book is to analyze the processes and effects of labor flexibility. This book is composed
of four separate papers. The first paper(chapter 1) analyzes the unemployment structure of Korea.
Transition probability analysis of unemployment is employed in this paper. A monthly hazard rate from
the unemployment status is calculated as 0.32, of which the figure is much higher than those of advanced
countries. Many policy implicatioms are derived from the transition probability analyses by seggregating
the unemployed into sex and age groups.
The second paper(chaper 2) deals with search behaviors of the unemployed. For this purpose, a field
survey with 3,000 sample households is analyzed. Search theories and empirical hazard models are used
in this paper. Reservation wages are also analyzed as by-products to understand the supply side of
unemployment.
The results of the hazard model analysis show that hazard rates are higher for male, married, higher
educated and household head unemployed, and for the unemployed with lower reservation wages.
The above two papers try to understand and set up a model of the unemployment structure. Those
findings are believed to be a basis of more efficient oper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which will be
introduced in July 1995. And the sample design and questionaire design for the unemployment survey is
also contributing to the labor market research since household surveys are very rare in labor market
literature in Korea.
The third paper(chaper 3) shows why Korea should pursue new labor policy. The main issue is how to
reform Korea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order to supply more technicians. German and Japanese
experiences are closely reviewed for this purpose.
The fourth paper(chaper 4) deals with Korean legal system of labor markets. It shows in what way labor
flexibility and job security issues in labor markets are embodi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i.e. labor
market-related laws. After reviewing current labor law reforms in such advanced countries as Japan,
Germany and U. S. A., this paper proposes a covergence hypothesis, which means that legal systems
dealing with labor flexibility and job security are converging all around the world. Finally this paper
summarizes the policy issues in the Korea labor market laws.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is to improve
functional flexibility as well as numerical flexibility of labor in one way, but to regulate dualization of

labor markets in another w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