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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고령화란 인구구성의 변화이므로 그 변화가 점진적이고 출산을 비롯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위양식의 변화가 눈에 띄는 사회구조의 변
화를 초래하기까지는 20∼30년 이상의 시간적인 지체가 있다는 점 때
문에 흔히 지속적인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본다. 그러
나 고령화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조건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화 시대’라는 우리 사회에 닥친 커다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령화 시
대의 노동시장정책’ 연구시리즈를 발간하고 있고, 이제 그 두번째 성과
물을 내놓게 되었다.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 (한국노
동연구원, 2003)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연령자의 위치와 특
성을 드러내는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연공급적인 임금
체계와 연령과 직급을 연계하여 인식하는 문화는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임금노동시장에서의 배제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제I편의 분석적 연구의 뒤를 이어 좀더 구체적인 제
도에 다가가려는 연구이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하고 고령자도 은퇴해서 사회적인 피부양자가 되는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국가 수준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널리 인정이 되지만,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제로 가능한 방법은 어떤 것이겠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와 정년제,

연령차별이라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세 가지 이슈를 제기한다.
현실 수준에서 이것은 깊은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하는 문제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은퇴연기와 관련하여 경
제학, 법학, 경영학적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적인 함의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연구를 위하여 학제
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물을 내
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성과와 의의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보다 나은 연구의 결실을 맺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학계와
연구소,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필자들을 대신하여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출판을 담당한 박찬영 전문위원과 정철
책임연구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필자들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원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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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 약

1.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연령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주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시장의 비중
이 크고 고령자의 절대다수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데 기인
하는 것이다. 반면에 경총이 200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이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연령은 45세 전후인 것으로 나타
나서, 임금근로자의 퇴직연령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연기하여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가능하게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부양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
문으로 모아진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퇴
직시점은 이렇게 이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여야 하는데, 고령
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 (한국노동연구원, 2003)에서는
임금근로자의 퇴직연령이 낮은 것은 연공급적인 임금체계와 서열
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 연공급적인 임금체계와 연령과 직급을 연계하여
인식하는 문화는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임금노동시장에서의 배제
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모집․채용과 퇴직 등 인사관
리의 전과정에 있어서 연령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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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고연령 근로자를 배제하는 방식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하고 고
령자도 은퇴해서 사회적인 피부양자가 되는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국가 수준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널리 인정이 되지만, 이런 목표
에 도달하기 위한 실제로 가능한 방법은 어떤 것이겠는가. 현실
수준에서 이것은 더욱 깊은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하는 문
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은퇴연기와 관련
하여 경제학, 법학, 경영학적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
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적인 함의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제2장(김대일)은 성과 연령계층(15∼34세, 35∼54세, 55∼64세)
별로 노동력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수요 및 공급함수를 설정
한 후, 연립방정식 체계로 노동수요 및 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이
러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였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55세 이상 연령층의 취업
자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그 이하 연령층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고연령층 남성의 노동공급 증가
는 노동력간의 대체성에 따라 다른 유형의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
규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책입안에 있어서 노동수
요의 상호 작용에 대한 검토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제3장(신동균)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령차별과 관련된
경제학적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인적자본론, 장기인센티브계약론
등 많은 경제학 이론들은 연령차별의 문제를 특정 시점에서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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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비교를 통하여 수행할 수는 없고 근로생애의 관점에서 분석
해야 함을 시사한다. 연령에 근거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불합리
한 관행을 근절시키는 연령차별금지정책은 단순히 고령자들에 대
한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고용유지를 통하여 고령자들의
자기부양능력을 유지시켜 준다는 사회보장적 의의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
을 제고한다는 시장론적인 의의를 갖는다.
제4장(조준모)은 우리나라에서 55세 정년제에 대한 암묵적 계약
은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제의한 고용보장이라는 선물(gift)의 성격을 띠고 성립되었다고 본
다. 그리고 정년제에 관한 암묵적인 계약은 인사적체형 인사관리,
속인적 임금체계, 폐쇄형 내부노동시장 구조, 그리고 경직적인 해
고제도 등과 친화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연령 의존적
인 인사관행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개별 근로자와
기업간에 정년연장을 위한 암묵적 계약의 재협상이 가능해지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협상인프라란 노동법상 정년연장
에 관한 협상의 옵션을 명문화하고 정부지원을 통하여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의 재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으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임금
조정옵션제’를 제안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직무중심의 인사관
리체제를 구축하고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으
로 제안하였다.
제5장(조용만)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법의 철학적 기초는 노령
화에 따른 정신적이고 생리적인 퇴화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원칙이
다. 2002년 12월에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사업주는 근로자
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
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만 이는 선언적인 금지에 머무를 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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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기준을 살펴보면 ILO의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제162
호 1980년)’에 따르면 회원국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는 국가정책과 이에 관한 법령 및 관행의
틀 내에서 고령근로자에 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 또 EU의 2000년 ‘고용과 직업
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제78호 지침)’은 연령을 차별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로써 EU 소속 국가는
2006년까지 관련 법령을 채택하여야 한다. 미국은 이미 1967년에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기준을 근거로 우리나
라도 연령차별금지를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정
년제를 두는 것 자체가 연령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정년제와 연령
차별금지가 함께 가기는 어려우나,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의 발달
과정과 현재 아일랜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의 사례에 따라 법적용대
상이 되는 연령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당장 모든 정
년제를 불법화함으로써 나타날 충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제6장(김정한)은 보다 마이크로한 수준에서 기업의 인력관리와
보상체계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이다. 임금피크제 모델을 정년보장
형 모델과 고용연장형 모델로 분류하고 각각의 임금피크제 모델을
기업에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에서는 임금 굴절연령, 임금감액률, 임
금구성 항목의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
델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로 구분된다. 노동조합이 가장 선호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정년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
하면서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것이 일본의 경우에도 현실이다. 따라서 정년연장형 임
금피크제 모델대신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이 정년퇴직 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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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계속고용을 도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
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이든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이든간에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요인으로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적
용기준, 고용기간 및 최고 고용연령, 고용 및 근무형태. 정년 후
고용시 처우, 임금감액률 등을 일본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다.

3. 정책적 시사점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화는 모든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정책방향이다. 오직 연령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는 현상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45세 퇴직
이라는 실질퇴직연령 하락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아니라,
직무에 따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승진․임금 등 인사와
연동시키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향의 선순환
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 때 정년제는 연령차별금지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연령한
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
해서 연령차별금지법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등을 염두에 두
면서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할 수 없도록 유도해 나가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정한 정년연령을 연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임금체계의 개
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 자신이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원칙
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동시에 연공
급적인 임금체계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방식인 여러 가지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델의
개발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제적인 뒷받침은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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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고령화 시대
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연구보고서 시리즈의 제2편이다. 제1편에서
는 주로 고령화가 경제전반과 특히 노동시장의 연령구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전망해보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고령자 노동시장은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한 이래 세
계 역사상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약
20년 이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이렇게 빠른 인구고령화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가 심각한
수준의 노인부양 부담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금재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 사회 수준에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을 줄여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고령자의 은퇴시
점을 연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OECD, 2002, 2003).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연령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주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시장의 비중이 크고
고령자의 절대다수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장지연, 200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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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임금근로자의 퇴직연령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
다. 한국경총이 200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이 일반적으로 근로
자를 퇴직시키는 연령은 45세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고, 장지연(2003)이
1996년과 2001년 임금구조기본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코호트 분석한 결
과는 남성의 경우 30대 전반에서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부터 임
금근로자로의 유입보다 유출이 더 커지면서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0∼34세 임금근로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35∼39
세가 되었을 때에는 85.9명만이 임금근로자로 남아있고, 이 비율은 40
∼44세에는 73명, 45∼49세는 60.2명, 50∼54세는 47.5명, 그리고 55∼
59세에는 단지 28.8명만이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장지연, 2003: 55). 여기서 ‘임금근로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사람의 비율은 이보다도 훨씬 낮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이다.
따라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연기하여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가능하게 하면
서 사회적으로도 부양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모아진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퇴직시점은 이렇게 이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자의 퇴직연령이 낮은 것은 연공급적인 임금체계와 서열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지연, 2003). 첫째, 연공급의 성격이 강한 임금체계의 문제를 살펴보
자.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장기적인 고용계약을 전제로 고용기간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상을 하고 후기로 갈수록 높은 수
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은 근로자의 장기적인 헌신을 유도하고
기업특수적인 기술과 지식의 축적도 이끌어내는 방식의 임금체계이다.
이런 임금체계는 근로생애 전기간 동안의 생산성과 보상을 연계하는
암묵적인 계약의 성격을 띠며, 정년을 통해서 근로기간을 마감하는 평
생직장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보상체계하에서는 근로생애 전체가 아닌 어느 한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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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기업은 근속년수가 긴 근로자일수록
기여도에 비하여 고용비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을 퇴직시키려
는 유인이 발생한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을 배경으로 현실
화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공급적인 보상체계는 개발연대에 산
업의 규모가 확대재생산되고 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던 시기에
확립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때에는 기업의 입장에
서 볼 때, 근로자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잦은 이직을 억
제하고 기업특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
났는데, 그 하나는 경제글로벌화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1990년대 말
의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경기침체이다. 글로벌화는 선진 기업조직 특
성의 전파를 빠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기술변화의 주기를 단축하면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핵심적인 인력의 규모를 축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구조조정의 과정은 경제위
기를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큰 저항 없이 인력조정의 당위성을 획득하
였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연공급적인 보상체계는 새로운 기
업조직의 변화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서 과도기적인 상태로 들어가면서
근로자 조기퇴직의 보편화라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자료를 통해서 볼 때, 1980년대까지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인 임금수준은 계속 상승하는 패턴이 유지
되었으나, 1990년 이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령
별 임금분포는 40대 중반에 정점을 이루는 포물선형에 근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고연령자의 상대임금의 하락이 뚜렷한 1990년 이
후의 기간은 고연령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와 학력 등 인적자본
의 수준이 급속히 저하한 기간이며,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연령자의 비
중이 증가하되 주로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해온 시기
와 일치한다.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의 결과도 고령자 중에서 중장년기
에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사람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남아있기
는 어렵다는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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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임금근로자는 임금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큰 특성을 가진 사람들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적은 최근 고령자의 임금수준이 낮
아진 것이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은 근로자만 선택적으로 노동시장에
남게 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고임금근로자에 대한 퇴직압력이 상대적으로 컸고 조기은퇴의 경향도
컸던 사실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장지연, 2003).
둘째로, 서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 역시 새로운 기업환경의
변화와는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고연령 근로자의 조기
퇴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위계질서와 조직문화는
연령과 직급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는 상황을 소화해 내기 어렵다. 즉,
연령에 적합한 업무와 직위에 대한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도 논의하였다시피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조직과 인력규모를 확대해 나갈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처
럼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고
연령자의 장기고용도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요컨대 연공급적인 임금체계와 연령과 직급을 연계하여 인식하는 문
화는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임금노동시장에서의 배제라는 결과로 나타
나고 있다. 실제로 모집․채용과 퇴직 등 인사관리의 전과정에 있어서
연령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고연령 근로자를
배제하는 방식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장지연, 2003).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제1편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잠정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임금체계를 점진
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고연령자의 임금수준을 다소 낮추더
라도 고용을 안정시키고 근로생애를 연장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임금
체계 개선과 병행하여야 할 정책의 방향은 명백한 연령차별에 대해서
는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이 채용이나 해고의 기준이
되는 관행은 일종의 차별이며 비합리적인 노동시장 관행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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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제2편 보고서는 제1편 보
고서의 발견과 잠정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근거로 좀더 구체적인 고용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편에서는 넓고 얕게
고령취업자 전반의 특성을 다루고 그 일부로서 임금노동자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이번에는 좁고 깊게 임금노동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특히 임금노동시장에서 노동인력이 고령화되는 추세에 주목하면서 중
고령 인력의 고용안정과 퇴직시점의 연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간에 이루어진 고령화와 고령노동자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식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고령화된 사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하고 고령자도 은퇴해서 사회적인 피부양자가
되는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국가 수준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널리 인
정이 되지만,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제로 가능한 방법은 어떤
것이겠는가라는 질문이다. 임금체계 개선과 연령차별 금지라는 원론적
인 방향제시를 한 바는 있지만 현실 수준에서 이것은 더욱 깊은 연구
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하는 문제이다. 연령차별의 문제와 정년제, 임
금체계는 따로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하
나의 시스템이다. 즉,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은퇴연기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다양
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을 유기적으
로 결합하여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유도하는 연구
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김대일(제2장)은 성과 연령계층별 노동력 수요 및 공급함수를 설정
한 후, 연립방정식 체계로 노동수요 및 공급함수를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다.
김대일은 나아가 정년연장 등 제도적인 개입이 있어서 고연령층 남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예상되는 고용 및 임금의 변화를 제시한다.
신동균(제3장)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령차별과 관련된 경제
학적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인적자본론, 장기인센티브계약론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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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이론들은 연령차별의 문제를 특정 시점에서의 생산성 비교를
통하여 수행할 수는 없고 근로생애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
다. 연령에 근거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키는
연령차별금지정책은 단순히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현
실에서 고용유지를 통하여 고령자들의 자기부양 능력을 유지시켜 준다
는 사회보장적 의의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
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시장론적인 의의를 갖는
다.
조준모(제4장)는 55세 정년제에 대한 암묵적 계약의 성립은 인사적
체형 인사관리, 속인적 임금체계, 폐쇄형 내부노동시장 구조, 그리고
경직적인 해고제도 등과 친화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인사
관리 유형은 직무중심의 원칙에 근거한 개방형 내부노동시장의 원리와
대비되는 것이다. 그는 연령 의존적인 인사관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간에 정년연장을 위한 암묵적 계약의 재협상이 가
능해지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조용만(제5장)은 연령차별금지 입법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합리화와
고령자 고용안정의 가능성을 법적인 측면에서 논의한다. 연령차별금지
법의 철학적 기초와 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연령차별금지 도
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입법적 방안을 제시한다.
김정한(제6장)은 보다 마이크로한 수준에서 기업의 인력관리와 보상
체계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이다. 임금피크제 모델을 정년보장형 모델
과 고용연장형 모델로 분류하고 각각의 임금피크제 모델을 기업에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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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제1절 서 론

1970년대 초반 시작된 고령화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더욱 빠르게 진
전되어 2002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7.9%에 이르고 있
으며, 2020년에는 15.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는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다. 우선 인구구조(demography)
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행태가 변화하게 되고,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와 관련되어 가장 두드러
질 소비변화는 주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핵가족 시대에서 노령층의
확대는 곧 주택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며, 그 결과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따라 주택시장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으로 모든 소비자
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1)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제도하에서 부양비율의 증가는 연금 수급
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금 기여액과 수령액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수명 증가로 인하여 의료비 증가도 예상
되고, 노인 복지를 위해 의료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청․장년층
의 세금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1) 주택수요에 대해서는 Venti and Wise(1990), Ai, Feinstein, McFadden and
Pollakowski(1990), Börsch-Supan(1990) 등 참조. 실버산업에 대한 논의로는
Garber and McCurdy(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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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방향의 변화에 있어서 그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
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곧
공급되는 노동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임금 및 고용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
한 변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고용 변화는 바
로 소득 수준 및 분포의 변화를 통해 위에 열거한 주택수요, 의료산업
에 대한 수요, 연금 기여액 등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
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제도에도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시키며, 이러한 예로 최근 정년
(mandatory retirement) 연장 및 임금피크제(wage-peak system) 등에
대한 논의도 일반화되고 있다.3)
이와 같이 볼 때, 고령화에 관한 제반 이슈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선
행되어야 할 연구는 고령화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일반균형적 접근방식을 통해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자
료 및 모형의 한계로 인해 분석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제
한적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생산함수에 있어서 각 유형 근
로자간의 보완성(complementarity)과 대체성(substitutability)으로 인해
유형별 노동수요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이러한 관계하에서는 특정 유
형 노동력 공급의 변화가 전반적인 노동시장 성과(고용 및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입
안함에 있어서 일반균형적인 접근방식에서 그 효과를 가늠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의 성과를 예상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고령화의 추이와 노동
공급의 변화를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를 연립방정식 체계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임금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시뮬레이
션을 통해 예상해 본다. 한편 간단한 실험으로 정년연장이 가져올 효
2) Stock and Wise(1990), Hurd(1990) 등 참조. 국내 연구로는 문형표(2003) 참조.
3) Lazear(1990)는 이연임금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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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예측하고, 제4절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 2 절 고령화 추이와 노동공급의 변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1970년대 초반 이후 진전되기 시작하여 1980년
대 말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2-1]에서와 같이 전체 인구 가운
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60년도 2.9%에서 1970년도 3.0%에 이
르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1990년도에는 이 비중이 5.1%까지 증
가하여 1970∼90년 기간 동안 매년 0.1%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200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7.9%에 이르고 있어 지난
13년간 매년 0.2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는 등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림 2-1]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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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비단 사망률의 변화, 즉 의료기술 발달로 인
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것 이외에도 출산율 저하라는 요인에
의해서도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2-2]에는 이러한 요인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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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우선 사망률의 경우, 55∼6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에서
단기적인 변동은 있으나 장기적 추세상으로는 유사하게 사망률이 하락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사망
률은 1960년 8%에서 2002년 4%로까지 하락하였고, 이는 65세 이상 인
구의 조건부 잔여생존기간이 12.5년에서 25년으로 두 배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2-2] 55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과 신생아 출산
(1)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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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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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2-2]의 (2)에서는 출생인구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 약 1백만명의 신생아가 출생한 반면, 2002년에
는 566천명에 불과하여 출생인구는 40% 이상 감소하였다. 물론 이 가
운데 가임여성의 수가 감소한 효과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20∼39세
여성 인구에 대한 비율을 통해 ‘출산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이 비율도 27.7%에서 7%로 거의 1/4 수준으로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출생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임여성의 규모가 감소하는 것 뿐 아니라, 가임여성의 출산율도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Becker and Lewis(1973) 및 Becker and Tomes(1976) 등은 경제성
장에 따라 임금소득이 증가하면서 출산율(fertility)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녀가 열등재(inferior good)이기 때문이 아
니라,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이 증가함을 반영하고 있다. 즉, 출산은 대
부분 일시휴직이나 비경제활동으로의 퇴장을 유발하는데, 노동시장에
서 여성의 기회가 신장됨에 따라 그만큼 출산 및 육아의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s)이 상승하는 효과를 반영한다. 따라서 임금소득의
증가는 자녀의 수(quantity)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그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질(quality)에는 더 투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는 자녀의 수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시간집약적(less time-intensive)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Becker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의료기술의 발달뿐 아니라
출생률 저하라는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추세가 진전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최근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의하면, 향후 50여
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그림 2-3]에서와 같이 전체 인구가 불과 20년 후에도 현재와 비교하
여 매우 다른 연령분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령별 인구분포의 변화는 곧 부양비율의 변화를 의미한다.
부양비율이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15∼64세 인구에 대비하여 고
령층(65세 이상) 인구의 비율과 유년층(15세 미만) 인구의 비율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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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연령별 인구분포의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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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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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로 부양하여야
할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잠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잠정적’
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에서도 경제활동에
실제 참가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2000년 기준으로 30%에 이르고 있
고, 또한 15∼64세 인구에서도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인구의
비중이 36%에 이르고 있는 등 연령만으로 일률적인 경제활동/비경제
활동의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양비율의 수준이 의미
하는 바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시계열 변화는 경제활동
에 참가하는 인구에 대한 부담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4]에서는 ｢장기인구추계｣에 따라 향후 50여년간 우리나라
인구에서의 부양비율을 추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유년과 노년
층 부양비율을 합한 전체 부양비율을 볼 경우, 2020년까지는 40%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50년에 이르러서는 70% 수준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부양비율의 가파른 증가는 노년층 부양비율은 계속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년층 부양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반
영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까지도 노년층 부양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일기간 동안 유년층 부양비율이 감소하기 때문
에 전체 부양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다. 유년층 부양비율은 노동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되지 않지만, 노년층의 비중 증가는 노동력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4)
한편 성별로 부양비율을 비교할 때 여성에서의 노년 부양비율이 높고,
그 상승하는 양상은 남성과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앞으로 고령
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는 남성보다도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4) 유년층 비중도 여성 노동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
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육아는 여성의 시장 참여에 대한 중요한 기회비용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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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2-4] 부양비율
(1) 전체 부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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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

이와 같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양상은
매우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에서와 같이 65세 이상의 고령
층 가운데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 65세를 전후한 인구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5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40% 수준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고령화는 비단 부양비율의 증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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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5∼64세 인구에 대한 부양비율만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노동공급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및 고용체계
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는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물론 그 영향력은 노동공
급의 변화규모와 시장에서의 탄력성에 달려있다. 우선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간단한 가정을 통해 노동공급의 변화 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ŝ at =

N̂ at
A

,

where

N̂ at = e a P at

∑ N̂ at
a= 1

······································· (1)

위에서 P at 는 t 시점에 a 연령 그룹에 속한 인구를 의미하며, e a 는
[그림 2-5]의 2000년을 기준으로 한 a 연령 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 따라서 N̂ at 는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을 경우, a연령 그룹의 경제활동인구의 추정치이다. 이와 같이 추정
된 N̂ at 를 토대로 ŝ at 를 추정할 수 있는데, 위의 ŝ at 는 t 시점의 경제활
동인구 가운데 a 연령 그룹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다.
[그림 2-5]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0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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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에서는 식 (1)에 기초하여 추정된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분포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보여주고 있다. 우선 남녀별로 경제활동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그 변화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에 의하면 향후 20년에 걸쳐 15∼34세의 청년층 비중은 남녀에게
서 동일하게 약 40%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55세 이상 고연령층은 15% 수준에서 25% 수준 이상으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35∼54세 중․장년층의 비중은 2010년까지는 상
승할 수 있으나,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6] 경제활동인구의 잠정적 연령별 분포
(1) 남성
20 0 0

2010

2020

0 .6
0 .5
0 .4
0 .3
0 .2
0 .1
0
1 5 -3 4 세

35-54세

55세 이 상

(2) 여성
2000

2010

2020

0 .6
0 .5
0 .4
0 .3
0 .2
0 .1
0
1 5 -3 4 세

35-54세

자료: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55세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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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 결과는 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얻어진 결과이므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분포에 1대1로 투영시킨 것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공급의 변화 방향은
매우 큰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여년간의 자료로부
터 추정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즉 임금 등이 노동공급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림 2-7]은 성․연령별로 지난 20여년간 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보
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상대임금은 식 (2)의 RW at 와 같이 학력분포
의 변화를 통제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며,
고용비중은 각 성별 내에서의 고용비중을 의미한다.

RW at =

W at
,
Wt

식 (2)에서

E

A

where W at = ∑ s ea W eat, and W t = ∑ s a W at
e= 1

a= 1

········· (2)

s ea 는 a 연령층 근로자 가운데 e 학력을 가진 비중의 평

균(1978∼2000년)이며, s a 는 각 성별 내에서 a 연령층 근로자 비중의
평균(1978∼2000년)이다. 따라서 상대임금( RW at )은 각 연령층의 학력
분포가 변화함에 따라 임금이 변화하는 효과는 통제된 연령별 임금으
로 볼 수 있다.
[그림 2-7]의 결과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 유형에서 상대임금과 고용
비중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노동공급의 변화에 대해 임금이
민감하게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고용비중에 변화에 대한 임금변화의 탄력성이 매우 높은 것을 판단된
다. 상대임금을 고용비중에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 <표 2-1>과 같이
5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남성에게서는 -4.96의 추정계수, 여성에게서
는 -3.40의 추정계수(표준오차 0.51)가 얻어졌다. 이는 15∼34세 청년층
이나 35∼54세 장년층에 비해 25배에서 70배에 달하는 값에 해당한다.
<표 2-1>에서는 특정 유형의 근로자 공급에 따라 그 유형의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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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상대임금과 고용비중
(1) 남성 15∼34세
상 대 임 금 (좌 축 )

고 용 비 중 (우 축 )

0 .8 8

0 .7
0 .6 5

0 .8 6
0 .6
0 .8 4

0 .5 5
0 .5

0 .8 2
0 .4 5

2000

1998

1996

1994

1992

1990

1988

1986

1984

1982

1980

0 .4
1978

0 .8

(2) 남성 35∼54세
상 대 임 금 (좌 축 )

고 용 비 중 (우 축 )
0.5

1.26

0.48
0.46

1.24

0.44
0.42

1.22

0.4
0.38

1.2

0.36
0.34
2000

1998

1996

1994

1992

1990

1988

1986

1984

1982

1980

0.32
1978

1.18

(3) 남성 55세 이상
상 대 임 금 (좌 축 )

고 용 비 중 (우 축 )
0.08

1.35

0.07
0.06

1.25

0.05
1.15

0.04
0.03

1.05

0.02
0.01
2000

1998

1996

1994

1992

1990

1988

1986

1984

1982

1980

0
1978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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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15∼34세
상 대 임 금 (좌 축 )

고 용 비 중 (우 축 )
0.95

1.01

0.9
0.85

0.98

0.8
0.75
0.96

0.7
0.65

2000

1998

1996

1994

1992

1990

1988

1986

1984

1982

1980

0.6
1978

0.94

(5) 여성 35∼54세
상 대 임 금 (좌 축 )

고 용 비 중 (우 축 )

1.21

0.32

1.19
1.17

0.27

1.15
0.22

1.13
1.11

0.17

1.09
1.07

0.12

1.05
2000

1998

1996

1994

1992

1990

1988

1986

1984

1982

1980

0.07
1978

1.03

(6) 여성 55세 이상
상 대 임 금 (좌 축 )

고 용 비 중 (우 축 )

1.12

0.06

1.08

0.05

1.04

0.04

1
1.0
0.03
0.96
0.02

0.92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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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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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88

1986

19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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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1980

0.01

1978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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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고용비중 변화에 대한 상대임금의 민감도(회귀분석 추정계수)
남 성
여 성
15∼34세 35∼54세 55세 이상 15∼34세 35∼54세 55세 이상
1)
1)
1)
2)
1)
추정계수
-.219
-.184
-4.962
-.0511
-.167
-3.399
(.028)
(.051)
(.528)
(.082)
(.510)
(표준오차)
(.017)
주: 1) 1% 수준에서 유의, 2) 5% 수준에서 유의, 3)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변화하는 민감도를 추정하였지만, 실제 노동공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는 그 특정 유형의 임금변화에서 그치지 않는다. 각 유형별 근로자가
생산에서 대체관계에 있을 수도, 또는 보완관계에 있을 수도 있기 때
문이다. <표 2-2>에서는 각 유형 근로자간의 보완탄력성(elasticity of
complementarity)을 추정한 결과이다. 물론 남녀별로 3개 연령그룹의
총 6개 근로자 유형을 상정하였으므로, 보완탄력성은 부분탄력성(partial
elasticity of complementarity)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다음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각 근로자 유형의 조
합별로 노동력 유형이 마치 두 개인 것처럼, 즉 아래 식 (3)과 같이 보
완탄력성( c jk )을 추정하였다.5)

log(

W jt
E kt
) = α jk+c jk log(
)+β jk t + ε jkt ·································· (3)
W kt
E jt

<표 2-2>의 결과에 의하면 추정된 보완탄력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에 의해 함의되는 대체탄력성은 -5에서 9까지 다양한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표 2-2>의 결과는 고령화에 따라 고
연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청․장년층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그
효과가 모든 근로자 유형의 임금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5) 생산요소가 2개일 경우, 대체탄력성은 보완탄력성의 역수이다. 따라서 생산
요소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면 보완탄력성은 양의 값을, 보완관계가 존재하
면 음의 값을 갖는다(Hamermesh,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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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노동력 유형별 보완탄력성의 추정

15∼34세
남성 35∼54세
55∼64세
15∼34세
여성 35∼54세
55∼64세

남성
여성
15∼34세 35∼54세 55∼64세 15∼34세 35∼54세 55∼64세
3)
1)
1)
1)
1)
-.313
.340
-.191
.335
.343
3)
1)
2)
3)
-.313
.287
.224
.110
.1911)
1)
1)
1)
1)
1)
.340
.287
.264
.256
.277
1)
2)
1)
1)
1)
-.191
.224
.264
.160
.218
1)
3)
1)
1)
.335
.110
.256
.160
.2151)
1)
1)
1)
1)
1)
.343
.191
.277
.218
.215

주: 1) 1% 수준에서 유의, 2) 5% 수준에서 유의, 3)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제 3 절 노동시장의 변화와 예측

본 장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성․연령별로 구분된 여섯 유형의 노동력
에 대하여 수요 및 공급함수를 설정하고, 이를 연립방정식 체계로 추
정하여 노동수요 및 공급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고령화의 효과를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1. 노동수요 및 공급함수의 연립방정식 체계 추정
노동수요는 기본적으로 총생산함수에서 출발하며, 총생산함수( Y t )는
아래 식 (4)와 같이 노동력( X jt , j = 1 , 2 , ..., J )만의 함수라고 가정한다.
Y t = f(A 1t X 1t, A 2t X 2t, ..., A Jt X Jt ) ······································· (4)

위 식 (4)에서 A jt 는 요소 비중립적 생산성 변화(factor non-neutral
productivity growth)를 반영하는 파라메터로서, 노동수요에 있어서 비
중립적 수요변화를 유발시키는 변수이다. 이와 같은 생산함수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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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함수( C t )와 노동수요 함수( X djt )는 아래 식 (5), (6)과 같이 도출된다.

C t = g(

W 1t
W 2t
W Jt
,
, ...,
, Y t ) ······································ (5)
A 1t
A 2t
A Jt

X djt (ω t , Y t ) =

∂C t
∂W jt

····································································· (6)

한편 노동공급( X sjt )은 식 (7)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X sjt = h j (W jt ) P j (W jt , R jt ) N jt ························································· (7)

식에서 N jt 는 j 유형 인구이며, P j 는 경제활동참가율(또는 취업률)
을, h j 는 j 유형 인구 가운데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나타낸다.
참가율 P j 는 임금( W jt )과 유보임금( R jt )의 함수이며, 일단 취업한 근로
자의 근로시간 h j 는 임금의 함수이다.
식 (6)의 노동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축소모형(reduced form)은 아래
와 같다.
J
W kt
d
d
log(X jt ) =α j + ∑ β kj log(
)+γ j log(Y t )+ log (A jt )+ε jt
PPI
k=1

t

··········· (6-1)

식 (6-1)에서 노동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인데, 생산자 관점에서 측
정된 물가수준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 t )를 사용하여 실질임금을 정의
하였다. 따라서 식 (6-1)에서 β kj 는 노동수요의 임금에 대한 교차탄력
성(cross price-elasticity)이며, γ j 는 노동수요의 생산량 탄력성(output
elasticity)이라고 볼 수 있다. 총생산함수가 1차 동차인 경우 γ j 는 1이
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추정에서는 γ j 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실제 자료에서의 총생산(GDP)은 임금근로자 이외에 비임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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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자본을 포함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식 (6-1)은 A jt 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로부터 A jt 는 관측되
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중립적 노동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대체
변수(proxy variable)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Katz and Murphy
(1992)의 방식을 따라 비중립적 수요변화( ΔD jt )를 다음 식 (8)과 같이
추정한다.
I

ΔD jt = ∑ s ij ΔE
i= 1

it

··········································································· (8)

식 (8)에서 s ij 는 j 유형 근로자 가운데 i 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비중
이며, ΔE it 는 효율성 단위로 측정한 i 산업의 고용량 변화를 의미한다.
식 (8)은 특정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산업의 생산(고용규모)가
증가하면, 그 노동력의 수요가 다른 노동력에 비하여 증가함을 반영하
고 있다. 따라서 식 (8)을 이용한 최종 노동수요함수는 아래 식 (6-2)
와 같다.
J
W kt
log(X djt ) =α dj + ∑ β kj log(
)+γ j log (Y t )+λ j log(D jt )+ε jt
PPI t
k= 1

········ (6-2)

한편 노동공급의 축소모형(reduced form)은 식 (7-1)과 갈다.
J
W jt
log(X sjt )=α sj + ∑ η j log(
)+ρ j log(N jt )+Γ jtΠ j +μ jt
CPI
k= 1

t

················ (7-1)

노동공급 역시 실질임금의 함수이나, 여기서는 근로자 관점에서의
실질임금이므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t )를 사용하여 실질임금을 정의하
였다. η j 는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price elasticity of labor supply)이
다. 그리고 식 (7)에서 출발한다면 인구의 추정계수 ρ j 는 1이 되어야
할 것이다. Γ jt 는 노동공급에 있어서 유보임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변수의 벡터이며, Π k 는 그 추정계수의 벡터이다. 유보임금 등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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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근로소득인데, 이에 대한 자
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체변수(proxy variable)로는 동일연령
층 이성(異性)의 평균임금, 유년 및 노년 부양비율 등을 사용하였다.
즉, 35∼54세 여성의 노동공급함수에는 35∼54세 남성의 임금이 비근
로소득의 대체변수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부의 노동공급에서 배우자
의 근로소득은 본인의 비근로소득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한편 일반균형 모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산함수가 동시에 추정되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식 (6-2)와 같은 수요함수 추정체계와 일관성을
가지는 생산함수는 Cobb-Douglas 생산함수이다. Cobb-Douglas 생산
J

sj

X j )로부터 출발하면 노동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모든
함수( Y= ∏
j=1
k≠j 에 대해 β kj = s k > 0 이며, β kk = s k-1 < 0 이 성립한다는 제약조건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제약적인 조건일 뿐 아니라, 모든 생
산요소가 모형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조건이다. 본
모형에 사용되는 자료는 임금근로자에 국한되어 있고, 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실제 위
의 제약조건을 추정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불가피하게 총생산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
주하고 노동수요와 공급함수를 추정하는 부분균형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비록 다양한 노동수요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
산요소 가운데 자본과 비임금 근로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총생산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부분균형 모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총생산의 외생성(exogeneity) 가정으로 인해 일부 결과에 대
한 해석이 다소 불명확할 수 없는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남녀별로 세 연령층으로 나누어 총 여섯 유형의 근로자로 구분하면,
각각에 대하여 수요와 공급의 두 함수가 추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
12개의 함수를 연립방정식 체계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표
2-3>에 수록되어 있다.
이 표의 추정에 있어서 노동수요 및 공급량은 인․시간(man-hours)
으로 측정하였으며, 노동공급함수에서도 인구의 추정계수( ρ j )는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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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노동수요․공급의 연립방정식 모형 추정
(1) 노동수요함수
15∼34세

남 성
35∼54세

55∼64세

남성임금
15∼34세 -.35 (.19)3) .40 (.21)3) -1.63 (.82)2)
35∼54세 .42 (.22)3) -2.06 (.42)1) 9.53 (1.55)1)
55∼64세 -.16 (.08)2) .87 (.14)1) -5.21 (.70)1)
여성임금
15∼24세 -.10 (.14)
.67 (.20)1) -1.96 (.68)1)
1)
35∼54세 .15 (.04)
.11 (.08) -.63 (.28)2)
1)
55∼64세 .04 (.01)
.00 (.01) -.11 (.06)3)
R2

.20

15∼34세

여 성
35∼54세

55∼64세

-.24 (.33)
1.65 (.48)1)
-.44 (.15)1)

1.30 (.38)1)
1.06 (.74)
-.55 (.24)2)

3.82 (.74)1)
.38 (1.33)
-.93 (.52)3)

-.95 (.36)1) -.03 (.49)
-.49 (.89)
-.01 (.13) -1.59 (.33)1) -1.92 (.48)1)
-.01 (.02)
-.19 (.05)1) -.90 (.23)1)

.82

.96

.18

.96

.99

남 성
35∼54세

55∼64세

15∼34세

여 성
35∼54세

55∼64세

.75 (.20)1)
-.04 (.18)

.25 (.43)
2.67 (.62)1) -1.19 (.37)1)
1.36 (.29)1) -2.49 (.58)1) 1.60 (.43)1)

(2) 노동공급함수
15∼34세
임
소

금 -1.62 (.43)1)
득 2.31 (.45)1)

.52 (.26)2)
.27 (.39)

부양비율
유 년
.17 (.27) -1.13 (.17)1) -1.63 (.49)1)
.86 (.36)1) -3.73 (.29)1) -5.66 (.46)1)
노 년 -3.01 (.32)1) -1.93 (.20)1) -1.67 (.63)1) -2.45 (.43)1) -2.87 (.35)1) -3.81 (.60)1)
R2

.93

.99

.98

.81

.99

.99

주: 1) 1% 수준에서 유의, 2) 5% 수준에서 유의, 3) 10% 수준에서 유의.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제약하였다. 한편 비용함수는 임금에 1차 동차함수이며, 그 결과 비용
함수의 1차 편미분인 노동수요는 임금에 대해 0차 동차함수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각 수요함수에서 교차탄력성의 합은 0, 즉 모든 j 에
J

β kj = 0 이라는 제약을 추가하였다. 또한 노동수요의 수에 있
대하여 ∑
k= 1

어서 임금탄력성( β kj )과 대체탄력성( σ kj )은 β kj = s j σ kj 의 관계를 가지므
로, β kj/s j = β jk /s k 라는 대칭성 제약도 추가하였다.6)
<표 2-3>의 노동수요 추정결과는 대체로 이론과 매우 잘 부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우선 각 노동력의 임금탄력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6) Hamermesh(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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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비용함수의 준오목성(semiconcavity)도 충족된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비용함수의 헤시안
(Hessian) 행렬이므로 ( - 1) n |H n| ≥ 0 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실제 |H 1|
=-.348, |H 2| =.547, |H 3| =-.628, |H 4| =.081, |H 5| =-.002, 및 |H 6| =0으로
비용함수의 준오목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교차탄력성( β kj )들에 의
거하여 추정될 수 있는 대체탄력성과 <표 2-2>에서 구한 보완탄력성
의 역수, 즉 대체탄력성(=1/ c kj )과의 단순 상관계수는 -0.061로 추정되
어, 생산요소가 여럿일 경우 <표 2-2>에서와 같이 임의의 두 요소만
을 택하여 그 요소들간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이 많은 오류를 포
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반면 공급함수에서는 수요함수와 달리 이론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일부 관측된다. 15∼34세 청년층 남성과 35∼54세 장년층 여성의 경우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본
모형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청년층 남성의 경우에는 재학연령인 15
∼22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투자 유인으로 음의 공급탄
력성을 일부 설명할 수 있으나, 장년층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
이 불가능하다. 특히 두 경우 모두 소득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삽입된
동일연령 이성(異性)의 임금이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
득효과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가 그 원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사용가능한 자료에서는 소득효과를 추가적
으로 보완할 방법이 부족하여, 일단 이 결과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의
변화방향을 예측하여 보기로 한다.

2. 고령화의 노동시장 효과 예측
앞 절의 결과를 토대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및 고용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표 2-3>에서의 추정과 같이
GDP를 외생변수로 간주하는 경우 연립방정식 체계는 다음 식 (9),
(10)과 같이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 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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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t = C + W t Β + Y t Λ + D tΘ ························································· (9)

X t = C +W t Η + Z t Γ ··································································· (10)

식 (9)와 (10)에서 X Dt 와 X St 는 노동수요 및 공급량(인․시간), D t
는 외생적 수요변화, W t 는 실질임금, Y t 는 GDP, 그리고 Z t 는 노동공
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벡터들이다. C D 와 C S 는 각각 수요 및
공급함수에서 추정되는 상수항이며, Β 와 Η 는 노동수요 및 공급의 임
금에 대한 탄력성이다. 균형조건인 X Dt = X St 를 이용하여 식 (9)와 식
(10)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D

S

X t = [C + D tΘ + Y tΛ - ( C + Z tΓ )Η

-1

Β ]( Η - Β )

W t = [ C D +D t Θ + Y tΛ - ( C S+Z t Γ)]( Η - Β)

-1

-1

Η

················· (11)

································ (12)

따라서 D t , Y t 및 Z t 의 미래 추정치를 사용하여 균형고용( X t ) 및
임금( W t )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Z t 에 포함된 인구 및 부양비율은
장기 추정치가 존재하지만, 외생적 노동수요의 변화( D t )와 총생산( Y t )
에 대한 장기 추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실질 총생산( Y t )
은 연간 4%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가정하고, 외생적 노동수요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실질 총생산의
함수로 추정한 값을 사용한다. 즉, 아래 식 (13)을 추정하고, 가정된 실
질 총생산의 시계열로부터 각 유형 근로자에 대한 외생적 수요변화를
예측하여 사용한다.
d

D t = C +Y t Φ ··············································································· (13)

결과적으로 식 (11)과 (12)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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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t = [ C D +C d Θ+Y t (Λ + ΦΘ) - ( C S +Z t Γ )Η

-1

Β]( Η -Β ) - 1Η

W t = [ C D +C d Θ+Y t (Λ+Φ Θ) - ( C S+Z t Γ )]( Η - Β )

-1

·· (11-1)

··············· (12-1)

실질 총생산이 매년 4%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가정하고 식 (11-1)과
(12-1)에 의해 2020년까지 예측된 고용과 임금구조는 [그림 2-8] 및
[그림 2-9]와 같다.
[그림 2-8] 고용구조의 변화예측
(1)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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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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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고령화 양상이 고용구조도 반영됨
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55세 이상 연령층 취업자 규모
는 증가하는 반면, 그 이하 연령층의 취업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2-9]의 임금효과도 대체로 고령화 방향과 일치하지만, 중
요한 차이는 남성의 경우에 비해 여성에게서 고령화에 따른 임금변화
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35∼54세 연령층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
로 빨리 하락한다는 점이다. 이는 <표 2-3>의 추정결과에서도 연령층
[그림 2-9] 임금구조 변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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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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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장년층 남성과 강한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년
층 남성의 임금상승은 고연령층 남성에 대한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완성이 강한 청년층 남성
근로자의 경우, 고연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때 임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노동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3. 정년연장의 효과 예측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OECD보고서(Keese and Lee, 2002) 등에서
도 정년연장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즉, 부양비율이 높아지면서 근
로자 1인당 부양하여야 하는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의 많은 결정들이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년연장은 근로자수를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부양대상 인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옵션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미 <표 2-3>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
연령층의 노동시장 활용도를 높이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정년연장은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 고연령층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데,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 임금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각 근로자 유형의 노동공급이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 정년연
장이 가져올 효과가 무엇일지는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앞 절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해 정년연장의 효과를 추
정하기로 한다. 본 모형에서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정년연장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정년연장의 효과를 고연령층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공급의
증가는 고연령층(55세 이상 인구)의 인구가 20년에 걸쳐 10%포인트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정년연장의 효과가 점진적으
로 나타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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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 또는 노동공급함수에서 상수항( C S )
의 증가로 상정할 수 있다. 일례로 상수항 증가는 식 (11-1)과 (12-1)
을 참고로 할 때, 고용과 임금을 다음 식 (11-2), (12-2)와 같이 변화시
킨다.
S

ΔX t =-Δ C Η
S

-1

Β( Η -Β )

ΔW t =-Δ C ( Η - Β)

-1

-1

Η ············································ (11-2)

························································· (12-2)

위 식에 의하면, 정년연장 등을 통한 노동공급의 증가는 결국
Η

-1

Β ( Η -Β )

-1

Η 와 (Η- Β)

-1

에 의해, 즉 노동공급과 수요의 임금

탄력성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10]은 <표 2-3>의 추정결과에 준하여 정년연장으로 인해
고연령층 남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때 예상되는 고용 및 임금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55세 이상 남성의 경우
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부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
으로 추정된다. 2020년의 경우 정년연장의 효과로 55세 이상 남성의
노동공급이 10% 증가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는데 반해, 실제 고용 증가
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용효과
는 실제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반면 고연령층 남성의 노동공급 증가는 35세 이상 여성 근로자의 임
금과 고용을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35
세 이상 여성의 고용과 임금이 크게 변화하는 효과의 일부는 <표
2-3>에서 35∼54세 여성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고
추정된 결과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연령층 남성의 임금
이 하락하면, <표 2-3>의 노동수요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수요는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35∼54세 여성에서는 수요증가에 따른 임
금상승이 오히려 노동공급을 하락시켜 초과수요를 심화시키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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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용 및 임금의 변화
(1) 고용
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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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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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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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더 높은 임금상승 압력이 가해진다. 이 때 55세 이상 고연령층 여
성은 35∼54세 여성과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표 2-3 참
조), 그 노동수요는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고연령층 여성은
임금과 고용이 모두 위축된다.
이와 같이 여성의 고용과 임금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효과가 장년층
(35∼54세) 여성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이론과 다르게 음의 값으로
추정된데서 일부 기인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위 실험의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즉, 정년연장 등의 고령화 정책을
사용할 경우, 실제 노동시장에서 고연령층을 흡수하는 효과는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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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반면, 노동력간의 대체성(substitutability)에 따라 오히려
다른 유형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규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노동수요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
작업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

제4절 결 론

본 연구는 성․연령별로 여섯 유형의 근로자를 설정하고, 부분균형
적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해 각 유형에 대한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함수
를 추정하였다. 비록 체계는 일반균형 체계를 추구하지만, 총생산함수
에 투입되는 일부 생산요소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계로 인해
부분균형 체계가 불가피하였다. 이와 같이 추정된 노동공급 및 수요함
수를 통해 향후 20여년간 고령화로 인한 고용 및 임금의 변화를 예측
하고, 정년연장과 같이 특정 유형 노동력의 공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였다. 기본적으로 자료
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추정결과 하나 하나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구조를 무시한 채 하나의 함수만을 따로
떼어내 사용하는 방식의 결과 활용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된 결과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본문에서 언급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각 유형의 노동
수요가 서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즉, 생산함수에 있어
서 각 노동력은 때로는 대체관계, 때로는 보완관계에 있음으로 하여
일부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의 변화가 모든 노
동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 등과 맞물려 모든 노동력의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유형별 노동력 수요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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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비단 본 연구에서 간단히 다루어 본 정년연장의 효과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
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연금 개혁 등의 효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다루
어져야 한다. 연금 재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양비율이 높아짐에 따
라 청․장년층에게서 거두는 연금 기여액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점인
데, 이는 세후 임금소득의 변화를 가져와 각 유형 노동력 공급에 변화
를 가져오고, 이는 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전반적인 고용과 임금,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산(GDP)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고령화가 기정 사실임을 받아들일 때, 이를 대비한 정책의 필요
성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으나, 그 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견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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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령차별의 경제학적 이슈들: 문헌연구

이 글의 목적은 국내외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장기간의 근로관계를 요구하는 정규직에서의 연령차별과 관련
된 경제학적인 이슈들을 논하는 데에 있다. 연령차별이 성이나 인종
등 다른 형태의 차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측정상의 어려움에 있다.
성이나 인종과는 달리 연령은 생산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인적자본투자론, 장기인센티브계약이론 등 많은 경제학 이론
들이 채용시 고령자들을 기피해야 할 논거들을 제시함에 따라 외관상
연령차별로 보이는 많은 증거들이 사실상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소건수 면에서도 연령차별은 성이
나 인종차별과 비교하여 아직은 심각하지 않은 실정이며 나아가 연령
차별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조차 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차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기대수명의 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출생률의 저하 등
다양한 요인들로 향후 고령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점차 증가할 것
이며, 한국의 경우 그 속도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젊은 세대에 보다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고령자들에 대
한 전반적인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며 이는 곧 연령차별의 여건을 조
성하게 된다. 차별이 만연해 짐에 따라 차별기소건수는 증가할 것이며
고령자들은 점차 주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는 다시 세 가지 측면에서
의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 ① 국가 내의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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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② 주변화된 고령자들의 사회보장
을 다시 젊은 층에 부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며, ③ 고령자들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는 연령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불안
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차별의 증거를 제시하기가 다른
형태와 비교하여 훨씬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연령차별을 차별자의 ‘임
의대로’ 행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셋째, 외국의 경우 연령차
별의 전형은 차별주의 주관적 편견이 아니라 생산성과 관련된 통계적
차별인데 비록 법으로는 통계적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적어도 경
제학적으로 보면 통계적 차별도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고용주의
주관적 편견에 의한 연령차별도 존재할 환경이 설정되어 있다.
논의의 초점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다음에서는 제3장의 내용을 다음
과 같이 미리 요약해 본다. 첫째,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취
업 촉진정책보다는 비자발적 이직시의 연령차별금지를 통한 고령자 고
용유지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로 볼 때 고령자의 채
용을 기피해야 할 경제학적인 논거는 강하며 실제로도 고령자들은 재
취업이 용이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자료는 많다. 또한 재취업을 하더라
도 고령자들은 주로 저임금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
령자 채용기피 현상의 이면에는 기업의 준고정비용(quasi-fixed cost)
최소화 전략과 근로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직종에 있어서의 장
기인센티브계약이 있다. 또한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령차별의
문제가 보다 일반화될 경우 그 연령차별은 임금이나 채용보다는 해고,
조기퇴직, 직급정년제 등 비자발적인 이직을 통해서 주로 시현될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자발적 이직시의 연령차별금지를 통한 고령자
고용유지정책은 단순히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
서 고용유지를 통하여 고령자들의 자기부양 능력을 유지시켜 준다는
사회보장적 의의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고시의 불합리한 연령차
별을 방지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시장론적인 의의를 갖
는다. 유사한 맥락에서 직급정년제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관행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고령자들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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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주장은 임금을 근로생애의 관점이 아닌 횡단면적으로만 관찰한
통계적 환상일 수 있다. 연령별 임금과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들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론적으로 평가해 보면 장기
인센티브계약에 의하면 근로생애 후반에는 한계노동생산의 가치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며 기업고유의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근로생애 후
반에는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직종에 따라 노동
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는 특정 시점에서 횡단면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으며 근로생애를 통괄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고유의
인적자본론과 장기인센티브계약론의 현실 설명력의 여부를 떠나서 근
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장기적 근로관계가 필요한 직종은 존재하며 비
록 사후적으로는 기업환경의 외생적 변화에 의해 그 장기적인 근로관
계가 단절될 수는 있으나 사전적으로는 장기효율관계를 맺는 것이 바
람직하다. 평생직장의 파괴, 근로자-고용주 사이의 단기적 관계를 사회
적 규범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그 자체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나타내
지도 않는다.

제 1 절 연령차별에 대한 개괄

1. 배 경
인구의 고령화는 많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에 대한 관심
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
난 사람들이 50대 중반에 다다름으로써 이미 조기퇴직의 대상이 되었
고 곧 멀지 않아 정년에 다다름으로써 기대수명의 연장과 맞물려서 고
령화는 많은 대다수의 선진국들에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연금문제, 연령차별문제, 노동력 부족문제, 세대간 갈등문제 등 수
많은 이슈들을 사회 각계각층에 장기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속도는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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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앞서 언급한 요인들 외에도 상대적으로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고령화의 문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지불방식이 부과방식(pay-as-you-go)인 한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는 ‘현재의 출생률하에서’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상
승하지 않는 한 연금제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이 공통
된 예측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저투자 저성장으로 이어져 젊은 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다. 젊은 층에 대한 과
도한 부담은 연령차별의 토양을 배양시킬 수 있으며 세대간 갈등의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노동경제학적
이슈는 바로 연령차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차별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차별
은 시장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싹을 돋운다. 이러
한 면에서 임금, 채용, 승진, 해고 등 제측면에서 차별이 어느 정도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 차별의 종류가 성차별이든, 인종차별
이든, 연령차별이든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연령차별을 보는 시각과 연령차별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한다.
후술하겠지만 연령차별은 성, 인종, 결혼 차별 등 다른 형태의 차별
들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형태의 차별
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은 그 측정이 매우 어려우며 외관상 차별로 보이
는 다양한 양태들이 경제학적인 논리로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생산성이 연령 자체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로도 각종 차별로 기소된 건수들 중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는 소송건
수들의 비중은 연령차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측정상의 어려움으
로 인하여 임금, 채용, 승진, 해고 등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의 존재에 대
한 학문적인 연구조차도 미미한 실정이다. 차별의 증거를 제시하기 어
렵다는 사실 그 자체는 역으로 말하면 연령차별을 원하는 경우 ‘마음
대로’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록 몇몇의 연구에 불과하지만
연령차별의 증거를 제한적인 의미에서나마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도 존
재한다. 이 모든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비록 현재로서는 그 심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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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태의 차별과 비교하여 낮다고 할 수는 있지만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조만간 어느 형태의 차별 못지않게 커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연령차별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머지 않아 나
타날 것이지만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라고 본다.
흔히 고령자 문제를 논할 때는 핵심연령층과 비교하여 고령자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든가 신규채용의 기회가 적다
는 등 고령자들의 주변화 현상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지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고령자들의 주변화
의 원인규명은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연령차별에 초점을 두면서 고용주-근로자 사이에 장기간의 근로관계
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으로 정규직의 성격을 갖는 노동시장에서 연령
이 어떠한 경제학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을 이
용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령차별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외
국에서조차 연구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급속하
게 부각될 이슈로서 이에 대한 정의, 실태분석, 법제화 등 각 분야에 있
어서 현재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성급히 내려본다.

2. 연령차별이 다른 형태의 차별들과 다른 점
연령차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연령차별이 성
이나 인종차별 등 그 밖의 형태의 차별들과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다른
가를 논하는 것이다. 다음의 논의는 연령차별에 대한 활용상의 정의
(working definition)와 측정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직․간접적
인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1)
첫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고령화될 것이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에 비해 성이나 인종 면에서는
결코 상대편의 입장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차별자의 감정
1) 상대적으로 최근의 논문인 Johnson and Newmark(1997)도 연령차별에 대한
측정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의 연구가 얼마나
초보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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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응은 매우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에서 연령차별의 문제
는 상대적으로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왜 연령차별의 이
슈가 그다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유들 중의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연령차별은 성이나 인종차별과 비교
하여 차별을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성이나 인종은 생산성과는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순수한 생물학적인 차이만을 나타내는 데에 비해 연
령은 그 자체가 생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연령
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생산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직종에 따라 다
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고령화는 육체적 힘, 순발력, 시력 등 생물학적인
능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반면 연령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경
험과 지식의 축적,2) 조직 사이의 네트워킹 능력향상, 조심성의 증가 등
생산성 증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의 등장이 고령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적응하
기 어렵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기술의 등장으로 노동생
산성이 과거와 비교하여 물리적인 힘에 덜 의존하게 됨으로써 고령자
들의 생산성 면에서의 비교우의를 더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
실이다. 차별측정 방법 면에서 볼 때도 예를 들어 임금 측면에 있어서
의 성차별에 대한 연구에서는 흔히 생산성과 관련된 개개인의 관찰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간의 임금격차
를 차별의 증거로 제시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을 연령차별
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 중에 연령과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너무 클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3) Jablonski, Junze,
and Rosenblum(1990), Sterns, Sterns, and Hollis(1996) 등은 연령과
2) 이 때 말하는 경험과 지식에는 노동경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총경력, 근속
연수, 교육연수 등으로도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3)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차별과 관련된 소송건수는 다른 형태의 차별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고용주로서도 특정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
는 증거를 제시하기가 다른 종류의 차별의 경우보다는 용이하다. 예를 들어
채용시에도 고령자들의 학력은 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육의 내용이
최근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을 기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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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과의 관계가 전반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다양한 형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성이나 인종 면에 있어서의 임금차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차별은 일차적으로 직종의 분리를 통하여 시현되는 것이
지 동일직종 내에서 관찰가능한 특성이 같은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적
으로 임금차별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연령문제에서는 직
종의 분리현상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의 직종에서 대부분의 직급을 두루 거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연
구들도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채용, 승진, 해고 등 고용측면에서의 연
령차별을 다루고 있다.4)
넷째, 측정 문제를 떠나서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염
두에 두면 연령차별에 대한 활용상의 정의(working definition)를 내리
기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다. 비교정태적인 관점에서 연령계층 사이에
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경우 동태적으로 보면 균형의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서 어떤 고
용주가 생산성과 관련하여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동등한 고령
자를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러한 형식의
연령‘차별’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대
한 대표적인 논거들로는 Lazear의 장기인센티브계약이론과 기업고유의
훈련, 비임금인건비(non-wage cost) 등 준고용비용(quasi-fixed costs)
4) 예외적으로 Hellerstein et al(1999)는 생산함수와 임금함수의 추정과 비교분
석을 통하여 연령차별이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였다. 이들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연결시킨 데이터를 만들어서 미국의 제조업에서의 사업장 단위의
생산함수와 근로소득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집단간 생산성
차이와 임금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흔히 집단간 임금차별을 연구할 때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생산성 변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육, 경력 등 개인 변수를 그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사용하여 왔었다. 이와 비교하여 Hellerstein et al.의 연구는 생산성 변수를
직접 측정하여 사용하였다는 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진일보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그들은 장년층(35∼54세)과 고령층(55세 이상)의 경우 생산
성과 근로소득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다음의 각
주 11)에 제시된 다양한 이론들 중 일반적인 인적자본이론(general human
capital)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며 나아가 임금에서의 연령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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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모든 이론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장기인센티브계약론에
따르면 주어진 생애근로기간 동안 근로자들로부터 최대의 노력을 유도
해 내기 위해 젊을 때는 한계생산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근
로생애 후반에는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주와 안정적인 장기계약을 맺을 수 있는 유인이 있고 고용주도 이
러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로자들의 근로감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효율적인 시스템은 여러 가지 형태의 ‘연령차별’을 만들어낸
다. 우선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장
기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고령자들은 예상근로기간이 짧아서
이러한 장기계약을 맺을 유인이 적다. 이는 채용 면에서 기업주들로
하여금 고령자들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특정 시
점에서 보면 젊은 근로자들은 그들의 한계생산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임금차별을 받는 것처럼 보이며 고령자들은 한계생산가치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우대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고령자들의
이러한 ‘우대’ 현상은 상황에 따라 고령자들을 부담으로 인식하게 하도
록 한다. 이는 다시 정리해고시 고령자 우선해고의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인센티브계약에 따르면 젊은 층이 한계생산가치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과 근로생애 후반에 있는 고령자들이 한계생산
가치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근로생애 전체를 두고 계약한 결과
나타난 횡단면적인 특성에 불과하다. 나아가 후술하겠지만 특정 연령
에 이른 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직시키는 정년
퇴직제도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장기인센티브제도를 유지시켜 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한편 차후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준고정비
용의 존재도 장기인센티브계약처럼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장기적 근
로관계를 필요로 하며 근로생애 전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전적 보
상을 지불하다가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해주는 소위 ‘지연
보상체계(delayed compensation or back-loaded compensation)를 만들
어 내고 유사한 논거로 고령자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다.5) 이처럼 외관상 ‘차별’로 보이는 현상들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경
제적 득에 의해 종종 정당화되는 현실 또한 연령차별 이슈가 다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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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차별과 비교하여 그다지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
다. 또 다른 측면에서 채용시 고령자들을 차별한다는 것 혹은 중고령
자들을 조기에 퇴직시킨다는 것 자체가 젊은 층을 더 채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믿음 또한 왜 연령차별에 대한 관심이 적었는가를 설명한
다. 그러나 계속 전개될 내용이지만 고령자들을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청년층에게 혜택을 주는 길이 아님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결론
이다.
다섯째, 고용평등법이나 적극적 조치계획(affirmative action plans)
들을 적용시키기가 다른 형태의 차별과 비교하여 쉽지 않다. 일반적으
로 적극적 조치계획을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부에서
소수그룹의 비중을 계산한 후 그 수치를 그 기업이 처해 있는 외부 노
동시장에서 소수그룹의 비중과 비교하여 낮을 경우 그 비중이 같아질
수 있도록 기업 내부의 소수그룹의 비율을 축차적으로 증가시켜야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조치계획도 연령차별의 경우는 적용시키기
가 쉽지 않다. 기업마다 차별이 아니더라도 연령구조를 달리 가져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
여섯째, 차별의 형태 면에서 볼 때 성이나 인종차별의 경우는 고용
주, 소비자, 혹은 동료 등 차별자(discriminator)의 편견에 의한 차별과
통계적 차별 두 형태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 실증연구 결과인데 연령
차별의 경우는 편견에 의한 차별은 드물며 전형적으로 통계적 차별이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연령차별의 경우 편견에 의한 차별이 드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연령대를 다 거
5) 일반적으로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이유로는 일반적인 훈련
(general training), 직업고유의 훈련(job-specific training), 그리고 인센티브
계약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인 훈련에 의하면 한계생산성과 임금은 같은 비
율로 증가하고, 직업고유의 훈련에 의하면 임금의 증가율은 한계생산성의
증가율보다 낮은 반면, 장기인센티브계약에 의하면 임금의 증가율이 한계생
산성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 밖에도 Loewenstein and Sicherman
(1991)과 Frank and Hutchens(1993) 등의 강제저축모형(forced-saving
model)에 따라서도 임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상승하게 된다. 이 모든 모형들
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장기적 근로관계를 전재로 하기 때문에 채용시
고령자들을 기피할 유인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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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 때문이다.

3. 연령차별의 중요성
연령차별은 현재까지 그다지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Johnson and Newmark(1997)의 연구에서 인용한 바에 따르면 1990년
한 해 동안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접
수된 차별기소건수는 10,485건으로 동년 성 및 인종차별과 관련하여
접수된 건수 43,532의 약 25%에 불과하다. 필자가 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약 10년 후인 2000년에 접수된 연령차별 기소건수는
15,000여건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 중 약 60%는 증거불충분으로 기
각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다른 형태의 차별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이 그
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데에는 주위에서 쉽게 접하는 통계들 면
에서 볼 때 고령자들의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한 몫
을 한다. 우선 Friedman(1984)은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이라는 측면에
서 보면 성과 인종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연령의 경우는 그다지 심각하
지 않다고 하였다. 정규직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은 고령자들이 (적어도
중고령자)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젊은 층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은 적어도 50대가 되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비근로소득도 높으며(Hurd, 1990), 실업률도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통
계를 떠나서 Lazear(1979)류의 연구들은 연령에 근거한 퇴직을 불법화
하는 법령을 경제학적인 논거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
이 측정상의 어려움은 연령차별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가장 중요한 이
유들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어느 국가에서도 연령차별
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성이나 인종차별의 경우보다 낮다는 사실도 연
령차별의 이슈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단순한 실업률이라는 면에서 보면 고령자들의 문제는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 통계청에서 보고하고 있는 최근의 연령별 실
업률을 보면 연령그룹대가 증가할수록 실업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다만 50∼59세 그룹의 실업률은 45∼49세 그룹의 실업률보다 높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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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의 효과를 추측하게 한다. 이와 대비하여 청년실업률 문제가
빈번하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도 우선 공식 통계상에서 나타나는 실
업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동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최근의 임금통계를 보면 비록 월급여 총액은 50∼54세 그룹부
터는 점차 감소하지만 단순비교를 통해서 보면 적어도 청년층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 보인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증가하
여 시간당 급여라는 기준에서 보면, 고령층 상황은 중장년층과 비교하
여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당 급여에서조차도 60세 이
상 그룹의 수치는 24세 이하 그룹의 수치보다는 높으며 50∼54세 그룹
의 시간당 급여도 30세 미만의 어느 그룹보다도 높다. 근속연수를 보
면 44∼49세 그룹을 정점으로 하여 50∼54세 그룹부터는 점차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비록 시사적인 차원이기는 하지
만 왜 고령화의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사회 이슈화되고 있지 않는가
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고령화와 관련된 피상적인 한 단면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령차별은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본다. 첫째는 상황 논리로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대수명의
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특히 한국의 경우) 출생률의 저하 등
다양한 요인들로서 향후 고령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점차 심각하
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6) 우선 고령화는 젊은 세대에 보다 큰 재정
적 부담을 안겨주어 고령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
며 이는 곧 연령차별의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로서 측정이 어렵
다는 사실은 이러한 연령차별의 여건을 더욱 조성시킨다. 차별이 만연
해 짐에 따라 차별기소건수는 증가할 것이며 고령자들은 점차 주변화
되어 갈 것이다. 이는 다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불러일으킨
다. ① 국가 내의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② 주변화된 고령자들의 사회보장을 다시 젊은 층에 부담
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며, ③ 고령자들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분
6) 예를 들어 Gunderson(2003)은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향후 고
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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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연령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연령차별에 별도의 관심을 가져야 할 두번째 이유는 차별의 증거를
제시하기가 다른 형태의 차별과 비교하여 훨씬 어렵다는 면에 있다.
차별의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사실 그 자체는 역으로 말하면 연령
차별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로서 외국의 경
우 연령차별에 대한 처벌은 다른 형태의 차별과 비교하여 약한데 이
역시 연령차별을 크게 부담으로 여기지 않을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일
조하고 있다. 처벌의 수위가 낮은 이유는 다시 차별에 대한 감정적 반
응이 연령차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증거제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제시된 증거로 (따라서 사실이 아닐 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거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연령차별에 대한 활용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측정 방법을 개발할수록 차별을 할 경우 간파될 확률은 증가할 것이며
처벌수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령차별을 예방하는 데에 도
움을 줄 것이다.
셋째로 외국의 경우 연령차별의 전형은 차별자의 주관적 편견에 의
한 차별이 아니라 생산성과 관련된 통계적 차별이지만 한국의 경우 고
용주는 일반적으로 ‘고령자’를 그 자체로서는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있어서 편견에 의한 차별도 사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연령에 대
한 편견이 존재할 수 있는 풍토로서는 전통적으로 모든 단체 생활에서
고연령자가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아왔다는 사실과 최근의 위기의 원인
을 기성세대의 잘못된 관행들에서 찾는 과정에서 생긴 고령자들에 대
해 전반적이면서도 막연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
된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에서 고령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CEO의 평균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도 고령자들
을 부담으로 인식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장지연, 2002)은 기업들
의 고령자 기피현상의 원인들 중의 하나를 직급과 연령을 분리해서 생
각할 수 없는 한국 특유의 문화에서 찾고 있다. 사실 통계적 차별은 기
업의 최적화 행위로서 설명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정부 개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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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편견에 의한 차별은 경제학적으
로도 반차별법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7) 보다 극단적인 효용
주의자들은 편견에 의한 차별조차도 정부의 개입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차별행위 자체가 차별자(discriminator)의 효용을 증가
시키며 이 차별자의 효용은 ‘주어진 것’이어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것
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별행위뿐만 아니라 이윤도
차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며 차별행위와 이윤이 어느 정도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비로운 정부가 차별을 금지시킴으로써 피차별자의 효용
은 물론 차별자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경우 차별금지법은 그 당
위성을 갖게 된다.8) 나아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향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이러한 고령자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심화시킬 것으로 추측
된다. 또한 통계적 차별에서 조차도 그 이슈가 연령차별일 경우는 단
순히 횡단면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통계의 의미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하게 논하겠다.

7) 미국의 경우 공익과 관련된 일부의 직종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차별도 법적으
로 금지되고 있다.
8) 이는 마약 금지 효과와도 유사하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효용함수에는
마약의 복용과 소득 모두 있다. 정부의 관심은 (경제학적으로는) 마약 중독
자가 마약을 계속한다는 조건하에서의 극대화된 효용과 마약을 끊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극대화된 효용 중 어느 것이 더 큰가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극단적 효용주의자들은 마약 중독자도 이미 그 효용비교를
해서 마약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차별자도 차별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극대화된
효용이 어디서 더 큰가를 이미 비교하고 차별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
에 정부의 간섭을 부정한다. 그러나 차별행위, 마약행위를 그렇게까지 합리
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성격의 논쟁의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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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령차별의 경제학적 이슈들

1. 정년퇴직과 연령차별
가. 정년퇴직과 연령차별
적어도 법적인 면에서 정년퇴직을 연령차별로 보는가는 국가마다 다
르다. 미국의 경우는 1968년 제정된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ADEA)에서 40∼65세 사이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령차별을 금지시
켰고 그 후 1978년 수정안에서는 70세 이전의 정년퇴직을 금지시켰으
며 1986년 수정안에서는 그 상한선을 아예 폐지하였다.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정년퇴직제도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65세로 인정하고 있
다. 홍콩은 정년퇴직제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연령차별을 금지
시키는 법도 제정하고 있지를 않아서 미국과는 다른 또 하나의 극단적
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도 정
년퇴직 연령은 다르지만 정년제 자체는 존재한다.
정년퇴직제도가 연령차별인가에 대한 경제학적인 논거는 간단한 것
이 아니다. 현 이슈를 제기할 때 우선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떠올리는
논거는 Lazear류의 장기인센티브계약이론이다.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주어진 생애근로기
간 동안 근로자들의 근무태만(shirking)을 방지하고 최대의 노력을 유
도해 내기 위해 근로생애 초반에는 한계생산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
는 대신 근로생애 후반에는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인
센티브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암묵적인 계약으로
서 우선 이러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자
발적으로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회계(accounting)상에서 각 주체는 이 계약을 성립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득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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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의 득은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방지 내지 노력의 증가와 감독비용
의 감소에 의한 잉여(surplus)의 창출로부터 나온다. 이 잉여를 고용주
와 근로자들이 나눔으로써 양자 모두 장기인센티브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득을 얻을 수 있다.9) 물론 근로자의 목적함수
는 효용이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득은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아울러
위험기피 성향을 갖는 근로자는 안정적인 장기계약을 맺음으로써 추가
적인 효용의 증가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장기인센티브계약은 고용주
와 근로자간의 암묵적 계약이며 이러한 암묵적 계약하에 일하는 근로
자들의 연령-임금곡선(age-earnings profile)은 우상향할 것이다. 이러
한 지연보상(back-loaded compensation)체계10)는 근로생애의 후반에
다다라서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만약 근로자들의 수명이
무한대라면 이 암묵적 계약은 시작부터 유지될 수 없었던 성격의 것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정년퇴직제도이다. 결국 Lazear
의 효율적 계약을 유지시키는 두 축은 근로생애의 후반에 상대적으로
큰 보상을 해주는 지연보상 인센티브시스템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정년퇴직제도이다. 이러한 장기인센티브계약
의 필요성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로성과를 감독하기 어려운
업종일수록, 기업고유의 인적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업종일수록,
따라서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해 있고 사내 훈련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
일수록 이러한 장기인센티브계약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전반적으
로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근무태만과 빈번한 이직을 방지하여 인적자
본의 축적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효율성을 증가시키
게 한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장기인센티브계약이 어떻
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해 보자.
이러한 장기인센티브계약은 장기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
이다. 만약 특정 시점에서 고용주가 인건비 절감의 목적으로 일정 연
9)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정 고용주와 장기인센티브계약을 맺었을 때 발생
하는 득이 그 밖의 다른 어떠한 고용주와 장기인센티브계약을 맺었을 때 발
생하는 득보다 커야 할 것이다.
10) 이때 보상이란 임금, 연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적인 혜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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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넘은 고령자들의 임금을 삭감한다면 단기에서는 비용절감의 효과
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 계약관계가 파괴됨으로써 근로자
들의 근무태만과 빈번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하여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역으로 정년퇴직제도를 폐지하면 순간적으로는 폐지될 당시
에 정년에 다다른 고령자들에게 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기업들은
높아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인센티브계약 자체를 파괴하게 되
고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장기적인 안정적인 관계는 쇠퇴하
게 되어 차세대 근로자들에게 영속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된다
(Lazear, 1979: 1283∼1284). 비록 그 약속은 암묵적인 것이지만 기업들
이 실제로도 장기인센티브계약대로 행동한다는 증거가 있다(Lazear
and Moore, 1984; Medoff and Abraham, 1980).11)
그러나 이 효율적인 시스템은 어느 한 단면만을 보면 여러 가지 형
태의 ‘연령차별’을 만들어낸다. 첫째,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장기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고령자들
은 예상근로기간이 짧아서 이러한 장기계약을 맺을 유인이 적다. 이는
신규채용 면에서 기업주들로 하여금 고령자들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작
용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Hutchens(1988)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
었다. 그러나 Heywood, Ho, and Wei(1999)의 연구는 신규채용에 있어
서의 이러한 고령자 채용기피현상이 반드시 연령차별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산업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한 Hutchens의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기업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 내에서 요구
되는 숙련수준이 높을수록, 지연보상시스템(back-loaded compensation)
이 발달해 있을수록, 사내에 장기근속자들의 비중이 높을수록(고령자
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연금제도가 있는 경우, 기업이 기대하는
11) 기업들이 장기인센티브계약 방식대로 행동하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흔히 임금곡선의 기울기와 생산성 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Medoff and Abraham은 미국에서 두개의 대표적인 대규모 기업에서의 관
리 및 전문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근로소득과 경력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개개인의 성과와 경력은 상관관계가 없거나 부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흔히 임금함수에서 말하는 경력의
한계수익률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업고유의 인적자본보다는 장기인센티브계
약이 더 큰 역할을 함을 말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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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근속기간이 길수록 신규채용자들 중 고령자의 비중은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eywood et al은 홍콩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연구하
였는데 홍콩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어떠한 법
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발견들은 정부의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니
라 순수하게 기업의 최적반응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령자들
의 채용기피 현상은 기업 내의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근로감독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대응결과라는 것
이다.
둘째, 장기인센티브계약하에서 특정 시점에서 보면 젊은 근로자들은
그들의 한계생산보다 낮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임금차별을 받는 것처럼
보이며 근로생애 후반에 있는 고령자들은 그들의 한계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고령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마치
‘부담’인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외관상 나타나는 ‘차별’
은 효율적 장기인센티브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횡단면
적인 특성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논의해 보자. 앞서 언급
하였듯이 장기인센티브 시스템의 도입으로 발생한 잉여는 고용주와 근
로자 사이에서 나누어지게 된다. 근로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특정 기
업에서의 근로생애 동안 받게 되는 총근로소득의 현재가치가 다른 고
용주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 발생할 현재가치보다 큰가에 있는 것이지
생애 동안 근로소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패턴을 가지며 발생하
는가에 대한 관심은 이차적이다. 이에 고용주는 같은 수준의 현재가치
를 유지하면서도 근로생애 초반에는 근로자들의 한계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후반에는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태만 및 빈번한 자발적 이직을 방지하고자 한다. 역으로 말하면 이러
한 지불방식 자체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현재가치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셈이다. 이러한 내용의 계
약은 비록 암묵적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자기실현된다
(self-enforced). 첫째, 이러한 계약은 고용주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근로생애 후반에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전적인 보상을 누릴 때
까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근로자들을 자발적으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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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일 것이다.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누가 장기간 회사에 남아 있으
려고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고용주들에게 있어서 이러
한 인센티브시스템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향을 나타내도록
하는 신호(signaling) 메커니즘의 의미를 갖는다. Allen, Clark, and
McDermed(1993)은 퇴직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
대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발적 이직률이 낮은 이유는 이직에 따라
잃게 될 연금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표본의 선택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 일단 장기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면 근로자들은 근로생애 후반에
발생할 금전적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한다. 이는 곧 총
보상수준의 현재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고용주도 감독기능
을 강화할 필요를 덜 느낄 것이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들의
성과를 관찰함으로써 근로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되기 때문이다.12) 이러한 효율적 계약관계로 인하여 특정 시점에서 고
령자들의 임금은 그들의 한계생산물의 가치보다 높게 나타나며 더구나
할인율을 고려하면 미래의 한계생산성을 넘은 임금의 초과분은 현재의
임금을 넘은 한계생산성의 초과분보다 더 커야 할 것이다.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이 정년퇴직제도 자체는 이러한 인센티브계약
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데 이처럼 정년퇴직을 근로생애를
통한 계약관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퇴직시점에서 횡단면적으로만 보
면 연령차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생산성이 같거나 더 우월하다고 하
더라도 고령자라는 이유로 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논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고용주는 고령자들의 임금이 그들의 한계생산
물의 가치보다 높으므로 장기인센티브계약을 맺은 후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다다르면 단기적으로는 해고를 할 유인이 생긴다.13)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로는 고용감축시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들부
12) 이러한 보상체계가 균형상태이기 위해서는 근로생애 초반에 발생하는 노동
의 한계수입 생산(Marginal Revenue Product)이 금전적 보상을 초과하는
양의 현재가치가 후반에 발생하는 금전적 보상이 한계수입 생산을 초과하
는 양의 현재가치와 같아야 한다.
13) 그 시점이란 그 근로자가 남아서 기업에 공헌할 한계생산물의 현재가치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임금의 현재가치가 같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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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연공서열 적용(seniority rule), 연금수급 자격
연령의 하한선 철폐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연
금수급연령 직전에 근로자를 조기퇴직시킬 유인이 있는 데 하한선을
철폐할 경우 그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고용주들이 암묵적 계약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이 장기인센티브계약을 ‘악용’할 소지는 없는가? 정년퇴직에
다다른 근로자들은 한계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계속
현재의 조건에서 근로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들을 모두 유지시키는
고용주에게는 크나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년퇴직제도인 셈이다. 다시 말해 정년퇴직
제도는 특정 시점에서 횡단면적으로 평가하면 ‘퇴직하기를 원하지 않
는 근로자를 특정 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라는 이유로’ 강제퇴직시킴으
로써 연령차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생애근로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
자와 고용주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효율적 인센티브제도를 유지하게 하
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는 특정 연령에
다다르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하며 그 후의 재취업은 상당히 고
통스럽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Lazear는 정년퇴직을 포함하여 일
체의 연령차별을 금지시키는 연령차별금지법의 도입이 기존의 장기인
센티브계약제도의 쇠퇴를 가져오지 않을까를 우려하였다. 더구나 연령
차별금지법은 그 이전에 유지되어 오던 정년퇴직 시점 이후에도 연령
에 의한 임금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어서 고용주의 부담은
매우 가중될 것으로 보았다. 더구나 이러한 부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
는 고용주들은 고령자들의 채용을 더욱 꺼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
슈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나. 연령차별금지법(정년제도 폐지)이 주는 경제학적인 효과분석
정년퇴직제도의 폐지는 외국의 경우는 연령차별 철폐의 성격을 강하
게 띠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연령차별 이상으로 연금수급 불균형의 문
제, 노인복지 문제 등 다른 이슈들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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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이든지간에 정년제도의 철폐 내지 연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된다.
앞에서 우리는 Lazear의 장기인센티브계약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축이 지연보상체계와 정년퇴직제도라고 하였다. 바로 이 정년퇴직제도
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장기인센티브계약의 성립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Lazear의 우려는 정년퇴직제를 폐지할 경우 고령자들로 하여금
폐지 당시에 일회에 걸쳐 다소의 득을 보게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
센티브계약 자체의 존립기반을 잃게 하여 모든 근로자들과 기업들에게
는 상당한 그리고 지속적인 효율성 감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해고와 임금 및 일체의 노동행위에 있
어서의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연령차별금지법 자체는 오히
려 장기인센티브계약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노동시장의 효
율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논거가 있다. 우선 상황 논리로 볼 때 정
년퇴직 자체가 개개인의 은퇴시점을 결정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Burkhauser and Quinn, 1983). 실제로 개별
기업들은 정년이 도달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
공하면서 개별 근로자들의 조기퇴직을 종용하고 있다(Gustman and
Steinmeier, 1986). 개별 근로자 차원에서도 정년에 다다르기 전에 자
발적으로 은퇴하는 경우도 많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로서 Parnes and
King(1977)과 Hutchens(1988)는 해고시에 연령차별이 존재한다고 하
였다. 즉,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퇴직 시점 이전에 이
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년퇴직제도
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이러한 현실에 큰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Newmark and Stock(1999)도 주장하였듯이 이
경우 해고를 포함한 일체의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을 금지시키
는 연령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그 법의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Lazear식
의 인센티브계약을 성사시켜 노동시장에 효율성을 더해 줄 수도 있다.
그것은 연령차별금지법이 기업들로 하여금 한계생산가치보다 높은 임
금을 주어야 하는 고령자들을 연령에 기초하여 해고시키는 것을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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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costly) 하기 때문이다.14)
결국 정년제 폐지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장기인센티브계약의 성립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연령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법
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정년제 폐지는 연령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인데 그 효과는 현
노동시장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국가마다 다소 다를 것이다. 만약
현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해서 퇴직을 하고
근로생애기간 동안에 인센티브 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정년제의
폐지는 이러한 효율적 시스템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 조기
퇴직, 직급정년제가 일반화되어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 해고시 연령차
별이 존재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비자발적
으로 퇴직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정년제의 폐지 자체는 현 노동시장
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전반적인 연령차별금지법의 강
화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Newmark and Stock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노동시장의 경우 정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연령
차별금지법의 시행은 오히려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를 결속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하였으며 법의 시행 이후 Lazear형태의 장기인센티브계약
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한다.15)
14) 회계상으로 보면 기업들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 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잔
여근로생애 동안의 총보상액의 현재가치가 그 근로자의 같은 기간 동안의
총한계생산의 현재가치보다 높게 될 때마다 그 개인을 해고시킬 유인을 갖
는다.
15) Newmark and Stock도 이러한 연령차별금지법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가설
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이 연령-임금 곡선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으로써 평가하였다. 만약 장기임금계약이 강화된다면 법이 통과된 후에 노
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평균기울기는 더 급해질 것이고 만약 연령차
별금지법이 그러한 계약의 성립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평균 기
울기는 완만해질 것이다. Newmark and Stock은 미국의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연령차별금지법은 고령자들의 상대적 고용량을 증가
시켰으며 보다 중요하게 연령차별금지법은 연령-근로소득 곡선의 기울기를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그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이 근로자-고용주 사이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장기인센티브계약을 촉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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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국의 연구들은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제 연장
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한국의 경우
도 조기퇴직, 정리해고, 직급정년제 등의 역할에 의해 사실상 개별 근
로자들의 대부분이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박경숙(2000)이 인용한 바에 의하면 1995년 말 경영
자총협회가 4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과반수의 기
업이 55세를 정년으로 택하고 있으며 약 3분의 1은 56∼59세를 정년으
로 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상의 정년이지 실제 개별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시점은 아니다. 장지연(2002)은 고령자들의 은퇴
연령과 과정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은 일생동안 갖게 되는 직업들 중 주직
(main job)에서의 퇴직행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정년퇴직 실태에 대
한 엄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무원, 교직 등 일부의 직종을 제
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미 정년 이전에 비자
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정년의 연장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정년의 법적인 연장이 이론적으로는 조기퇴직에 따른 보상수
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연령에 근거한 비자발적 이직을 어렵
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것이 기업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것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구속력이 있다고 해도
각 기업 및 직종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도입되는
정년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정년
연령이 특정 직종에 있는 기업주들에게 최적일 경우 일률적인 정년의
연장은 그 고용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결국 직종을
구분하지 않은 정년의 연장은 실효성이나 효율성 어느 면에서도 바람
직하지 않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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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과 연령차별
시사적인 차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듣게 되는 ‘연령차별’은 채용시의
차별일 것이다. 고령자들의 재취업 기회가 매우 적다는 증거는 Hutchens
(1988)에 의해 잘 지적되었다. Hutchens(1986)은 또한 그 원인을 장기
인센티브제도 자체에서 찾고 있다. 장기인센티브하에서는 채용비용이
높아 기업은 이러한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고령자들
의 채용을 지양하고 젊은 층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Heywood et
al(1999)의 결론도 Hutchens(1986)과 근본적으로 같으며 Hirsch et
al(2000)은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연금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직종에서
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Garen et al(1996)은
연금을 포함하는 일체의 부가급부(fringe benefits)에서 차별을 금지하
는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기업은 젊은 층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고 한다. 결국 고령자 채용기피 현상은 반드시 연령차별의 증거는 아
니며 기업들이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발생하는 ‘필
요악’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결과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면서 신규채용을 둘러 싼 연령차별 이슈들을 논한다.
우선 엄밀한 분석 이전에 각 나라의 통계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
은 고령자들을 상당규모로 고용하고는 있으나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
들 중의 고령자의 비중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신규로 채용
되는 고령자들은 특정한 직종 내지 특정한 산업에 제한되어 있으며 대
부분의 기업들은 젊은 층을 주로 채용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고령자들의 구직활동기간을 증가시키거나
노동시장참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들
이 젊은 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이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고령자 채용기피 현상이 장기적인 사내훈련을 촉진시키
고 젊은 층의 노력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최적의 전략
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 경우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은 필요가 없을 것
이다. 후술하겠지만 통계적 차별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젊은 층의 선
호가 만약 고용주의 고령자들에 대한 주관적인 차별적 편견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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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이러한 요인들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
두 요인들을 보다 상세하게 논의해 본다.
우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젊은 층을 선호하
는 경제학적인 논거는 무엇일까? 우리는 앞서 이미 장기인센티브계약
의 성사가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장기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계약의 체결을 위해 고용주는 고령자
들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이와
는 다른 각도에서 고령자의 채용기피 현상을 기업의 비용 최소화의 관
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정년퇴직의 문제가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퇴직시점에 대한 문제라면 비용최소화의 문제는 신규채
용자들의 선택문제와 관련된다.
사내 직업훈련(job-specific training)의 필요성이 고령자들의 취업기
회를 줄이는 역할에 대해서는 Hutchens(1988)에 잘 정리되어 있다. 직
업훈련이 일반적인 성격을 띠는(general training) 직업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얻은 기술을 근로생애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즉
그 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으므로) 젊은
근로자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이 있다. 반면 상당한 정도의 직업고유의
훈련(job-specific training)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기업에게는 상당한
고정비용을 안겨주는데(Oi, 1962) 이 비용은 근로시간이라기보다는 근
로자수의 함수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기업들이 이러한 ‘준고정비용
(quasi-fixed costs)’을 최소화시키는 길은 젊은 층을 채용함으로써 채
용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고유의 훈련도 장기인센티브
계약과 마찬가지로 근속기간-근로소득 곡선은 우상향하게 만드는데16)
이는 근로자들이 훈련의 ‘비용’과 이에 따른 차후의 수익을 고용주와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ecker, 1975). 따라서 직업고유의 훈련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근속기간을 중요시하므로 고령자들의 채용을 꺼릴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고령자들의 채용기피 현상은 기업들의 이
윤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고령자 채용기피에 대한
16) 각주 5)에 설명되어 있듯이 그 기울기는 한계노동생산선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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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위적인 간섭은 효율성 면에서는 그 당위성을 잃게 된다.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준고정비용은 다양한 차원에서
의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 발생한다(Scott, Berger, and Garen, 1995).
미국의 경우 연방세법은 고령자들에 대해 연금 및 의료보험 등의 부가
소득(fringe benefits)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한다. 이러한 일률적인
부가소득 비용도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수의 함수이므로 역시 준고정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금 및 의료보험 비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고령자 채용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고령자들의
임금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 규제된다.
이는 한편에서는 지연된 보상체계를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
해’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연금 및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부가소득 비용이 젊은 근로자들에게는 낮으며 고령자들에게는 높으므
로 젊은 근로자들보다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득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논리로는 이것 자체가 근로자-고용주 관계를
효율적으로 맺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문제는 과연 이
처럼 정부가 ‘강제적으로’ 설정한 지연된 보상체계가 기업이 원하는 정
도와 형식의 체계인가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준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은 채용
의 횟수를 줄이게 된다. 즉, 기업은 비록 고령자들을 고용은 하고 있지
만 신규채용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Heywood, Ho, and Wei(1999)는 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에 대한
흥미있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1996년 홍콩의 기
업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고령자들의 취업기회가 취업하
고자 하는 직업의 기술 및 훈련에의 요구 정도 및 지연보상체계
(back-loaded compensation)의 존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힌다.
연구의 초점은 고령자들의 채용을 저해하는 경제적 요인들을 식별해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홍콩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연
령차별금지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연금 및 의료보험 등 부가소득(fringe
benefit)도 기업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의 연구
결과는 정부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전략적인 행동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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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17) 추정결과 기업 내
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연보상시스템이 존재할
수록 고령자들을 채용할 가능성은 낮아지며 또한 사내에 장기근속자들
의 비중이 높을수록(고령자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연금제도가 없
는 경우와 비교하여 있는 경우, 그리고 기업이 기대하는 예상근속기간
이 길수록 신규 채용자들 중 고령자의 비중은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결국 고령자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훈련의 필요성과 근로
감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자연스러
운 대응이므로 정부의 어떠한 인위적인 간섭도 효율성의 상실만을 가
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비용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서의 고령자 채용기피 현
상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는 앞
서 기업들이 지연보상체계의 설정으로 근로감독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자 한다는 것을 논하였다(Hutchens, 1986, 1988; Lazear, 1979, 1981).
이 경우 고령자들의 예상근속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연보상체계에 의해 동기유발될 수 없으므로 장기인센티브계약 체결
을 통해 근로감독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용주들은 고령자들의 채용을
기피할 것이라는 예측도 다루었다.18) 나아가 근로생애 초반에는 상대
적으로 낮은 보상을 지불하다가 후반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해주
는 지연보상제도 자체도 기업에게는 특정한 형태의 고정비용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우선 기업들이 지연보상제도를 고의로 악용할 것이라고
근로자들이 믿는다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그
반대급부로서 근로자들은 보상수준의 증가를 요구할 것이며 그 우려가
심해질수록 근무태만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안겨줄 것이다. 이 비용 역시 사람수에 연동하므로 기업들은 채용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령자들의 채용을 기피할 것이다. 이
17) 홍콩의 기업들은 정년연령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채용상한 연령도 설
정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정부에 의한 일
률적인 의료보험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18) 유사한 논거로 Goldin(1986)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예상근속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지연보상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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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기할 점은 장기인센티브계약은 암묵적 계약이라
는 점이므로 아무리 기업의 장기적인 최적의 전략이 이 계약을 유지시
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당면한 상황이 절박할 경우 이 계약을
파기시킬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불황이 심화될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한국의 경우 최근 기업들이 불황이 지속될 것
이라는 전망 속에 조기퇴직 및 정리해고를 빈번히 수행하는 것도 우연
은 아니라고 본다. 직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흐려진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은 근무태만 및 높은 임금에의 요구로 나타날 것
이다.
그 이유가 채용에 따른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함이든 근로자들에게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든 기업들은 예상근속기간이 긴
젊은 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됨으로써 통계적 차별을 시행하게 된
다.19) 광의에서 보면 이러한 통계적 연령차별도 차별로 정의될 수 있
는데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 실제로 어느 고령자가 육체적으로도 매우
건강하고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근로할 의사가 있어서 일부의 젊은 근
로자들보다 ‘만약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탈락되기 때문이다. 그
것은 그 특정 고령자의 특수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고용주가 평균 고령
자들에게 적용되는 예상근속연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고용주들은 가능하면 젊은 층 중에서도 더 나이가 적은 지원자를 선택
할 것이다. 즉, 채용과정에서의 연령차별 문제는 반드시 고령자들에게
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연령대를 걸쳐 전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차별이 한국의 경우 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의 경우 병역문제까지 가세하여 병역필자와 미필자 사이의 연령에
따른 통계적 차별문제, 이는 다시 남녀 사이에서의 연령에 따른 통계
적 역차별 문제와 관련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드
문 실정이다.
적어도 경제학적으로 볼 때 통계적 연령차별이 합리성에 근거하고
19) 이 이슈도 여성에 대한 통계적 차별과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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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과는 달리 고령자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차별은 인적자원의 비
효율적 사용을 낳는 반차별정책을 통하여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성격
의 비합리적 행위이다.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편견에 의한 연령차별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최근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고령자들은
‘경험 많은 숙련집단’이 아니라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기
성세대의 국가운영의 총체적인 실패로 보는 시각과 고령자들이 1990년
대 이후의 디지털 혁명 과정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다소는 일화적
인(anecdotal) 증거들이 있다. 둘째, 향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
령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사회전반, 특히 젊은 층에게는 부담으로 인
식되고 있어 고령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일
조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연령차별은 그 증거 제시가 쉽지
않다는 인식은 편견에 의한 차별을 더욱 확산시킬 좋은 여건이 되고
있다. 넷째, 장지연(2002)의 연구는 고령자 채용기피 이유들 중의 하나
를 연령 자체가 직급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조직문화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장지연의 연구결과를 최근 CEO들의 연령대가 하락
하고 있다는 사실과 결합해 보면 향후 기업 내에서 고령자들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연령차별이 주로 통
계적 차별의 성격을 띠는지 아니면 편견에 의한 차별의 성격을 띠는지
에 대한 결론은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결론지어져야 할 성격의 것이
다.

3. 승진, 직급정년제 그리고 연령차별
주위에서 흔히 나이가 많아 승진에서 탈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것 역시 연령차별에 대한 일화적인 증거에 불과할 수 있다.
엄밀한 실증분석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여기서는 과연 승진
시에 연령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
는가에 대해 논한다. 한편에서 보면 아무런 정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
에서 기업의 최적의 반응은 승진시에 연령을 고려하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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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승진을 내부노
동시장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채용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여전히 고령자
들을 탈락시킬 논거는 있다. 그 논거는 신규채용시에 고령자들을 기피
하는 논거와 맥을 같이한다. 즉, 장기인센티브계약을 맺거나 직업고유
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내부 지원자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승진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렇다면 왜 신규채용시에 바로 그 근로자를 채용했는가라는 의문이 남
는다. 그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된다. 신규채용시 개개인의 능
력을 충분히 관찰할 수 없는 고용주는 채용 후 일정기간 그 개인의 성
과를 관찰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 노동시장에서 다시 ‘채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가 성립될 수 있는 승진은 인턴, 초기계약직
등 상대적으로 근로생애 초기의 승진에 해당한다. 즉, 근로생애 초기의
승진은 상대적으로 신규채용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일단 이 단계를 통과
하면 장기적 고용관계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승진제도는 장기인센티브계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Pergamit and Veum(1999)의 문헌연구에 의하면 기업들이 승진심사
시 연령을 고려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같은 직급으로의 승진심사시에 연령이 많다는
사실은 그동안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Lazear
and Rosen(1981)도 승진을 특정 직위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성과가 좋
았던 사람에게 다양한 보상을 해주는 효율적인 토나먼트제도로 보고
있다. Ehrenberg and Smith에도 요약되어 있듯이 토나먼트의 기본적
인 세 가지 특징은 승진의 불확실성, 최종 승자는 상대적인 성과에 의
해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승자는 모든 득을 다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이다. 누가 승자로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
서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겼을 때 얻게 될 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승진의 개념
은 지연보상제도의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 즉, 승진 이전에는 한계노동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다가 승진과 함께 임금은 생계생산성 이상
으로 크게 상승한다(McCue, 1999; Pergamit and Veum, 1999).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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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생애 후반에 발생할 고위직으로의 승진에 상대적으로 큰 보상이
집중되어 있어서20)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근무태만을 제도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다른 관점에서 Carmichael(1983)은 근속기
간에 따라 임금상승을 동반한 일련의 승진체계는 최적의 이직
(turnover)과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였다. 인적자본
에의 투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근무태만을 방지해서든 승진은 근로자들
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데에는 많은 이론들이 함께 한
다. 이 경우 고용주는 같은 직급에서 연령이 많다는 사실을 그 사람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21)
그러나 이러한 엄밀한 토나먼트 개념의 승진제도는 장기 효율계약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해고한다면 이
를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주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
를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토나먼트제도 자체의 가장 큰 문제점
이 바로 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지원자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다. 같은 맥락에서 승자가 모든 득을 차지하는 개념 역시 장기인센티
브계약을 저해할 것이다. 그렇다고 승자와 패자 사이에 보상의 차이를
거의 두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서 인센티브계약을 해칠 수 있다. 결국
효율적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승진제도에 의하
면 연령을 기초로 승진에서 탈락될 수 있으나 탈락에 따른 경제적 손
실의 규모는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효율적 시스템 디자인상의
문제는 근로동기를 유발시키면서도 장기적 근로관계를 맺게 할 수 있
는 적절한 보상체계의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승진에서
의 탈락이 바로 해고로 이어지는 토나먼트(직급정년제)제도는 장기 효
율적 계약관계를 저해하는 관행이라고 판단된다.
20) 많은 연구들은 초기의 승진에서는 승자와 패자간의 다양한 금전적 보상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하고 있다.
21) Lazear(1990)는 여성의 승진률이 남성의 승진률보다 더 낮은 것은 비노동시
장에서의 기회와 능력이 여성에게 있어서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생각
해 볼 점은 여성이 그러하듯이 고령층은 젊은 층보다 비노동시장에서의 기
회가 더 많다는 것이다. 적어도 근로로부터 발생하는 마이너스의 효용이 젊
은 층보다는 고령자들에게 있어서 더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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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고와 연령차별
현재까지 우리는 정년퇴직, 신규채용, 승진 등 제측면에서 연령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연령차별이 아닌 기업의 최적반응일 수 있음을 다루
었다. 그렇다면 해고시에 고연령자를 우선적으로 방출시키는 행위는
경제학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만약
고용주와 근로자가 장기인센티브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근속
해온 근로자를 특정한 개인의 귀책사유 없이 연령을 근거로 해고시키
는 행위는 효율적 계약체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비록 그 계약은
명시적인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것이어서 법적인 처벌은 따르지 않으
나 고용주에 대한 보다 큰 페널티는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열심히 일하
려는 근로자들을 잃고 또한 장기적 효율계약을 맺으려는 근로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행위 자체는 비록 암묵
적이기는 하지만 계약파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령
을 근거로 퇴직시키는 행위는 준고정비용 최소화의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개개인의 근로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직
종에서 연령을 근거로 퇴직시키는 행위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모두 위
배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순수하게 연령을 기
준으로 해고를 시키는 행위 자체는 직종을 막론하고 경제학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게 된다.
해고의 측면에서조차 연령차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종을 막론하고 생산성은 연령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대안으로 Johnson and Newmark의 연
구에서는 NLS데이터상에서 고령자들 중 차별을 받았다고 스스로 보고
한 집단(전체의 약 3%)과 나머지 집단 사이에 이직과 미취업기간 두
측면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근로소득이나 임금이 아니라 이직
(separation)과 미취업기간을 분석하는 데에 대해 그들은 다음의 두 가
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연령차별은 근로소득이나 임금이 아
니라 해고와 강제퇴직에 의해 주로 시현된다는 것이다. 둘째, 임금이나
근로소득에 있어서의 성 및 인종차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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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차별은 직종분리(job segregation)를 통해 시현된다고 하는데 연
령에 있어서는 직종분리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근로자들
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 내의 일련의 직업들을 단계별로 이동하
기 때문이다. 즉, 현존하는 방법론으로는 아직 임금에 있어서의 연령차
별의 규모를 측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현재의 고용주로
부터 연령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들과 비교하여 차후에 그 고용주로부터 분리(separation)되거나 미취업
기간을 겪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차별의 효과는 정년을 통제한
경우에도 그리고 직업에의 불만족도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
나서 단순히 정년의 존재로부터 느끼는 차별이라든가 개인의 이질성에
기인하는 효과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arnes and King(1977)과 Hutchens(1988)도 고령자들이 해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차별
금지법에 경제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것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하
여 연령에 근거한 불합리한 비자발적 이직을 금지시킴으로써 장기인센
티브계약과 기업고유의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노
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22)

제 3 절 기존의 인식에 대한 평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기존의 고령자들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인식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

22) 박경숙(2000)은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전이재해율은 고령층이 비정규직,
비공식부문보다 정규직, 공식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여 한국 노동
시장에 있어서도 비자발적 이직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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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들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흔히 고령자들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고령자들이 한계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장지연, 2002). 이러한 주장에
대한 평가는 측정상의 문제와 이론적인 고찰이라는 두 측면에서 해 볼
수 있다. 우선 측정상의 문제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같
은 기업 혹은 사업장 내에서 개인들 사이의 생산성 차이를 통제한 후
에도 과연 고령자들이 임금을 더 받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임금
에 있어서의 성이나 인종차별을 연구할 때에는 흔히 생산성과 ‘관련된’
(공급측면에서의) 관찰가능한 개인특성들과 (수요측면에서의) 관찰가
능한 기업특성(혹은 직업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성이나 인종 등 집단
사이에 임금격차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들도 아울러 통제하고 있다. 다
시 말해 개별 근로자들의 관찰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특성들과 관찰가
능한 직업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집단 사이에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집단간의 차별에 대한 증거로 믿어왔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Hellerstein,
Newmark, and Troske(1999)도 지적하였듯이 교육, 근속연수 등의 개
인특성들은 어디까지나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일 뿐이라는 점이다.
물론 대리변수로서의 성격은 성이나 인종차별을 측정할 때에도 마찬가
지이지만 연령차별을 분석할 때에 그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대졸자들 중에서도 고령자들의 대졸이라는 학력은 상
대적으로 젊은 층의 대졸이라는 학력보다 생산성에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학력은 오래 전의 것이
기 때문에 현재의 생산성과 관련해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앞
서 언급한 대로 같은 수준의 경력연수를 비교할 때 고령자들의 경력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Hellerstein et
al.은 그들이 제작한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직접
측정해 임금과 아울러 비교분석해 본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달
리 연령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노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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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떠나 개개인의 임금함수에 관찰가능한 혹
은 불가능한 개인특성 변수들과 관찰가능한 기업특성들을 통제하면서
집단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은 그 추정결과 집단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나타나더라도 그 차이가 관찰할 수 없는 직업특성
때문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앞에 언급한
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 고령자의 임금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연령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현재 흔히 이용하는 패널데이터로는 이러한 정보를 추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고용주의 연계 패널데이터가 필요하다.23) 이에
비해 현재 존재하는 실증분석 연구들은 모두 개인차원에서의 횡단면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어서 그 분석결과가 (연령프리미엄이 있든 혹은
부의 연령프리미엄이 있든)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관찰할 수 없는 기업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연령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다.
측정의 문제를 떠나서 앞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근로생애기간에 대한 계약의 결과라면 이
를 바탕으로 고령자들을 우선적으로 해고를 하는 행위는 비록 암묵적
이기는 하지만 계약위반이다. 비록 암묵적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
재는 따르지 않지만 보다 중요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현직근로자들의
근무태만과 신규채용시 장기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자들이 지원
을 하지 않는 현상일 것이다. 최근 기업에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
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전직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혹은 주식투자 등 부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흔
히 듣게 되는데 이는 최근에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기업들의 조기퇴직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기업들은 근로자와의 장기적인 근로관
계를 스스로 단절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거해
버린 셈이 되었다. 과연 특정 시점에서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자들을 제거함으로써 누리는 인건비의 절약분이 기존 근로자
23) 이러한 분석방법의 예로서는 Abowd, Creecy, and Kramarz(2002)를 참고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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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근무태만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보다 큰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같은 맥락
에서 최근 논의되는 임금피크제는 인적자본론이나 장기인센티브계약론
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업상의 일반적인 훈련이나 직
업고유의 훈련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도 열심
히 일해야 할 인센티브를 줄이게 되는 셈이다. 한편 장기인센티브계약
과는 달리 기업고유의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근로생애 후반에는 한계생
산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직업고유의 훈련비용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Becker and Cotton, 1994). 요
약하면 장기인센티브이론이나 직업고유의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서 고령자의 임금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작업
일 수 있으며 양자 사이의 비교는 근로생애를 통괄하여 수행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2. 고령자들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한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채용시 고령자들을 기피해야
할 논거는 얼마든지 있다. 고령자가 단순히 연령 때문에 채용되지 못
하였다는 이유도 경제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
히 고용주들의 연령차별에 의한 고령자 기피현상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이슈는 비자발적인 이직에서의 연령차별과 비교하여서는 상
대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토론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경숙
(2000) 등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나 있는 고령자들의 기피현상은
아직은 차별로 단정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 미취업에서 재취업으로
의 전이재해율이 비공식부문보다 공식부문에서 더 약하다는 것 자체가
차별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상식적으로도 비공식부문보다는
공식부문에서 인적자본에의 투자나 장기인센티브계약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예상근속기간이 짧은 고령자들의 채용을 상대적으로 더 기피하
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채용시 연령차별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한 가지 접근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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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기업별로 고령자들의 채용비율이 다른데 과연 이 차이가 기업의
이윤극대화로 설명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
해 Hutchens(1988)의 연구에서는 채용기회지수(hiring opportunity
index)를 사용하였다. 즉, 특정 횡단면 단위(산업, 직종, 기업 등)에서
각 단위마다

신규채용자 중 일정연령 이상인 근로자들의 비율
현재의 피고용인 중 일정연령 이상인 근로자의 비율 로 정

의되는 채용기회지수를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높으면 그 횡단면 단위
는 기존의 고령자 유지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고령자를 채용한다는 것
을 의미하고 그 수치가 낮을수록 고령자들이 비례적으로 덜 채용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채용기회지수를 분석하는 이유는 각 기
업 혹은 직종마다 생산함수의 내재적인 차이로 인해 고령자들의 고용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은 이 지수가 왜 횡단면 단
위마다 다른가를 연구하는 것인데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와 합치되는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잠
정적으로 연령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동원되는 설명
변수들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비숙련 단순
노무직, 숙련노무직, 판매직, 전문직 등 기술(skill)수준을 나타내는 변
수를 들 수 있다. 숙련직일수록 직업훈련에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므
로 채용기회지표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지연
보상체계를 나타내는 변수를 들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 지연보상
체계가 훈련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 때문인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노력
을 최대한 유도해 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도입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
는 없다. 이에 대한 변수로는 횡단면 단위별로 근속연수가 일정기간24)
이상된 근로자들의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사업장별로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의 여부 자체도 더미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연금도 지연된 보상의 한 가지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기업 단위
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고용주가 지원자들에 대해 기대하는 예상근

24) 이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연금수급자격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근
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연금도 지연보상 체계를 만들어내는 데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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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간, 최근에 해고를 감행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감행했을 경우 이는
근로자와의 장기근속관계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고 지연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존재
여부, 사업장에서 기술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있었을 경우 보다 최근에
교육을 받은 젊은 근로자들을 선호하게 할 것임), 노조의 존재, 사업장
규모25)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술(technology)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
려하기 위한 산업 더미라든가 생산물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나타내는 변
수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독점력 변수의 부호도 이론적으로 예측하
기는 힘들다. 독점기업일수록 차별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Becker,
1957) 고령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독점력이 있는
기업들은 비용을 최소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히려 Lazear식의
지연된 보상체계를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Drago and
Heywood, 1995) 오히려 고령자들을 더 채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Hutchens(1988)이 산업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과 비교하여
Heywood et al.(1999)은 기업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설명변수들에 기초하여 추정한 결과 기업간 채용지수의 차이는 대부분
앞서 열거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됨을 밝혔다. 이들이 이용한 데이터는
연령차별금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규제가 없는 홍콩의 데이터라는
면을 생각해보면 기업별로 채용지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부분 정
부규제가 없더라도 발생하는 기업의 최적반응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간섭이 없더라도 기업들은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
여 어떤 업종에서는 Lazear식의 장기인센티브제도, 직업 고유의 훈련
등의 이유로 근로자와 장기간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이
유로 고령자들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25) 한편으로는 규모가 클수록 직업고유의 훈련이 강조되고 내부노동시장이 발
달되어서 지연보상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Siebert and Addison,
1991) 고령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낮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제도들(piece rates, merit pay)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어서(Brown and Medoff, 1989: 1050)
Lazear류의 장기인센티브계약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고령자들
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부호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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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령자들이 채용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상 자체를 차별로 규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 4 절 시사점

이상의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1. 고령자들의 신규채용보다는 비자발적 이직시 연령차별금지
를 통한 고용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적 결론은 고령자들의 신규채
용보다는 해고시 연령차별금지를 통한 고용의 안정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논거에 기초한다. 첫째, 직업고유의 인적
자본론, 장기인센티브계약론 등 앞서 제기된 다양한 이론들은 고령자
들의 신규채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 준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연령차별의 문제가 신규채용보다는 해고 및 직급정년제 등 비자발적인
이직에서 더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 노동시
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고령자의 고용실태에 대해 장지연(2002)은 광
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의 증가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의 확률은 임
금이 높은 상용직일수록 크며 비록 한국의 고령자들의 은퇴연령이 외
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지만 고령자들은 주로 임금이 낮은 임
시․일용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용직에서 퇴출된 고령자가 저임금 임
시․일용직에 머물게 되는 현상은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생
산성이 낮은 고령자들의 자기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동
연구에서는 사업체 실태조사,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개인들
의 의식조사 결과 등 다양한 자료에 의하여 고령자들의 채용기피현상
과 해고시의 차별관행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은 연령차별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 일차적으로는 신규채용의 장려보

연령차별의 경제학적 이슈들: 문헌연구

73

다는 고령자의 고용유지에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령차별금지를 통한 고령자 고용안정책이 주는 의의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모든 형태의 반차별정책이 그러하듯 연
령차별금지도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차별금지 정책은 고용주에 의한 불합리한 해고를 금지
시켜 근로자-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장기인센티브계
약의 체결 및 시행을 유도하고 직업고유의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유도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한다는 시장론적인 의의를 갖
고 있다. 둘째, 실직시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이 극도로 어렵고 사회보장
수준이 원시적인 현 단계에서 연령차별금지 정책은 중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을 통하여 자기부양 능력을 제고시켜 준다는 사회보장론적인 의의
를 갖고 있다.

2.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기업들이 이미 조기퇴직 및 정리해고를 통해 대다수의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방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
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정년의 법적인 연장이 이론적으로는 조기
퇴직에 따른 보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연령에 근거한 비
자발적 이직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것이 기업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것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구
속력이 있다고 해도 각 기업 및 직종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
편일률적으로 도입되는 정년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정년연령이 특정 직종에 있는 기업주들에게 최적일
경우 일률적인 정년의 연장은 그 고용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
게 되는 격이다. 결국 정년의 연장은 실효성이나 효율성 어느 면에서
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승진에서의 탈락을 바로 해고로 연결하는
직급정년제도도 근로자와 고용주의 장기 효율적 계약관계를 저해하는
관행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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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피크제도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적자본 및 기업고유의 인적자본에의 투자론, 그리고 효
율적인 인센티브계약론 등 제이론들은 임금이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상승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대체로 내부노동시장
이 발달해 있고 고용주-근로자 사이의 장기적인 근로관계를 필요로 하
는 정규직에 해당한다. 이러한 직종들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
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자. 첫째는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총
보상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입하는 경우로서 이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임금지불방식만을 바꾸는 경우이다. 이는 앞의 세 가지
이론, 특히 장기인센티브계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런 근거도 없
이 근로자들의 인센티브만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임금피크제는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상
태에서 총보상수준을 낮추면서 도입하는 형태인데 이는 사실상 피크
시점에서 재계약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재계약 이후 근로자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게 되어 결국 임금피크제는 장기인센티
브계약을 쇠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짧아진 근로관
계는 인적자본에의 투자의욕을 낮추게 될 것이다. 결국 직종을 구분하
지 않고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직종에 따라서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고용주와 관계를 맺으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를 잃게 하며 장기적인 인적자본에의 투자도 저해하여 전반적으로 노
동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4. 연령차별 측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연령차별은 측정하기가 힘들고 활용상의 정의를 내리기조차도 쉽지
않다. 연령차별의 증거를 제시하기가 힘들다는 사실 자체는 고용주로
하여금 큰 부담 없이 연령차별을 수행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다가올 고
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첫단계는 연령차별의 활용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측정방법을 개발하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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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Old Men 같은) 고령자들의 경제, 사
회활동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담은 별도의 데이터 관리가 요구된다.
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령차별을 증명할 수 있는 확률이 낮으므로 차별이 입
증되었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벌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차별의 기대비용(입증될 확률×처벌 수위)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형태의 차별에 대한 처벌과 형평성을 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여기서도 고려해야 할 점은 차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
자체로 인하여 차별로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처벌 수위를 높
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입증하기 힘든 희귀한 사건에 대
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난
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도 연령차별의 분명한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할 경
우 성이나 인종차별의 경우에서처럼 연령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고용주는 평소에
인사관리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유지할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
이다.

제5절 결 론

인문사회계열의 거대한 고시촌화, 이공계 기피현상, 기초학문의 파
괴, 제조업의 공동화, 기업체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등 여러 가지 병적
인 현상들의 배경에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근로자들의 원초적인 열
망이 있다. 각종 고시와 공무원 지망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도 일차적
으로는 직업의 안정성이며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도 사실상 이공계
출신으로서는 기업 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근로수명이 길지 못하기 때
문이다. 이에 많은 인재들이 기업체를 기피하고 각종 고시와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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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체를 기피하는 현상
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체에 입사한 근로자들도 창업준비를 한다든
지, 주식투자에 열을 올린다든지, 전직을 준비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직
무에 매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것도 사람들이 습관적으
로 말하는 ‘평생직장의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단기적 전망하
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초학문에 투자할 이유는 없으며 나아가 입
사 후에도 직업고유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갖지는 못한다.
실물투자든 인적자본투자든 회수가 불확실 때 투자를 늘릴 사람은 없
다.
이러한 단기 근로인생의 분위기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에서 기업들이 고령자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졌다고 본다. 즉, 위기극복 과정에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던 중고령자들을 우선적으로 퇴출시킴으로써 그 이전까지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일해 온 근로자들을 근로생애 후반의 득을 누리기 전에 퇴
출시킨 셈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이 기업과 장기인센티브 관계를 맺거나 기업고유의 인적자본을 습득하
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은 정확히 이론들이 예측하는 바이다.
과연 특정 시점에서 한계노동생산의 가치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
자들을 퇴출시킴으로써 누리는 인건비의 절약분이 기존 근로자들의 근
무태만과 인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장기적 손실보다
큰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기업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
택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불황의 골이 너무도 깊었기 때문에 최후의
생존전략으로 단기에서의 최적화를 택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마치 평생직장의 파괴가 마치 사회적 규범(norm)인 것처럼 역설을 하
기도 하는데 이는 현실과 규범을 혼동한 결과라고 본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장기적 관계 내지 평생직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흔히 기술변화를 그 논거로 들고 있다. 즉,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
하기 위해 기업 내에서는 끊임없이 세대교체를 통한 신세대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사회현상의 한 단면만을 지
나치게 강조한 데서 발생한 편협된 사고라고 본다. 첫째, 기술진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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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세대교체의 필요성은 사후적인 현상이며 사전적으로는 여전히 장
기인센티브계약을 맺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장기인센티브계약
을 사전적으로조차 맺을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세대를 교체해야 할 정
도의 기술 변화가 단기적이면서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데에 완전한
확신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 모든 근로자들이 단기적인 전망하에서 고
용주와 관계를 맺을 경우 과연 인적자본의 축적, 나아가 기술진보 자
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달리 표현하면 단기적인 전망하
에서 노동시장이 운영되려면 모든 근로자들은 입사 이전에 이미 필요
한 기술을 모두 습득하여 사내 직업훈련이라는 것이 필요 없게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보다 노동생산성이 몇 배로 증가할지도 모르는 따라서
몇 년 동안에 평생에 필요한 소득을 모두 벌 수 있는 먼 훗날에는 가
능할지도 모른다. 다른 예로서 R&D산업이 근로자들의 단기적 전망하
에서 발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혹자들은 마치 근속기간이 짧아지
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한 모습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기능적으
로 유연한 노동시장이란 모든 직종에서의 근로기간이 천편일률적으로
단기적인 상태가 아니라 직종의 성격에 따라 장․단기 계약을 달리 맺
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혹자는 또한 고령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생각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이 간과되어 있다. 우선 이 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자체가 아니라 해고시의 불합리한 연령차별
관행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장기인센티브 및 기업고유의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노동비용을 같은 수준으로 절약하면서도 연령과
관계없이 ‘임의로’ 해고하는 것이 더 낫다. 임의적인 해고는 고령자 우
선해고와 비교하여 적어도 장기적인 근로관계를 덜 해칠 것이기 때문
이다. 나아가 고령자들을 우선적으로 방출시키는 관행하에서 새로 입
사하는 청년근로자들은 더 이상의 장기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되
어 과연 취업확률과 취업 후의 예상근속연수라는 두 면들을 모두 고려
할 때 고령자 우선해고 관행이 과연 청년층에 득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령에 근거한 비자발적 퇴직이 하나의 관행으로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78

정착될 경우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근로자들은 직업에 대한
단기적인 비전을 갖게 되며 이러한 단기적 직업전망이 일반화된 상태
에서 기업주들은 경력자를 선호하게 되어 청년실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다 합당한 고령자 대책은 해고에 있어서
의 연령차별을 금지시킴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
고 이를 통하여 장기인센티브계약의 성립을 촉진시키고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유도하는 길일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은 고령
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미천한 수준에 있는 현실에서 고령자들의 고
용안정을 통하여 스스로의 부양능력을 배양시켜 준다는 사회보장론적
인 의의를 넘어서 보다 중요하게는 해고시의 불합리한 연령차별 관행
을 근절시킴으로써 시장에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노동시장론적인 의
의를 갖고 있다. 장기인센티브계약론이나 기업고유의 인적자본론이 현
실적으로 설명력이 있는가가 일차적인 관심은 아니다. 이론을 논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합리적인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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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년제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 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의 정년제 비교분석 -

본고는 한국, 미국, 일본과 독일의 정년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국
의 노동시장과 사회규범 정합적으로 정년제가 변화해 왔음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하에 정년제를 수량적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치가 적었고 고령자 시민권 보호입법을 하여도 내
부노동시장의 효율성 상실분이 작기 때문에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ADEA) 도입이 보다 쉬었으리라고 추측해 본다. 일본의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시민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한 미국과 달
리 내부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혹은 고령자 인적자본 활용차원에서 논
의되어온 경향이 강하다. 한편 독일의 정년제 논의에서는 복지재정 악
화를 우려하되 기존의 노사관계․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유지하고자 하
는 절충 내지는 충돌의 양상이 관측된다. 독일에서의 정년제 논의는
정년제에 국한되어서 평가되어서는 안되고 법정연금제 및 해고제한법
과 연관지어 종합적인 패러다임 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와 달리 인사적체형 인사관리, 폐쇄형 내부노동시장 구조, 속
인적 임금체계 및 경직적 해고제도 등으로 인한 경직적 고용시스템이
한국의 정년제를 수량적 고용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한
측면이 강하며,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지지한다. 본고
는 현재의 정년제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원적 임금체계의 단
순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기간연장과 임금조정에
관한 개별협약이 상호 동의하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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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
언한다. 이는 경제적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
에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의 계약 재협상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
이다. 이 외에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구축,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산, 기
업연금을 포함한 보편적이고 중층화된 사회안전망 구축도 고령화 사회
에 대비하여 준비해 가야 할 정책과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정년
문제는 고령자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제 폐지와 같은 단선적인 법제만으
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인적자본
활용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기에 맞는 정책과
법제도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제1절 서 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0년 인구
의 7.2%를 점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2010년 10.7%, 2020년
15.1%로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 중 20대의 비중은 2000
년의 17.5%에서 2005년 15.8%, 2010년 13.9% 등으로 줄어드는 반면,
중고령자의 비중 증가에 따라 취업자의 연령증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
로 전망된다(통계청, 2001). 반면 50∼64세 인구의 비중은 2000년의
13.2%에서 2005년 14.5%, 2010년 18.1%, 2015년 21.2%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후대비 및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고령자의
취업수요는 높아질 것이고 특히 보건․의료의 발달은 은퇴연령을 늦추
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의 고령화 지수(100×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의 변화
추이도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00∼2050년까지
평균 국민소득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에 있어 타지출부문이 일정할 때
7% 증가하게 되어 전체 국민소득 중 6.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
하고 있으며, 반면 세수는 국민소득 중 6∼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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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령대별 총인구의 전망(2000~2020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0
3,842( 8.2)
3,854( 8.2)
4,353( 9.3)
4,248( 9.0)
4,273( 9.1)
4,020( 8.6)
2,921( 6.2)
2,366( 5.0)
2,006( 4.3)
1,817( 3.9)
3,395( 7.2)

2005
3,096( 6.4)
3,822( 7.9)
3,829( 7.9)
4,340( 9.0)
4,223( 8.7)
4,223( 8.7)
3,961( 8.2)
2,868( 5.9)
2,302( 4.7)
1,913( 3.9)
4,366( 9.0)

2010
3,456( 7.0)
3,081( 6.2)
3,799( 7.7)
3,819( 7.7)
4,317( 8.7)
4,180( 8.4)
4,170( 8.4)
3,901( 7.9)
2,805( 5.7)
2,212( 4.5)
5,302(11.0)

(단위: 천명, %)
2015
2020
3,174( 6.3) 2,719( 5.4)
3,440( 6.8) 3,160( 6.2)
3,063( 6.1) 3,420( 6.8)
3,790( 7.6) 3,057( 6.0)
3,802( 7.6) 3,774( 7.5)
4,277( 8.5) 3,769( 7.4)
4,134( 8.2) 4,233( 8.4)
4,112( 8.2) 4,083( 8.1)
3,823( 7.6) 4,034( 8.0)
2,710( 5.4) 3,701( 7.3)
6,337(12.6) 7,667(15.0)

주: ( )안의 값은 전체 인구에서 해당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01. 11

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의 0.25%에 이르는 지출비중과 세수감소가 6∼
7%에 이른다는 것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급
속히 저하시킴을 알 수 있다(Ignazio Visco, 2001).
이렇게 고령화 사회의 진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용제도
는 피라미드 중심의 제도에 맞추어져 미래지향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다. 전반적인 고용제도의 변화방향은 가급적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
는 제도로의 변혁이다. 이에는 두 가지 경제학적인 논리가 제시될 수
있다. 한 가지는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의 필요성이다. 고령인구 증가,
청년층 인구격감이라는 인구구조의 큰 변화 속에서 중장년 근로자가
사회를 지탱한다는 것은 근로자 한 사람당 부담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지속적으로 일하는
데 장애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은 고령자 인적자본 활용의 측면에서 효
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1) 장애요인이란 바로 정년제와 고령자
1) 인구구조 고령화 과정 자체는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는 문제의 원천이 아닐지
라도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를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고려하지 않고 만
들어진 노동제도는 향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의 왜곡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최경수, 2003). 따라서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한 정책은 출산장려정책과 같이 인구구조의 고령화 과정 그 자체를 늦추려
는 시도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적합하게 될 각종 노동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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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연령차별과 같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제도가 그것이다.
현행 정년제는 획일적인 연령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서
구에 비하여 정년의 시기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

정년의 시점에서

재협상(renegotiation) 가능성이 사전적으로 포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령근로자의 효율적 인적자본 활용과는 거리가
있으며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와도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그림 4-1] 고령화 지수의 추이
300
263
250

200

187

150
109
100

50

82
46

62

34

0
2000

2005

2010

2015

2020

2030

2040

주: 고령화 지수＝100×65세 고령화지수
이상 인구/0∼14세 인구.

연령을 기초로 한 고용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두번째 경제학적인 논
리는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세계화 바람에 따라 종신고용 보장을 통한
기업특수인적자본을 숙성함으로써 기대되는 효율성보다 외적 충격에
신속하게 적응해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고용유연화의 효율성이 더 중
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시장환경하에 기업이 개별 근로자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는 고용을 더 이
상 보장할 수 없는 기업으로부터 인재를 필요로 하고 고용을 늘리려고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성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년제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83

하는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통해 평생직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연령 중심의 고용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자가 성장산업에 취업하는 것을 억제하고 사양산업
의 인력조정을 어렵게 하여 조직의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는 양태를
띠게 되었다. 그나마 청년층 인구가 감소해 가는 와중에 성장산업에
새 피 수혈은 점차 어렵게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기업에 이미
장기간 근무한 숙련자의 중고령 근로자가 이동하지 않으면 필요한 산
업구조 전환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때 구인연령 제한이라는 연령기준
의 고용관행이 인력이동의 걸림돌이 된다. 임금 등의 노동조건으로 타
협하거나 필요한 일 능력을 재훈련받더라도 직무능력과 관계없이 단지
연령만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과거의 비합리적인 관행이 노동시장 유
연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년퇴직제도와 같이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고용제도가 왜
유지되어 왔고 어떻게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을 저해하고 중고령 노
동이동을 제한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방
향을 제언하는데 있다.

제 2 절 정년제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

1. 인사적체해소 모형
효율적 정년제 모형은 경쟁적 노동시장 구조하에서 인적자본의 효율
적 활용차원에서 정년제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효율적 정년제 모형은
크게 내부노동시장 시스템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의 정년제의 필요성
을 역설한 인사적체해소 모형과 개별 근로자의 인적자본 활용차원에서
의 정년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Lazear의 근속급 모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사적체해소 모형의 경우에 있어 상위 랭크의 자리에 소수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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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킴으로써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Levine, 1988). 이러한 신진대사는 젊은 근로자로 하여금 미래의 승진
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고 신세대의 선호도에 맞는 기
업문화를 조성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모형은 일부 직종에서 실시되는 정년제에 이론적 설득력을 제공
할 것이다. 예컨대 젊은 근로자의 지식이 고령층 근로자의 지식에 비
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가지며 혹은 자발적 이직률이 제한되어 인사적
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직종에서 그 설명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인사적체가 정년제 유지의 중요한 사유라면 정년제와 더불어 직무평가
제, 배치전환제 및 조기퇴직제와 같은 보완적인 조치가 사용되지 않고
정년제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궁색할 수
있다. 또한 상위직의 정년제를 통해 구제될 수 있는 하위직 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까지 고
도성장을 경험해 오다가 외환위기 초기 임금삭감→수량적 고용조정 확
대를 통한 다운사이징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Levine(1988)의
인사적체해소 모형이 주는 시사점의 의의는 크다고 판단된다.

2. Lazear의 근속급 모형
Lazear(1979)의 모형은 임금 프로파일을 한계생산물 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VMP)의 프로파일보다 가파르게 조정함으로써 젊
어서는 일정액의 임금채권(wage bond)을 설정하고 연령이 들어서는
임금채권을 정년 T까지 상환해 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충성
심과 근면성이 유발되고 이윤도 증가하여 노사양측은 이러한 계약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0에서 T시점까지 임금의 현재가
치와 VMP의 현재가치는 일치하게 되며 T에서 계약이 연장될 경우
VMP의 현재가치는 임금의 현재가치를 초과하게 되어 T에서 강제퇴
직이 이루어진다는 가설이다.
Lazear의 모형은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는다. Herbert Simon(1976)
은 개별근로자의 생애계약을 입직시에 세련된 조율을 통해 체결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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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효율적 장기계약론을 비판한다. 즉, 효율적 장기계약은 계약당사
자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나 정보비용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개별계약 체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이나 공평성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저항감도 실현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비판은 정년시점에서 정년
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의 임금과 생산성 괴리가 정년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비하여 크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Cohn, 1981).
Lazear 모형에서의 제기되는 의문점은 왜 정년시점에서 정년퇴직 대
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는 이 재협
상 권리를 정년 이전 시점부터 포기하느냐 하는 것이다. Lazear의 모
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사용자의 재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재직시 VMP에 영향을 주고 이를 우려하는 사
용자는 미리부터 재협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세련된 이론을 제시할 수
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정년제의 복잡한 현황
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사후적이고 이론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
유롭지 못할 것이다.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연공급 체계의 임금구
조하에서는 정년후 임금의 재협상이 어렵고, 직무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현실에서 개별적 VMP에 맞추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
려우며, 정년퇴직자의 정년연장이 노동조합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현실에서 인사관리 담당자가 획일적 연령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일 수 있다.

3. 정년제의 통계적 차별모형(Statistical Discrimination
Model)
Posner(1981)는 사적 자치에 의한 정년제 계약은 경제효율성을 도모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즉, 생산성이라는 변수는 관측이 어렵고, 연령
이란 변수는 인사관리 담당자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상황에서
연령이 생산성과 불완전하게나마 연동되어 있다면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연령을 사용한 인사관리는 정보비용을 줄이고 경제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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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Epstein(1992)은 미국의 ADEA(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에 반대하면서 정년제는 기업의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제도임을
강조한다. 즉,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의 상황에서 유능한 고
령자를 퇴직시키고 무능한 청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은 도태되게 된다.
기업에 있어 생산이 임금에 상응하지 않게 되는 고령자를 퇴직시키고
잠재력이 있는 청년층을 채용하는 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전
략이며 정년제도 노사간의 경제적 잉여를 창출하는 시장 자율적인 현
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년제 통계적 차별론에 대한 반론도 많다. 예컨대
Levine(1988)은 통계적 차별론은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와 같이
one shot shopping game에는 잘 적용될 수 있으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고 사용자에 근로자의 생산성 정보습득이 가능한 장기고용의 노동시
장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인사관
리담당자가 개별 근로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장기간의 고과정보
와 다양한 인사관리상의 실험을 통하여 행하기보다는 단순히 연령에
의한 기계적인 인사관리에 의존하여 관행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
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4. 노조의 선택모형(Union Choice Model)
노조의 선택모형은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비노조 조직사업장에 비하
여 정년제가 더 선호된다는 이론이다. 즉, 노동조합은 조합비 징수총액
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합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이
러한 목적하에 고령자를 정년퇴직시키고 다수의 젊은 근로자 채용을
선호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Levine, 1988). 젊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는 짧아진 정년으로 인한 손해와 더 확대된 승진가능성으로 인한 편익
을 비교할 것이지만 고령근로자에 비해서는 젊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정년제를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한 설문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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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Cohn(1981)은 노조사업장 종사자일수록 고령자가 강제 퇴직해야 한
다는 질문에 찬성한 응답이 49%로 나타나 비노조사업장의 36%보다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Gunderson adn Pesando(1980)는 노동조합이 정년제를 지지함으로써
인사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집단적이고 기계적인 인사관리를 하도록 유
도하고 직무중심의 개별적인 인사관리를 억제하여 노동조합의 응집력
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정년제를 지지하는데 대한 반
대급부로서 노동조합은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노동의 피로화를 예방하
고 좀더 느슨해진 사용자의 근로감독을 통하여 여가를 향유하는 심리
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을 체결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제 3 절 한국, 미국, 일본과 독일의 정년제 비교

1. 한국의 정년제: 해고에 관한 암묵적 계약
정년제의 기능 내지 취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로 설
명된다. 첫째,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함으
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함과 더불어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귀속
감과 애사심을 갖도록 하는데 있고, 둘째 노령화된 노동력을 배제시킴
으로써 노동력의 신진대사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정년제가 갖는
기업안정적 기능이나 고용보장적 기능은 감소되고 오히려 기업의 수량
적 고용조정에 봉사하는 측면이 강해졌다. 특히 고령자를 퇴직시킴으
로써 노동력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임금총액을 일정범위에서 억제하
며, 또한 후배 사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사적체를 해
결하려는 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종
신고용제, 연공서열 임금체계 등 연령중심의 고용제도로 인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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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사적체 및 임금총액의 증가 등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해고권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 기업에 있어 정년제에
대한 사용자의 가치는 매우 크다. 실제 대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보
면 대부분의 고용삭감은 정년퇴직자의 후임을 채용하지 않는 형태의
자연감원의 인사관리정책을 취하거나 해고수당을 지불하고 자발적 퇴
직을 유도하는 조기퇴직의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정년제의 정
년시기는 조기퇴직제(혹은 명예퇴직제)의 해고수당액에 영향을 미치어
정년이 짧을수록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조기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정년이 없다면 기업은 잉여노동력의 삭감을 정년퇴
직 이외의 방법으로 실현가능하게 해야 한다. 연공적인 임금, 승진, 정
년 등 일반적인 고용제도가 연령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
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연령이나 근속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에 의존한 임금, 승진체계, 정년에 의존하지 않는
고용관행의 이동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정년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노동법학자들은 종
신고용제 및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의 기업운영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정년제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서술하고 있다(박상필, 1991; 김형
배, 1991; 김유성, 1992).2) 그리고 대법원도 1978년도에 정년제의 합법
성을 전제로 한 판결을 한 적이 있다. 즉,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종전의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55세 정년제를 정하는 규정을 둔 건설공
제조합사건에서 대법원(1978. 9. 12 판결 78다1046)은 별다른 이유를 설
시하지 않고 단지 “정년을 위와 같이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이 사회의
일반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정년
제의 신설이 원고 등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근
로조건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만 55세 정년제의 신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유효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례 이후 정년제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기업과 공무원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취업규칙 수준에 머무르
2) 우리나라 정년제는 그에 대한 노사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기간을
정하지 않는 노동계약’으로 보는 데에는 이설이 없다(김유성,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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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많은 단체협약에서 정년제가 도입되어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
근로자들 역시 그것을 사회적으로 부당하거나 공서양속을 해치는 것으
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 및 나아가 정년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한
축으로서 여타의 제도들과 밀접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으
로, 추론컨대 정년제가 전적으로 기업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제도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근거로 우리나라 정년제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에는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정년보장이라는 암묵적 계약(implicit
labor contract 혹은 psychological contract)을 제의하는 차원에서 정년
제가 도입되게 된다. 이 때도 대부분의 정년은 55세에 일률적으로 실
시되었으며 평균수명과 근로자의 생산성을 살펴볼 때 ‘55세 정년’은 고
용보장이라는 선물(gift)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의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노동력을 조달하며 재직근로자의 노동유인을 제공했을 가능
성이 크다. 그러나 1987년 이래로 높은 임금인상을 경험하면서 정년제
의 정년보장 기능은 취약해지고 역으로 정리해고제로서 기능했을 가능
성이 제기된다. 즉, 1970년대와는 반대로 정년해고에 관한 암묵적 계약
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용자는 높은 임금인상률을 용인
하고 근로자는 55세의 단기 정년을 통한 해고권리를 사용자에게 이양
하는 묵시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관습화․고착화된 55세 일률정년제가 사법부에 의해 그 합법성을 인
정받고 있다고 할지라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지금의 55세 정년제는 국민전체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과 55세에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증거가 없다는 점, 또한 55
세 이후에 고령자 재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원칙적으로
60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정당성에 불합치된다고 지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55세 정년제에 관한 암묵적 계약이 체결된 원인은
무엇일까? 본고는 인사적체형 인사관리, 폐쇄형 내부노동시장 구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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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임금체계 및 경직적 해고제도 등을 들고자 한다.
인사관리의 실시의 원칙 가운데 ‘직무중심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직
무중심의 원칙은 직무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조사분석의 결과에서 나
타난 직무기술서․직무명세서 등의 직무정보자료에 적합한 유능한 인
재를 확보하고, 교육훈련․배치․이동․승진․승격․승급 등의 인사관
리활동을 이룩해 가는 인사관리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
은 종업원의 담당 직종 및 직무요건보다는 사람의 연고관계를 중시해
온 종래의 정실주의 인사관리시책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인사관리기능
의 합리적 실시를 위한 선행과제이다. 직무중심의 원칙은 대체로 기업
에서 필요한 직무를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통상 일련의 근로자 인력풀을 형성하고 견습기간을 두어 직무에 가장
적합한 근로자만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채
택된다. 직무와 근로자간에 효율적인 궁합(matching)이 이루어지게 되
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자연스럽게 보장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사관리는 직무중심의 원칙에 따라 기업내 각 직
무의 경제적․합리적 측면을 중시하지 못하고 ‘先사람-後직무의 인사
관리’ 방법을 택한 경향이 강하다. 근로자를 직무에 맞추는 경우 조직
내에 근로자와 직무간의 불합치 가능성이 커지고 동일직무에 지나치게
많은 근로자가 배치되어 인사적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근로
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지나치게 급여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서
급여의 등급에 맞추어 기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근로
자의 독특한 직무능력과 잠재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평가결과
가 근로자에게 제시되어 미래지향적인 직무능력을 스스로 개발해 가도
록 유인하는 인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
기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사
적체형 인사관리가 이루어져 왔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첫번째 원인은
1970∼80년대 걸쳐 3저 호황으로 인한 기업 고도성장을 들 수 있다. 고
도성장기에는 인력조달이 효율적인 인력선발과 직무배치에 우선하게
된다. 장기간 동안 고도성장을 경험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직무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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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 소홀히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어렵게 하는 두번째 원인은 우리 기업의 비
효율적 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조달하는데
‘시장에 의한 조달’보다는 ‘관계에 의한 조달(relational transactions)’을
선호하게 되어 소수지배자의 사적 이익에 의하여 내부노동시장 구조가
결정될 수 있다. 소수지배구조(minority controlling structure, Bebchuk,
1990)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 대기업 총수는 폐쇄형 내부노동시장 구
조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조직구조하에 기업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치
되게 되고 결국 기업 효율성은 저해받게 된다. 기업의 지배권(controlling
rights)과 소유권(ownership rights)간의 격차가 클수록 경영자가 기업
자원을 낭비할 유인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이윤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
러한 기업지배구조하에서는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효
율성을 도모할 유인이 작아지며 폐쇄형 내부노동시장에서 사람을 위한
직무를 설계하게 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폐쇄형 내부노동시장은
중후장대형․중앙집중형 사업부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
업부제는 30년 이상의 고도성장기 동안에 정부, 금융부문 그리고 대기
업이라는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삼각관계
속의 핵심 주제어는 관치금융, 소수지배구조 그리고 폐쇄형 내부노동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은 결국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종
합적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은 선진국에서와 같이 같은 사업부제 형태로 다각화하기보다는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여 분사형태로 다각화하고 회사간 주식소유를 통해 총수
1인이 통제하는 경로를 밟게 된다. 따라서 사업부제를 통한 다각화의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사업부의 분권화(delegation)를 통한 조직의 효율
성을 누리기보다는 소수지배에 의한 외연성장을 추구하는 구조라고 평
가해 볼 수 있다. 소수지배를 가능케 한 도구로서 가공자본에 의한 계
열사간 상호출자,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수지배구조하에서 대기업에 의한 소유집중은
가속화되고 채권은행, M&A시장 및 소액주주에 의한 감독체계는 기능
이 미비된 가운데 대기업은 중복․과잉투자를 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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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감행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부실한 회계인프라도 이러한 상
황을 야기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경영의 폐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방
어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자본과 노동력 조달에 있어서도 경쟁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연․지연 등 관계에 의한 조달을 선호하게 된다. 이
런 환경하에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는 저해받게 된다.
세번째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서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견습
기간을 두어 직무에 적절한 근로자를 채용-해고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해고의 어려움은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인사관리를 제한하게 된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
한’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정당사유가 없는 해고
를 엄격히 규제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법원은
판례상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면서 고용보
호의 정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게 된다.3) 1998년 IMF 경제위기 들
어서면서 사용자의 고용조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노
동시장 유연성을 달성하자는 취지하에, 2년간 유예되었던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개명되어 입법화된다. 그러나 해고법의 탈규제화에도 불구하
고 OECD와 한국의 현장 인사관리 담당자는 해고제는 여전히 경직적
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4) 그러나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3) 1991년의 동부화학 판례(대법, 선고91다8647)와 1992년의 동진 판례(대법, 선
고90누9421)에서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의 네 가지 요건(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중의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주었다. 이러한 판례경향은 1998년 ｢경영상 이유에 의
한 해고의 제한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유지된다.
4) 1999년의 OECD의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를 살펴보면 한국
의 해고에 대한 보호의 엄격성이 OECD국 중 포르투갈에 이어 2위로 꼽히고
있다. 또한 경영상 해고시 가장 큰 애로로서 대기업은 ‘노조와의 협의의 어
려움’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협소한 범주의 경영상 사유’를 꼽았다(김재
훈․조준모, 2001). 따라서 현행 경영상 해고법상 노조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
정이 대기업에는 해고를 제한하는 강한 구속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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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2002년의 대법원 판례는 정리해고 경직
성을 법원이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5)
넷째, 속인적 임금구조를 들 수 있다. 속인적 임금구조는 근로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며 근로자
또한 직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기업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대졸 일반직, 사무직, 생산직이라는 학력별․직
종별로 채용하여 대졸 사무직은 직급 4급(사원)→직급 3급(대리)→직급
2급(과장)→직급 1급(부장)→이사 등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한편 사무
직일수록 연공서열급 임금을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대졸자와
대기업 화이트칼라의 연공서열급 정도는 일본보다 높아서 50∼60대 초
반의 임금감소 정도는 일본보다 늦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리나라
의 사무직 임금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여 30∼34세의
임금보다 3배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관측된다(허재준, 2002).
사무직의 경우,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인 승진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직무능력 향상 없이도 승진이 이루어지는 기업들도 많다.
이런 기업일수록 사무직 장기근속자의 인사적체가 유발되고 인력정리
경영상 해고의 범위가 좁은 것이 경영상 해고의 애로요인으로 지적하여 현
장의 인사담당자가 인지하는 경영상 해고제도의 범위가 판례해석이나 법보
다도 더 좁게 인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5) 2000년 판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에서는 근로자 보호의 관점
을 고려하지 않은 해고기준(직급별로 연령이 많은 자, 장기간 재직자, 근무성
적 저조자)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동
사안에서 사용자(은행)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상위직 근로자(3급 이상
직원)를 대상으로 인원감축하기로 결정하였고, 과반수 노조와 합의하여 정한
해고기준은 직급별 해고인원수를 정하고 각 직급에서 연령이 많은 직원, 재
직기간이 장기간인 직원,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을 해고대상으로 하되 앞의
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근무성적 상위자를 제외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
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나라에 독특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를 감안하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연령이 많은 직원과 재직기간이 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은행이 정한 위 기준은 당시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
정한 기준으로서 수긍할 만하고 정리해고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안정을 기해
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근로자 각자의 개인적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조용만, 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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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서의 정년제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호봉제와 단협
상의 퇴직금누진제와 같이 장기근속에 따른 근로자 보상이 체증하고
생산성과의 괴리가 커지게 되면 사용자는 정년제 혹은 조기퇴직제를
통하여 근로자를 퇴출시킬 동기가 커지게 된다.

2. 미국의 연령차별금지: 개방형 내부노동시장 구조하에 국민
의 기본권 존중
미국에서 일정한 연령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의
정년제는 ‘연령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로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입법은 미국에서 1967년에 제정된 ｢연령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의 제정과정을 잠깐 살펴보자. 미
국에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권은 1964년의 민권법(the Civil Right
Act)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에서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출
신국’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금지하였지만, ‘연령’에 의한 차별은 규
정하지 않았다. 동법에 대한 논쟁이 의회에서 진행되는 동안 동법의
보호범주에 연령을 추가시키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런데 의회는 이 제
안을 거부하는 대신 노동부장관에게 고용분야에서의 연령에 의한 차별
의 실태를 조사하고 입법안을 의회에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노동부장관은 1965년에 ‘노령미국인 근로자(the Older American
Workers) 일고용에서의 차별(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DE)’
이라는 명칭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ADEA가
제정되었다. 이후 ADEA는 1974년, 1978년, 1984년 및 1986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개정은 주로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었다.6)
어쩃든 동법에 의해 사용자는 40세 이상의 근로자를 그 연령을 이유
6) 1967년 제정 당시에 동법의 보호범주는 40∼65세 사이의 근로자였는데, 이
것이 1978년의 개정에 의해 40∼70세로 확대되었고, 그 후 1986년의 개정에
서는 70세의 상한을 제거함으로써 40세 이상의 근로자로 그 보호범위가 확
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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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용, 해고, 승진, 훈련, 보수 기타 근로조건에서 차별하는 것 또는
근로자들을 제한 분리, 분류하거나 고용상의 기회를 없애거나 기타 그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 및 근로자의 임금률을 저
하시키는 것(제 4조(a)) 등을 할 수 없다.7) 그런데 정년제와 관련하여
1967년부터 1978년까지는 아무런 조치 없는 정년퇴직제가 본조에 위반된
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성실한 퇴직제도(a bona fide retirement
system)’가 설정된 경우의 강제퇴직제(mandatory retirement)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경우는 허용된
다고 판시하였다.8) 그러다가 1978년의 개정에 의해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소방관, 법집행공무원, 고등교육기
관의 종신교수 등을 제외한 일반근로자에 대한 강제퇴직제는 본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한 조건하의 65세 이상의 경영담당자
(executives)에 대한 강제퇴직이나 혹은 ‘성실한 직업상의 적성(a Bona
Fide Occupational Quality: BFOQ)’이나 기타 특별한 근로자의 적격성
을 이유로 강제퇴직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요컨대 일반근로자에 대한
정년제는 통상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근로자에 대한 휴식권의 보장으로서의 정년제는 허용되고 있
다. 즉,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연결된 임의퇴직이 허용된다는 의미에
서의 정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부연설명하자면, 서구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년 시기는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도와 접속되어 정년도
달시점에서 사실상의 퇴직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선택에 달려 있다. 이
와 같이 서국에서의 정년제는 공적 내지는 사적 연금과 결합함으로써 근
로자가 연금을 획득하여 직업생활에서 은퇴하는 연령을 의미하고 있다.
정리하면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정년
제는 허용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와 같은 정년제에 관해서는 연령
7) 다만 이것에는 동법상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연령에 의한 차별
적 취급이 진정한 직업상의 적성에 기한 것이거나 또는 합리적 이유에 의한
것인 경우(제4조(f)(1)), 둘째, 한 직업상의 적성에 기한 것이거나 또는 합리
적인 이유에 의한 것인 경우(제4조(f)(2)), 셋째, 정당한 이유에 기한 경우(제
4조(ㄹ)(3))에는 위와 같은 취급이 허용된다.
8) United Air Lines, Inc. v. McMann, 434 U.S. 192(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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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연령차별금지 논의가 이렇듯 급물살을 탈 수 있었
던 원인은 무엇일까? 단적으로 정리하면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
의 시민권(civil rights)을 보호해 주어도 노동시장의 효율성 상실정도
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9)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년제를
수량적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도 내부노동시장의 효율성 상실분이 작기 때문에 고령자 시민
권 보호입법이 보다 쉬었으리라고 추측해 본다. 그렇다면 연령차별금
지법 도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원인은 무엇일까? 이
에는 미국 기업의 개방형 내부노동시장 체제, 직무급 체계 및 용이한
해고제도를 들 수 있다. [그림 4-2]는 미국의 개방형 내부노동시장의
특징을 나타낸다. 개방형 내부노동시장의 단점은 성장기업에서 중견간
부 부족문제와 기업특수 인적자본형성 기제가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업 내부노동시장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중견간부의 경우 유연
한 노동시장에서 직능제 기업에 의하여 스카우트되어 내부노동시장 피
라미드의 중간구조에 함몰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은 기업특수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 형성을
저해받게 된다는 것이다(Kim and Hoskisson, 1997; 조준모, 2003). 반
면 개방형 내부노동시장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
하게 적응이 가능하다는 점과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가능케 하여 인
사적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10)
미국 내부노동시장의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임금이 개인보다는
9) Newmark and Snow(1999)는 연령차별금지법이 기존의 정년을 오히려 보장
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즉, 정년계약을 통하
여 계약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적 자치는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연령차별금지법 도
입 후 생애임금곡선의 기울기는 더 가파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10) 고용계약, 인력관리, 전문인력, 고용형태, 인력운영 및 교육훈련 측면에서 미
국과 일본의 정형화된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인사관리학자들은 미국형 패러다임을 buyer형(혹은 시장형)이라 설정하고
일본형 패러다임을 maker형(혹은 몰입․내부육성형)이라 설명한다(Walt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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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미국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유입)

(유출)

◦일반적 인적자본이 강조됨
◦횡단적 노동시장
◦직무중심 인사관리
◦빈번한 채용 및 이직
◦직무관리 〉인력관리 〉급여관리 〉승진관리 (우선순위)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입직구에서의 임금수준은 적어
도 외부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여 결정되지만 매년 조정된다. 그러나
입직구 이외에서는 직무별 임금이 정해진다. 일단 근로자가 한 직무등
급을 받으면 그 직무분류등급의 최고임금까지 호봉승급(step increase)
에 의해 상승한다. 호봉승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직무등급의 최고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은 보다 높은 직무등급에로의 승
진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진다. 따라서 일정 직무등급에서 승진 없이 평
생 일정 직무등급에서 정해진 최고임금을 받으며 자발적 정년퇴임으로
이어지는 것도 흔히 관찰된다(Milgrom and Roberts, 1992).
마지막으로 연령차별금지법 통과로 인한 비효율성이 작은 이유는 유
연한 해고를 들 수 있다. 미국의 보통법(common law)에 기초한 노동
계약은 사용자의 고용재량권 인정을 기초로 한다. 즉, 원할 때마다 자
유롭게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주어진다. 그러
나 최근 들어 사용자의 고용재량권(Employment-at-will: EAW)을 부
당해고로 인정하는 법원판례가 늘어나면서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 정신
을 존중했던 미국의 보통법이 크게 위협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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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EAW를 인정치 않은 판례들에 사용되는 법리는 크게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공정한 절차
(fair dealing)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중 ｢암묵적 계약법리｣는
일정기간의 고용유지에 관한 암묵적 계약이 노사간에 체결되었다면 이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더욱이 암묵
적 계약에 대한 사용자의 성실이행을 신뢰하여 근로자가 일정한 의존
비용(reliance cost)을 지불했다면 사건이 부당해고(unjust dismissal)로
판결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법원이 암묵적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핵심변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이다. 즉, 중고령자와 연관된
부당해고 다툼시 법원은 고용안정에 관한 암묵적 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EAW의 예외를 인정하는 미국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즉, 미국법원의 부당해고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
이어서 소송이 촉발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이다(Epstein, 1984). 이렇게 EAW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는 동안에
Montana를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해고시 사용자의 정당사유를
요구하는 부당해고법(Wrongful Dismissal Law: WDL)이 입법화되었
다.11) 하지만 미국의 노동법이 암묵적 계약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정당해고의 입법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고용재량권을 제한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왔지만 아직도 사용자의 해고재량권 존중은 세계에서 가장
용이한 국가로서 평가된다(OECD, 1999). 해고가 용이한 환경에서 고용
조정수단으로서의 정년제의 가치는 감소하기 마련이다.

11) WDL이 입법된 주로서 California(1986), Colorado(1981), Michigan(1982),
Montana(1987), Pennsylvania(1981), Vermont(1988), Washington(1987)과
Wisconsin(1981)을 들 수 있다. Krueger(1991)는 1981년에서 1988년까지의
시계열․횡단면 pooling 자료를 이용하여 EAW에 대한 법원의 제재가 많았
던 주에서 WDL의 입법화가 더 용이하게 이루어졌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그는 보통법이 지향하는 EAW를 상실해 갔던 주에서 이제 보다 명확하고
제한적인 책임만을 지게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사용자들이 WDL의 입법화
에 찬성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미국 부당해고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은
조준모(1998)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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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정년제 합법론: 고용패러다임 유지와 고령 인적자
본 활용
일본 노동성의 고용관리조사(2003)에 따르면 일본의 정년제는 3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92.2%에 존재한다. 이 제도가 일본
기업 전체에 보급되어진 것은 고도성장기 이후이고 석유위기 직후의
1974년에도 정년제를 가진 기업의 비율은 30명 이상 규모 기업이
66.6%와 조사대상 2/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일본의 정년연령
은 법률에 의해 60세 이하가 되면 위법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
관리조사에 따르면 일률정년제를 정하고 있는 기업의 90%가 이 법정
최저한도의 정년연령을 정하고 있다.
일본의 정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도입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정년제는 19세기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다(Iwata, Katsuhiko, 2003). 일본의 대기업들은 1920년대와 1930년
대 인사 및 노무관리의 한 방법으로 정년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일본
의 중소기업들은 1950년대 후반에 빠른 속도로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일본의 정년은 55세였다. 그러나 공
공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연령이 60세인 관계로 정부는 최소 정년
연령을 60세로 연장하도록 장려해 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정년을
60세로 높이는 기업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정년연장을 규제하
는 법률도 개정되게 된다. 1994년 노년층 고용안정화법이 개정되어
1998년 4월 이후에는 퇴직연령을 60세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었
다. 2001년에는 공공연금 수혜연령이 60세에서 연차적으로 65세로 높
아지게 되는 입법조치가 발표된다. 따라서 일본의 정년연장 논의는 노
령자연금 수급연령의 증가 → 기업의 정년연장 압박 → 정년연장 달성의
순환 고리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최근 들어 일본의 전통적인 경영패러다임은 지배구조의 개방화12)
12) 최근 일본 정부는 일본의 상법을 개정하여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기존의 폐
쇄형 계열시스템에서 개방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세계화는
미국형 지배구조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 등 전통적인 일본경제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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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동력의 유동화와 보상실적주의화로 변화해 가고 있다. 희망퇴직
과 출향이 증가하는 한편, 비종신고용계약의 노동력 유형(파트타임, 계
약사원, 파견노동, 중도채용 등)이 증가함으로써 고용형태가 점차 다양
해지고 있다. 처우에 관련해서는 능력주의 개별관리의 심화(직능급)와
실적기준의 연봉제 도입(관리직 대상) 등에 의해 임금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는
1980년대 선진기업 모형으로 여겨져 왔던 일본의 경제시스템과 고용제
도에 대한 평가를 180도 전환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규제완화
와 노동시장 외부화는 일본의 종신고용 패러다임을 기저로 한 Koike
(1988)의 지적 숙련론 혹은 통합형 숙련형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
다. 고령자를 단순히 연령에 의해 보상하고 연령에 의해 퇴직시키던
고용패러다임이 연령이 아니라 직무에 의해 보상하고 승진시키는 패러
다임으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바람
에 발맞추어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무능력 있는 고령자의 인적
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차원에서의 노력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정년제 논의는 미국과 달리 정년제의 필요성 자체를 사회 통
념에 비추어 인정하고 있다. 최근의 정년연장도 정년제의 필요성은 인
정하되 이를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과 동
시에 기업의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즉, 어느 정도의 내부노동시장 비효율성을 감수
하면서도 고령자의 시민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한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내부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혹은 고령자 인적
자본 활용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내부노동시장은
종신고용의 패러다임을 기저로 통합형 숙련형성체계(integrated system
of skill formation)로 정평이 나있다 숙련형성의 통합형 체계에서는 생
산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훈련시킨다. 생산직 노동자를 채용한 후 배치되기 전 이론교육과 실기
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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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장시간 실시하며, 근로자가 각 업무에 배치된 후에도 현장훈련,
배치전환을 통해 10여년간의 공장생활 후에는 과학기술자 및 엔지니어
의 지적 숙련을 공유하도록 훈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Kioke
의 지적 숙련론은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말미암아 거센 비판을 받는다.
특히 지적 숙련체계가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폐쇄형 내부노동시장 구조
는 연령중심의 고용제도를 구축하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다.
[그림 4-3〕일본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유입)
(유출)
◦기업특수인적자본이 강조됨
◦종단적 노동시장
◦장기근속
◦승진관리 〉인력관리 〉급여관리 〉직무관리 (우선순위)
◦연공중심의 인사제도

법원에서 정년제의 불법여부에 관한 다툼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된
것은 이른바 추북버스사건부터였다.13)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
및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다투어졌었으며,
그 것은 최근까지도 계속되었는데 1970년대에는 정년제의 위법론이 우
세하였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 합법론이 우세해졌다고 한다.
문제가 된 일본의 추북버스사건에 관한 최고재판결은 최근까지 정년
제 합법론의 근거로 되고 있는데, 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년제
13) 이 사건의 사안은 버스회사가 취업규칙을 고쳐 55세 정년의 규정을 두어 이
것을 종래 정년제의 적용이 없었던 주임 이상의 직위의 자에게 적용하여 회
사의 영업소장 대리이었던 자 이외의 1명을 이 정년규정에 의해 해고한 것
이었다(김유성,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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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으로 노령근로자에 있어서 당해 업종 또는 직종에서 요구되
는 노동의 적격성이 체감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오히려 체증하는 까
닭에 인사의 쇄신, 경영의 개선 등 기업조직 및 운영의 적정화를 위하
여 행해지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으
며, 본건 취업규칙에 관해서도 새로이 설정된 55세라는 정년은 일본
산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또한 피상고회사의 일반직종 근로자의 정년이
50세로 정해져 있는 것과 비교형량하여 보아도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는 할 수 없다”하였다. 합법론에 동참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로서 위의
최고재판결의 논거 이외에도 일본의 정년제는 연공서열적 고용체계와
일체로서 정착되어 있는 것이어서 일률적 정년제만을 포착하여 위법․
무효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거나, 일정한 시기에 근로관계
가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고 일찍부터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것
이 근로자에게도 유익하다는 점 및 기업으로서는 고용할 수 있는 인원
은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청년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계속함으로써 연
령구성상의 균형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최고재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1985년의 각종 공무원의 정년
연장(60세)과 1986년에 개정된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
률｣에서 정년제의 합법성을 전제로 하여 정년연장을 정부가 주도적으
로 해 나가자 합법론이 우세해졌고 가장 최근인 1999년에는 60세 미만
의 정년제를 위법화하는 법을 제정하게 된다.
근래 일본 기업의 정년연장의 세 가지 형태, ① 60+α 방식: 정년연령
은 60세로 두되 65세까지 지속적으로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α년을
더 일하도록 함. ② 65-β 방식: 정년연령을 65세로 두되 개별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보다 β년 일찍 퇴직할 수 있도록 함. ③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된다.
현재에는 일본 기업들이 인사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60+α 방식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고용관리조사(2003)의 분석결과에 의
하면 2003년 1월 조사된 기업들 중 6.9%가 정년제를 65세로 하고 있었
고, 7.8%는 정년제 퇴직연령을 정하지 않았으며 71.8%의 기업들이 퇴
직 후 최소한 65세까지 같은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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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임금곡선의 유형
임금
상승 유형
상승 둔화 유형
수평 유형
하락 유형
하향 → 상승 유형
하향 → 수평 유형
연령

28.8%의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
록 허락하고 있다. 60+α 방식을 실현가능케 하는 것이 임금피크제
(wage peak system)이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고연령층의 정년 전 임
금(기본급)곡선의 변화는 [그림 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임금피크
제는 동일한 인건비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연령 이상
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또는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 근무하도록
배려하는 방법이다. 일본의 경우 거품경제 붕괴 이후 고용조정 실시,
능력업적주의 인사제도의 도입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고연령자 활용, 즉 second career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일본에서 도입된 이 개념은 크게 ① 정년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
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정년 이후 일정
기간 임금은 정년 전 임금의 일정비율만큼 삭감하는 형태, ②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 ③ 정년
전에 일정근무연수가 경과하면 그 경과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형태 등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14)
14) 일본과 같이 노사자치적으로 임금삭감을 수용한 국가와 달리 법으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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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고연령층의 정년 전 임금곡선
일 반

관리직

전체 산업
전체 산업
비제
비제
3,000명 1,000∼ 1,000명 제조업 조업
3,000명 1,000∼ 1,000명 제조업 조업
규모계
규모계
이상 2,999명 미만
이상 2,999명 미만
전 체
A형: 상승
B형: 상승
둔화
C형: 수평
D형: 천천히
감소
E형: 하향→
상승
F형: 하향→
수평
기타형

(229)
100.0
9.6

(28)

(61)

(140)

(142) (87)

(205)

(22)

(53)

(130)

(123) (82)

7.1

8.2

10.7

7.7 12.6

11.2

4.5

9.4

13.1

11.4 11.0

27.9

25.0

32.8

26.4

29.6 25.3

14.1

4.5

13.2

16.2

14.6 13.4

24.5

21.4

16.4

28.6

23.2 26.4

18.0

4.5

7.5

24.6

13.0 25.6

7.9

3.6

8.2

8.6

7.7

8.0

7.8

9.4

8.5

8.1

7.3

10.9

14.3

16.4

7.9

13.4

6.9

10.2

22.7

11.3

7.7

11.4

8.5

6.6

6.4

7.0

3.4

12.7

22.7

18.9

8.5

13.8 11.0

11.5

11.4

11.3 17.2

25.9

40.9

30.2

21.5

27.6 23.2

5.7
13.5

28.6

주: ‘기타형’은 연봉제, 복수의 임금곡선 변화, 직무․직원수 등에 따라 차이가
다른 경우 등을 포함.
자료: 일본 노정신보, 제3421호, 1999. 11. 12.

고용관리조사(2003)에 의하면 임금곡선의 변화는 세 가지 특징을 가
진다. 첫째는 특정연령 시점 전과 같은 비율로 상승, 유지 혹은 하락하
는 경우로서 <표 4-2>에 의하면 상승이 38%, 수평유지 25%, 하향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곡선의 굴절포인트는 일반․관리직 모두
‘55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표 4-3>에 나타나
있다. 임금의 감액 후 지급률은 일반․관리직 모두 83%대의 임금이 지
급되고 있고 이는 <표 4-4>에 잘 나타나 있다. 정년도달 후의 임금곡
선의 변화를 보면 재고용시 임금곡선은 기존에서 일정비율 삭감된 후
계속 가는 경우(하향→수평)가 83%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는
<표 4-5>에 나타난다. 재고용시점에서 임금의 감액방법은 ‘원칙적으로
삭감을 입법화한 예가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의 정년법에 의하면 1999년부
터 정년은 62세로 규정, 사용자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60세 이후 고용연장
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가능(10%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2세 이하 근
로자는 연령만을 이유로 해고가 불가능하고, 만약 임금삭감에 고령근로자
부동의시 60세가 되는 해부터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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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정년 전 임금 굴절연령

전 체

일 반

B형: 상승
둔화
C형: 수평
D형: 하락
E형: 하향→
상승
F형: 하향→
수평
전 체

B형: 상승
둔화
C형: 수평
관리직
D형: 하락
E형: 하향→
상승
F형: 하향→
수평

굴절연령
50세
전체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미만
(166)
6.6 10.8 3.6 2.4 2.4 0.6 44.0 8.4 12.7 7.2 0.6 0.6
100.0
(59) 11.9 20.3 5.1 3.4 3.4
(51)
(18)

5.9 7.8 3.9 3.9
56.0
5.6 5.6 5.6
11.1 5.6 38.9

(25)
(13)
(123)
100.0

30.5 10.2 10.2
7.8 5.9
5.6 16.7

5.1
7.8
5.6

56.0 12.0 16.0 12.0
7.7

38.5

2.4 4.1 4.9 2.4 1.6

38.5 15.4

45.5 12.2 17.1

8.9

(27) 11.1 11.1 11.1 3.7 3.7

37.0 11.1

3.7

7.4

(34)
(16)

58.8 8.8 8.8
37.5 18.8 18.8

8.8

(21)

52.4 19.0 23.8

4.8

(25)

36.0

2.9 5.9 5.9
6.3 6.3
6.3

8.0 36.0 20.0

<표 4-4> 정년 전 임금의 감액분포
일반

관리직

(25)100.0
4.0
8.0
4.0
36.0
16.0
24.0
8.0
83.5

(32)100.0
3.1
6.3
6.3
42.8
9.4
18.8
12.5
83.1

자료: 일본 노정신보, 제3421호, 1999. 11. 12.

0.8

6.3

주: 1) ‘60세’는 정년연령이 65세인 기업.
2) 굴절연령이 복수인 경우는 최근 시점의 것을 집계.
자료: 일본 노정신보, 제3421호, 1999. 11. 12.

전
체
70% 미만
70∼75% 미만
75∼80% 미만
80∼85% 미만
85∼90% 미만
90∼95% 미만
95% 이상
평 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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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재고용․근무연장기간의 임금(기본급)곡선

규모계
전 체
(177)100.0
하향 → 상승
2.3
하향 → 수평
83.1
수평
2.3
천천히 감소
2.3
상승 둔화
그외
10.2

재고용제도
전체 산업
비제조
3,000명 1,000∼ 1,000명 제조업
업
이상
2,999명
미만
(22)
(49)
(106)
(111)
(66)
2.0
2.8
3.6
95.5
75.8
87.8
78.3
87.4
6.1
3.8
4.5
3.8
0.9
4.5

10.2

11.3

8.1

13.6

근무
연장
제도
(18)
5.6
44.4
5.6
11.1
16.7
16.7

자료: 일본 노정신보, 제3421호, 1999. 11. 12.
<표 4-6> 재고용․근무연장기간의 임금(기본급)곡선

전 체
전원 일률적으로
진행
직급․직종에
따라 다름
기타

재고용제도
전체 산업
근무연장
3,000명 1,000∼ 1,000명 제조업 비제조업 제도
규모계
이상 2,999명 미만
(138)100.0
(20)
(39)
(79)
(93)
(45)
(8)
45.7

30.0

38.5

53.2

48.4

40.0

12.5

42.0

40.0

43.6

41.8

36.6

53.3

87.5

12.3

30.0

17.9

5.1

15.1

6.7

주: 재고용 근무연장시에 정액으로 되는 경우는 ‘기타’에 포함.
자료: 일본 노정신보, 제3421호, 1999. 11. 12.

전원 일률적으로 행하는 방식’이 46%로서 이러한 경우 감액 후의 지급
률은 64% 정도이며 <표 4-6>은 이를 잘 나타낸다.15)
임금피크제 도입에 일본 법원의 입장은 합리성 기준을 만족한다면
수용하는 입장이다. 예컨대 고령자에 대한 임금삭감의 적법성 여부는
우선 기본급 삭감(base-down)의 정도, 고연령자가 받는 불이익의 내
용․정도, 업무의 경감유무, 정도의 균형 등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일본 제4은행사건 판례에서 일본 법원은 “후생노동성이 매년평
15) 일본의 임금피크제 실태는 김정한(2003)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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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14만엔을 3년간 삭감한 것”에 관해서 최고재판결은 “이것은 실질
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지만,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정년연장
에 의해 안정된 고용확보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익이 있다는 점, 복리
후생제도의 적용연장이나 확충, 특별융자제도의 신설 등의 조치는 직
접적 대상조치라고 할 수 없으나 불이익을 완화하는 조치인 것, 다수
조합과의 조정상 합리적인 것으로 추측가능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독일의 정년제 쟁점: 전통적인 고용패러다임의 유지와 고
복지비용 - 저효율의 충돌
독일 정년제는 65세가 절대적으로 정당한 기준이 아니라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65세 정년제의 정당성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하려
고 하는 판례의 태도이다. 1987년 독일의 판례를 보면(BAG v. 20. 11.
1987, AP Nr. 2 켜 620 BGB Altersgrenze), 사업장 차원에서 추가적인
노령연금의 지불여부를 65세 정년을 정당화하는 결정적인 판단기준으
로 삼지 않았고 다만 추가적인 연금지급이 있는 경우 정년규정의 정당
성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보았다. 통상 독일 근로자가 65세에 달할 경
우에는 법정 연금수급대상자가 된다. 이와 반대의 경우 근로자의 경제
적인 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65세를 이유로 정년토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독
일의 판례가 이처럼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보장을 65세 정년의 정당성
기초로 삼은 것은 해고제한법의 목적인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보호의
근로를 근로자 자신과 더불어 근로자에 의해 부양되는 가족들의 경제
적 생존보장에서 구하였기 때문이다(박종희, 2003). 그렇기 때문에 경
제적 보장 없이 65세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하는 것은 해고제한법의
객관적인 기능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판례는 65세 나이가
근로계약상의 생산성 저하를 추단케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별근로자
개인 사정에 판단의 중심을 두는 일신상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령에 따른 능력저하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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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정한 나이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법정연금제도의 변화는 65세 정년의 정당성 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94년의 법정연금제도 개정의 핵심은 재정문제 해결이
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애노동기간을 연장하는 것, 생애노동기
간을 유연하게 해주는 것, 노령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도입하게 된다. 이
러한 법정연금제도의 변화는 연금수령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
계를 종료시킬 위험에 대해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우려하게 된다. 1992
년의 정년관련 규제인 RRG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예정하는 합의는 그
러한 합의가 그 시점 3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근로자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 대해 65세 만료시점으로 체결한 것으로 간
주한다”는 조항에도 이러한 우려를 잘 내포하고 있다.
2003년 4월 24일 의료시스템과 연금시스템의 개선방안도 사용자의
연금부담금을 줄이고 근로자의 부담금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의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금부담금 총액을 늘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연금제도 구축을 달성하는 의도이다. 이 중 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서는 현 65세를 2011년부터 단계별로 상향조정함으로
써 2035년부터는 67세를 연금수급연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개
선방안은 슈뢰더 정권의 아젠다 2010 개혁안에 수용되게 된다.
독일의 정년제 논의를 정리하면 복지재정 악화를 우려하되 기존의
노사관계․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유지하고자 하는 절충 내지는 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독일에서의 정년제 논의는 정년제에 국
한되어서 평가되어서는 안되고 법정연금제 및 해고제한법과 연관지어
종합적인 패러다임 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절 한국의 정년제에 관한 실증분석

본 절의 실증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먼저 우리나
라의 내부노동시장의 특성과 개별 기업의 고령자에 대한 고용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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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2002년
5∼7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업 본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체 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총 1,181개
의 기업체가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정년제의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한 로짓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

1. 한국의 내부노동시장의 특성
<표 4-7>의 좌측 칼럼은 주로 미국형 내부노동시장 패러다임을 나
타내며 우측 칼럼은 일본형 내부노동시장 패러다임을 나타낸다.16) 이
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본형 패러다임을 채택한 기업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인력관리 분야에서 인건비 절감
(27.2%)보다는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심 제고에 더 큰
비중(72.8%)을 두는 기업 비중이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다.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외부충원 비중(17.1%)보다는 내부육성 비중(82.9%)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인력의 조달조차도 외부노동시장보다는 내
부노동시장 구조에 의존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용형
태에 있어서도 주로 정규직에 의존하려는 인사관리패러다임이 잘 나타
나며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의 경우에도 종업원의 장기적인 육성 및 개
발(74.8%)을 한다는 의견이 단기적인 경우(25.2%)보다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본형 패러다임을 선택한 기업
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상 계약권리의 명약화
와 성과급 및 업적제 도입문제에는 미국형 패러다임이 상대적으로 높
은 비중으로 채택되어 감을 알 수 있다.
<표 4-8>은 <표 4-7>의 분류에 의거하여 미국형 패러다임을 선택
한 기업과 일본형 패러다임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으로 분류하고 있다.
16) 본 연구도 전술된 Walton(1995)의 인사관리 분류기준에 따라 미국형과 일
본형으로 구분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지상 이 조사항목(문2-1)의 의
도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구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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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의 6개 분야에서 한 가지라도 좌우측에 번갈아 답변한 기업
은 전체 기업의 5.5%인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패러다임 선택에 일관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형 패러다임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은 전
체 기업의 1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형 패러다임을 선택한 기
업은 전체 기업의 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미국형 패러다임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은 점차 증가했을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17) 종업원 규모별로 패러다임 선택의 비중변
<표 4-7> 한국 기업의 인사관리 특성
(단위: %)
개방형 인사관리
∘노사의 상호 한정된
(1) 고용계약
의무와 책임

비율

(2) 인력관리 ∘인건비 절감

27.2

(3) 전문인력 ∘외부 충원
(4) 고용형태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
(5) 인력운영 ∘개인의 성과 및 업적
∘종업원의 단기 성과
(6) 교육훈련
및 업적 제고

17.1
15.1
39.9

41.0

25.2

폐쇄형 인사관리
비율 Chi-square
∘노사의 상호 포괄적
59.0
25.79*
인 의무와 책임
∘종업원의 기업에 대
*
한 충성심과 애착심 72.8
192.60
제고
∘내부 육성
82.9
399.19*
*
∘주로 정규직 근로자 84.9
482.73
∘팀워크와 인화
60.1
35.09*
∘종업원의 장기적인
*
74.8
3217.51
육성 및 개발

주: *는 유형별 차별성이 1%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4-8>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유형별 비율
(단위: 개, %)
산 업
전체
기업수

규 모

제조업 비제조업

50인
미만

50∼
100인

100∼
300인

300인
이상

1,181

541

640

371

237

296

277

개방형(영미형)

16.9

15.2

18.3

18.1

19.4

15.2

14.8

폐쇄형(일본형)

77.6

79.7

75.9

75.5

76.4

80.1

79.1

5.5

5.2

5.8

6.5

4.2

4.7

6.1

중간형

17) 금재호(2002)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후 결원시 외부충원의 비중이 확
대되었으며, 임금체계도 경제위기 이전에는 ‘협조성/근무태도’보다 ‘개인업
적/성과’에 근거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17.5%이던 것이 경제위기 이
후에는 29.9%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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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살펴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일본형 패러다임을 선택한 기업의 비
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본형 패러
다임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은 79.1%이었으며 미국형 패러다임을 선택
한 기업의 비중은 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본형 패러다임을 선택한 기업의 수가 증
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분단노동시장 구조에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직률도 상대적으로 높
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하에 직능중심의 개방형 내부노동시장 구조
가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은 높은 임금수준과 양호한 근로조건
을 제시하여 이직률이 매우 낮고 폐쇄형 사업부제도를 채택할 가능성
은 커지게 된다. 이에는 경직적 노동시장을 기저로 한 일본형 내부노
동시장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진다.
<표 4-9>는 기업의 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비율을 나타낸다. 대
체로 제조업 및 비제조업 모두에서 호봉제를 도입하는 비율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며 기업의 규모가 커감에 따라 호봉제를 사용하는 기업
의 비중도 커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0.8%
의 기업이 호봉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경직성이 아직도 우
<표 4-9> 기업의 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비율
(단위: 개, %)
산업
기업
비제
수 제조업
조업
전 체
594
50.7
50.0
단일 호봉
244
35.4
45.9
직급/직종
260
44.5
43.1
일부(50%이상)
52
11.7
6.3
일부(50%미만)
28
6.9
2.8

50인
미만
36.1
47.8
41.0
3.0
4.5

규모
50∼100 100∼300 300인
인
인
이상
46.0
52.4
70.8
43.1
36.1
39.3
47.7
48.4
39.8
4.6
9.7
14.3
3.7
4.5
5.6

주: 전체 기업에서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594개 업체로 50.3%, 단
일호봉제가 41.1%, 직급/직종별이 43.8%, 일부 직원(50% 이상)에 대해
실시하는 기업 8.8%, 50% 미만 기업 4.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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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기업의 호봉제 승급결정 요인
(단위: %)
산업
전체

제조업

규모

비제
조업

50인
미만

50∼
100인

100∼
300인

300인
이상

근속기간

71.0

73.4

69.0

66.5

69.1

71.3

74.5

인사고과

2.1

2.1

2.1

2.9

1.8

1.8

1.9

경력

5.9

5.3

6.5

6.5

6.4

6.3

5.1

기타

21.0

19.2

22.4

24.1

22.7

20.6

18.5

리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표
4-10>은 호봉의 결정요인으로서 다수가 근속기간에 의존함을 알 수
있고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근속기간에 의존한 단일호봉제를 실시할 가
능성이 커감을 알 수 있다.

2. 한국 기업의 고령근로자 고용 특성
<표 4-11>에 의하면 직종 및 규모별 고령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면,
고령자의 분포가 단순노무인력에 16.1%로서 가장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일수록 단순노무인력 비중이 300인 이
상의 기업에 비하여 더 큼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가 많이 분포
하는 직종은 관리직이다. 단순노무인력의 분포와 달리 관리인력의 경
우 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가지는 고령자의
생산적 능력이 평균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다른 한 가지는
연령에 의한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관리인력에 자기선택(selfselect)함을 시사한다.
<표 4-12>는 직종 및 산업별 고령근로자 비율을 나타낸다. 이에 의
하면, 고령자가 단순노무인력으로 분포하는 비중이 높은 직종 및 산업
은 사업서비스 및 운수업을 들 수 있다. 고령자가 관리인력으로 많이
분포하는 직종은 건설, 운수 및 금융․보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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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직종 및 규모별 고령근로자 비율
(단위: %)
전체
관리인력

규모
50인 미만 50∼100인 100∼300인 300인 이상

13.5

18.0

25.2

24.5

11.7

연구개발/기술인력

3.8

3.2

3.7

3.2

3.8

사무인력

2.9

1.5

4.6

3.0

2.9

서비스/영업인력

1.7

2.5

4.7

4.1

1.3

생산가능인력

4.2

2.6

9.3

10.0

3.4

단순노무인력

16.1

25.6

25.3

27.0

12.6

주: 전체 근로자 542,243명 중에서 50세 이상 고령근로자는 26,647명으로 고
령근로자는 전체의 5.0%임.
<표 4-12> 직종 및 산업별 고령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인력
13.5
연구개발/기술인력 3.8
사무인력
2.9
서비스/영업인력
1.7
생산가능인력
4.2
단순노무인력
16.1

건설
30.3
3.2
3.2
1.3
5.2
13.3

금융․ 도․
보험 소매
18.0
8.1
0.4
2.9
4.6
3.4
1.5
1.7
10.6
8.8
9.4
12.2

(단위: %)
산 업
사업
운수 제조 기타
서비스
15.4 20.9 11.5 20.0
4.9
5.5
2.1
9.5
2.9
0.8
2.1
4.0
16.5
6.4
1.0
1.1
8.2
6.1
3.5
5.7
34.8 32.8 15.4 11.7

<표 4-13> 기업규모별 고령근로자 과잉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전체
고용조정에 의한 과잉고용 해소
과잉고용 심각
향후 과잉고용문제 발생
과잉고용문제 없음
기타

7.0
3.5
36.2
45.4
8.0

50인
미만
6.2
1.6
27.5
49.3
15.4

규 모
50∼
100∼
100인
300인
9.7
7.0
3.4
4.7
32.1
41.9
48.5
41.6
6.3
4.7

300인
이상
5.8
4.7
45.1
41.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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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직종 및 산업에서 고령자는 단순노무인력과 관리인력에 상대적으
로 집중분포함을 알 수 있다. <표 4-13>의 기업규모별 고령근로자 과
잉고용문제에 대한 인사관리담당자의 인식은 현재 과잉고용문제가 심
각하지는 않으나 향후 과잉고용문제가 제발할 가능성이 큼을 인식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과잉고용문제
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내부노동시장 구조와 인사관
리 관행을 감안할 때 과잉고용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다. 향후 고용근로자 과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도 대규모
사업장이 분포하는 건설, 금융․보험 및 제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세사업장이 분포하는 도․소매와 사업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4> 산업별 고령근로자 과잉고용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산 업
전체

금융․ 도․
건설
보험 소매

사업
서비스

운수

제조

기타

고용조정에 의한
과잉고용 해소

7.0

7.4

8.2

3.9

7.4

10.4

6.5

7.4

과잉고용 심각

3.5

0.0

3.5

2.9

1.1

7.0

4.4

1.2

향후 과잉고용
문제 발생

36.2

45.7

37.7

29.4

34.7

27.0

37.5

37.7

과잉고용문제
없음

45.4

40.7

45.9

54.9

48.4

47.8

42.9

46.3

8.0

6.2

4.7

8.8

8.4

7.8

8.7

7.4

기타

3.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선정기준
<표 4-15>는 기업의 명예퇴직 기준을 나타내는데, 주로 근속년수와
연령같은 근로자의 획일적 특징에 의해 명예퇴직 기준이 책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사고과에 의하여 명예퇴직이 생산성이 낮은 자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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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기업규모별 명예퇴직자 선정기준
(단위: %)
전 체
근속년수
연령
성별

47.0
39.9
14.7

규 모
50인 미만 50∼100인 100∼300인 300인 이상
26.3
47.8
54.9
60.5
23.2
43.5
47.1
50.0
10.6
21.7
18.0
15.2

주: 1) 1997년 말부터 2002년까지 명예퇴직/조기퇴직을 실시한 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평균 근속연수는 16.6년이고 평균연령은 49.9세로
나타남. 상당히 고려, 고려한 편, 직종/직급에 따라 고려를 합해 고려
로 간주함.
2) 전체 기업 1,181개에서 26%인 308개 기업이 명예퇴직을 실시함.

출시키고 인사적체 문제에 처한 기업이 과거의 고과에 의거하기보다는
근속년수와 연령에 따라 명예퇴직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받는 식의 기
계적인 인사관리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산업별 명예퇴직자의 선정기준을 보면 도․소매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속년수를 명예퇴직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이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보험의 경우 근속년수가
명예퇴직의 기준으로 사용했다는 근속년수를 명예퇴직 기준으로 사용
한 산업이 77.8%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4-17>은 기업규모별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의 변화를 나타낸다.
명예퇴직에 비하여 정리해고시에는 대상근로자의 인사고과를 많이 반
<표 4-16> 산업별 명예퇴직자 선정기준
(단위: %)
산 업
전체

건설

금융․ 도․
보험 소매

사업
서비스

운수

제조

기타

근속년수

47.0

27.3

77.8

27.8

56.5

31.8

42.8

50.0

연령

39.9

27.3

55.6

38.9

30.4

27.3

38.9

45.2

성별

14.7

9.1

19.4

5.6

13.0

19.1

14.1

16.7

주: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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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기업규모별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단위: %)
전체

규 모
50인 미만 50∼100인 100∼300인 300인 이상

근속년수

37.6

13.2

40.0

68.8

87.0

연령

36.6

22.3

32.1

53.6

49.1

성별

21.6

11.6

18.9

30.4

34.0

인사고과

46.3

25.9

41.5

69.6

64.2

징계

49.1

27.7

52.8

71.0

62.3

주: 1) 1997년 말부터 2002년까지 정리해고/권고사직을 실시한 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평균 근속연수는 12.1년이고 평균연령은 49.2세로
나타남. 상당히 고려, 고려한 편, 직종/직급에 따라 고려를 합해 고려
로 간주함.
2) 전체 기업 1,181개에서 287개 25%의 기업이 정리해고를 실시함.
<표 4-18> 산업별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단위: %)
전체
근속년수
연령
성별
인사고과
징계

37.6
36.6
21.6
46.3
49.1

금융․ 도․
건설
보험 소매
0.0
66.7
38.5
43.8
50.0
22.7
25.0
42.9
13.6
37.5
50.0
40.9
50.0
50.0
50.0

산업
사업
서비스
36.4
27.3
13.6
50.0
54.6

운수

제조

기타

33.3
48.3
31.0
48.3
55.2

38.6
34.2
18.1
44.5
45.2

35.7
44.8
31.0
58.6
58.6

영함을 알 수 있다.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근속년수와 인사고과 모두를
정리해고 기준에 반영해 감을 알 수 있다. 정리해고 기준이 all-or-noting
의 획일적인 기준을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
업장의 경우 정리해고 기준이 50인 미만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
하여 보다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4-18>은 산업별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나타낸다. 건설업의 경
우 타산업에 비하여 연령에 의해 정리해고 기준을 삼는 비중이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의 경우 성별 기준에 의해 정리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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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큼을 알 수 있다.

4. 퇴직근로자 재고용과 임금삭감 및 고용형태
<표 4-19>는 퇴직근로자의 재고용을 위한 임금삭감 혹은 고용형태
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에 의하면 대체로 임금삭감 후 비정규직 채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서는 임금삭감 외에도 비정규 고용시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의
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출향 및 전적이 억제된 상태에서 단순히 임
금삭감만으로는 고령자를 재고용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규
모사업장일수록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이전의 상사가 퇴직 후 부하직원
으로 재고용될 경우 이러한 위계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
을 것이다.
<표 4-19> 기업규모별 퇴직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사 유무
(단위: %)
전체

규 모
50인 미만 50∼100인 100∼300인 300인 이상

최종 월평균보수의
50∼70% 지급시

25.2

19.7

33.7

28.0

22.4

기본급 지급시

19.6

13.8

25.3

23.7

18.1

파트타임 고용시
(주3일/30시간 미만)

15.0

12.1

16.5

16.6

15.9

비정규직 고용시

29.8

20.8

29.5

36.1

35.4

<표 4-20> 기업규모별 정년제 실시비율
(단위: 개, %)
기업수
정년제
직종/직급 정년제

828
148

전체 50인 미만
70.1
12.5

48.8
8.4

규 모
50∼ 100∼300
100인
인
61.6
80.4
7.6
13.5

300인
이상
95.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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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표 4-21>의 산업별 재고용 의사유무 조사결과에서
도 잘 나타난다. 예컨대 금융․보험업의 경우 34.1%가 비정규직 고용
시 재고용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부연설명하면 일본에서와
같이 계열사에 출향․전적 등의 인력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 임금삭감은 고령자를 재고용시키는데 충분
조건은 아님은 알 수 있다.
<표 4-21> 산업별 퇴직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사 유무
(단위: %)
금융․ 도․
전체
건설
보험 소매
최종 월평균보수의
50∼70% 지급시
기본급 지급시
파트타임 고용시
(주3일/30시간 미만)
비정규직 고용시

산 업
사업
운수 제조 기타
서비스

25.2 34.6

22.4

19.6

15.8

27.0

27.9

21.0

19.6 27.2

16.5

12.8

11.6

19.1

22.9

15.4

15.0 18.5

20.0

15.7

13.7

11.3

15.5

11.7

29.8 29.6

34.1

17.7

30.5

29.6

31.4

29.6

5. 정년제 실태
한국의 정년제는 단순․획일적인 정년제를 실시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는 기업규모가 커감에 따라 더욱 보편적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직종/직급 정년제를 사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12.5%만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정년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은 금융․보
험, 제조업 및 운수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의 경우
직종․직급 정년제의 비중이 여타산업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3>은 기업의 직종별 정년연령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기업의 규모와 직종에 상관없이 거의 획일적으로 55세를 전후하
여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정년이 가장 높은 것은 관리인력의
57.9세와 연구개발․기술인력의 57.7세를 들 수 있다.
<표 4-24>는 직급별 정년연령을 나타낸다. 직급별 정년이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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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기업의 산업별 정년제 실시비율
(단위: %)

정년제
직종/직급 정년제

전체

건설

70.1
12.5

55.6
11.0

산 업
금융
사업
도소매
운수업 제조업 기타
보험
서비스
78.8 48.0 62.1 71.3 73.9 77.8
14.1
7.8
16.8 11.3
9.4
24.1

<표 4-23> 기업의 직종별 정년연령
(단위: 세)
전체
관리인력
연구개발/기술인력
사무인력
서비스 및 영업인력
생산기능인력

57.9
57.7
56.6
56.0
56.5

규 모
50인 미만 50∼100인 100∼300인 300인 이상
57.0
57.8
58.0
58.4
58.9
55.8
56.9
58.3
56.0
56.9
56.4
56.9
55.4
56.4
54.6
57.4
57.4
55.7
56.4
56.3

<표 4-24> 기업의 직급별 정년연령
(단위: 세)
전체
대리 미만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임원(급)

53.6
53.9
55.3
55.7
57.8
56.6

50인 미만
54.5
54.5
56.4
56.7
59.3
59.7

규 모
50∼100인 100∼300인 300인 이상
49.8
52.2
55.0
49.8
52.4
55.3
52.4
53.3
56.7
51.2
54.6
56.9
58.8
56.1
58.0
44.6
59.5
56.5

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연령상한선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정년제와 유
사한 방식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직급이 대리→과장→차장→부장
으로 가면서 직급정년의 증가 정도가 매우 완만함을 알 수 있으면 임
원의 경우 부장에 비하여 도리어 직급정년이 감소해 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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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년제 도입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본 절은 정년제 도입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짓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 로짓분석의 종속변수는 정년제를 실시하는 기업이면 1, 아니면 0으
로 정의되었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년 사업체 실태조사
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1,181개 사업장이다. 정년제 도입에 영
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로서 종업원수, 총비용을 노무비 비중, 인력부
족정도(부족인력÷종업원, %), 지배구조(소유주 경영 혹은 전문경영인
경영), 내부노동시장 유형(기준에 의거하여 일본형 인사관리의 경우 폐
쇄형으로 분류하고 영미형 인사관리의 경우 개방형으로 분류), 중도채
용률(중도채용자÷종업원, %), 승진기간(신입/과장, 년), 호봉제 실시여
부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18) <표 4-25>는 사용된 변수를 정의하고
평균치를 제시한다.
<표 4-26>은 로짓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Likelihood Ratio는 유의수준 1% 내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의 계수에 대한 추정 값도 5%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Employee), 총비용에서 임금비중이
낮을수록(Rwage), 인력부족이 클수록(Lshort), 소유주가 직접 경영할
수록(Gstructure), 인사관리가 폐쇄적일수록(Ftype), 중도채용률이 낮을
수록(Mrecruit), 인사적체가 심할수록(Gperiod), 호봉제를 도입하는 경
우(Payroll) 정년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사관
리가 폐쇄적이고 인사적체가 심할수록 그리고 호봉제를 실시하여 임
18) 본 연구는 과거에 고용보장 기능을 하던 정년제가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에
따라 준해고제로서 기능이 변화했다는 점을 제안한다. 본 로짓분석은 내부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현재의 정년제가 수량적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활
용될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가장 이상적
인 자료는 정년제의 수량적 고용조정 기능성에 관한 설문정보이지만, 자료
의 제약상, 본 로짓분석은 단순히 정년제 실시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
다. 물론 과거에 결정된 정년제가 고착화․관행화되어 현재의 노동시장 및
인사관리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경직적 내부노동시장을 나타내는 설명변수의 추정계수는 비유의적인 값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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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변수 정의 및 평균치
VARIANCE
변수설명
MEAN VALUE
Employee
종업원수(명)
514.01
노무비 비율
Rwage
31.66
(노무비/비용, %)
인력과부족
Lshort
3.62
(부족인력/종업원, %)
지배구조(소유주 경영=
Gstructure
0.56
1, 전문경영자 경영=0)
인사관리 형태
Ftype
0.78
(폐쇄형=1, 개방형=0)
중도채용률
Mrecruit
32.00
(중도채용자/종업원, %)
승진기간
Gperiod
8.56
(신입/과장, 년)
호봉제
Payroll
0.53
(실시=1, 미실시=0)

Std. Dev.
2,283.97
24.69
0.98
0.50
0.42
35.45
3.15
0.50

<표 4-26> 로짓 추정결과
VARIANCE
Intercept
Employee
Rwage
Lshort
Gstructure
Ftype
Mrecruit
Gperiod
Payroll
Industry Dummy(2 digit)
Likelihood Ratio
Observation

ESTIMATE
-5.3982
0.0150
-0.0277
0.3639
0.2570
0.1141
-0.0036
0.1971
1.3485
included
-

CHI-SQUARE
240.84*
*
568.19
234.50*
*
41.32
9.66*
6.57*
*
10.34
249.57*
*
250.20
included
*
5705.04
1,181개

주: *는 5% 이내에서 prob>chi-square인 경우를 나타냄.

금이 경직적일수록 정년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정년제의 결정요인에 대한 본고의 추론이 설득력이 있음을 지지
한다. 인력부족이 클수록 정년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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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만하다. 즉,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정년을 통해 중고령 인력을 퇴
출시키는 것은 직무능력에 비하여 중고령자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직무중심의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인력부족과 조기
정년의 이중적인 양태를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 5 절 정책제언

우리나라에서의 정년문제는 고령자 고용차별금지 및 정년제 폐지와
같은 단선적인 법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는 고령화 사
회에 대비하여 ‘고령화 대비 노동정책 중장기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기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1. 암묵적 계약 재협상 인프라 구축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준고용률’을 정하여 사업주
의 고령자 고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의 시행령에는 전
체 상시근로자의 3%를 기준고용률로 잡고 있다. 그러나 상시 300인 이
상 의무사업자의 기준고용률은 이미 3.4% 수준으로 권장 목표치나 가
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면서 실제로 이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제적인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고
령자고용촉진법은 기업의 정년에 대하여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
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정도로 60세 정년은 권장사항
수준이다. 정년퇴직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
에는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때 퇴직금이나 근속기간 정산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퇴직자의 재고용에 대해서도 조문에 명시
되어 있으나 재고용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장지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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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선언적 규제방식에서 정년연장을 위한 암묵적
계약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상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협
상인프라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법상 정년연장에 관한 협상의
옵션을 명문화하며 정부 지원을 통하여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의 재협상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단체협약 협상시 고령자의 대표성이 확보되도
록 고령자위원회 설치 등 정년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교섭이 이루어지
도록 교섭인프라 구축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임금제도, 승진제도 및
고용조정의 본연의 형태에 대해 노사간 생산적 토의를 함으로써 연령
차별이 없는 고용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암묵적 계약 재협상 인프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원적 임금체계의 단순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간소화, 더 나아가 기
간연장과 임금조정에 관한 개별협약이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동의하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년에 관한 단체협약에 반하더라
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두 가지로 나누고
각종 법정수당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두 가지 임금 중 한 가지
를 적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다. 반면 평균임금은 근기법 제19조에 “산정하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설상
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가산임금 및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종의 수당을 신설하고 있다.
이처럼 임금구성이 복잡해져 노무관리 비용이 증대되고, 노사간의 갈
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이 효율적으로 배
치되는데 역기능을 하고 있다.19)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2003)
19) 일본의 경우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산정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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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맺지 못한 상황이다.
예컨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있으나 이는 통상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평균임금과의 괴리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통상임금과 연동된 부가적인 사용자 비용이 증
가하여 사용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통상임금 확대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및 사용자의 비정규직 채용동기가 확대되어 분
단노동시장이 고착화되고 노․노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외
환위기 동안에 대폭의 임금삭감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임금구조의 복
잡성에서 기인한다. 즉, 복잡한 임금구조에서 노동자의 반발이 크지 않
은 상태에서 임금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을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의 임금은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을 어렵게 만든
다. 성과주의 확산과 더불어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은 정
년과 임금간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프라로서 기능한
다.
또한 법정퇴직금제도와 단협상의 퇴직금누진제도 임금과 정년에 관
한 사적 협상의 애로로 작용한다. 임금과 정년연장 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자에 한하여 사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있으나 퇴
직금의 삭감을 우려한 근로자가 협상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시 임금의 삭감폭을 줄여주거나 연간에 걸쳐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의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임금체계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
항이므로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간연장-임금조정의 패키지를 도
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
다. 그러나 이러한 패키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근로자대
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
에게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의 패키지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계약만으로
도입하거나 대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
도록 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기간연장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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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정에 관한 개별협약이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동의하에 합
리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년에 관한 단체협약에 반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20)
또한 현재 장기근속자일수록 사용자성이 강해져서 교섭시 장기근속
자의 이익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장기근속자
의 정년연장 이슈가 노조의 단협에 큰 비중으로 차지하기 어려운 교섭
구조로 되어 있다. 정년연장의 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령근로
자의 대표성을 협의제도에 확보해야 한다.21)
그동안 논의되어온 임금피크제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기보다
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증가율이 조기정년의 원인임을 공론화한다
는 수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우
리의 노사관계와 인사관리시스템과 정합적이지 못하여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장기계약에 관
한 협상과 생산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직무능력 평가를 전제
로 하는데 현장에서 노사간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가 사용자에 의한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
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사관리담당자는 어차피 연봉제나 조기퇴직제
를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하여 인사관리를 과부
하시킬 필요가 있냐는 입장을 취한다.
중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시장에서 보편적 추세로 정착하게 되면 60
세 미만의 정년제를 필자가 제시하는 임금조정옵션제는 이러한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희망하는 근로자 대상으
20) 예컨대 임금피크제를 일부 희망자에 한하여 도입할 경우를 설정해 보자.
51%의 근로자가 반대하고 49%가 찬성한다면 49%를 위한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상 어렵게 된다. 또한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합
원 대상 인준투표에 부친 결과 51%가 반대하고 49%가 찬성하면 도입이 어
렵게 된다. 집단적 자치에 의해 사적 자치의 효율성이 박탈될 가능성이 발
생하거나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1) 일본의 후지(富士)전기는 1999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노사 각 4인으로
노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였다(김용준, 2003). 우리에도 ｢근로자참
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요구하는 노사협의회에 고령자 대표성을 확보
하여 정년과 임금피크제 논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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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되 인사관리 담당자도 희망하는 우
수근로자 집단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정년연장 패키지를 제의하여 노사
간 경제적 잉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22) 이러한 임금조정옵션제는
기존의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립적 노사관계의 제약
하에서도 실현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실시를 위해서
는 정년 전 임금삭감에 따른 전술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
경조항과 정년후 다년계약 체결을 위해서 근로기준법과 고령자고용촉
진법의 변경을 요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고용유지를 통하여 실업대책
비용을 절감하고 고령자 인적자본 활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일정규
모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조정옵션제를 채택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지원
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확대된 임금조정옵션제는 중고령 근로자
의 인적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노령연금의 수급연령 60세와의 정년 55
세의 갭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법으로 금지하는 일본 방식이
나 인사관리담당자의 인사관리 공정성의 입증책임을 묻는 미국식 연령
차별금지법(ADEA)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0대 명예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직무중심의 인사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의 현실에서 입법조치를 통하여 정년을 연장하거나 연령차별금지법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있다면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2.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체제 구축
인사관리의 실시의 원칙은 ‘사람중심의 인사관리’에서 ‘직무중심의
22) 임금조정옵션 패키지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필
자가 제안하는 임금조정옵션제는 일본에서도 그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예
컨대, 후지(富士)전기의 경우 임금조정옵션제와 유사하게 선택적 정년연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55세 시점에서 60세 정년 또는 정년연장을 선택
하도록 되어 있으며, 56세부터 60세까지는 임금․상여를 15% 삭감하고 60
세 이후는 55세 연봉의 약 50%를 삭감하는 패키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
다. 산요(三洋)전기는 기본적으로 부사전기의 패키지와 유사하나 60세 기점
을 전후 기간으로 하여 재고용기간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제도
의 세련미를 더하고 있다(김용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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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로 거듭나야 한다. 직무중심의 원칙은 직무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조사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직무기술서․직무명세서 등의 직무
정보자료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교육훈련․배치․이동․
승진․승격․승급 등의 인사관리활동을 이룩해 가는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종업원의 담당 직종 및 직무의 요건보
다는 사람의 연고관계를 중시해온 종래의 정실주의 인사관리시책에 대
응하는 것으로서, 인사관리기능의 합리적 실시를 위한 선행과제이다.
직무중심의 원칙은 대체로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를 정의하고 이에 필
요한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통상 일련의 근로자 풀을 형성하고
견습기간을 두어 직무에 가장 적합한 근로자만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채택된다. 직무와 근로자간에 효율적인 매칭
이 이루어지게 되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자연스럽게 보장되게 된다.

3.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산
경제의 글로벌화, 기술발전의 가속화, 인구의 고령화 등 경영 및 노
동시장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기업이 근속년수
및 경력에 따라 임금액이 결정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세 가지 주된 변수들은 임금, 생산성 그리고 근속기간이다.
임금은 연령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하는데 생산성은 그렇지 못하다면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력을 가진 기업은 기업지대를 (근로자의 생애
에 걸친 생산성의 현재가치—임금의 현재가치)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정년을 정하게 된다. 불완전한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기업이 지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한 정년수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짧을
수 있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는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실적 및 공
헌도를 평가하여 연간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로 정의되며 연봉제
는 임금산정기간이 연간일 뿐만 아니라 임금결정 기준이 직무․성과급
제인 임금제도인 것이다. 최근에 연봉제가 확산된 주요한 원인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상대적으로 낮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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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재원을 보다 선택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임
금의 동기유발효과 극대화, ② 시장에서의 위험을 근로자와 공유함으로
써 위험의 분산화, ③ 중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임금비용 부담을 완화,
④ 정년고용의 붕괴와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
게 확산되는 연봉제는 분명 해고제로서의 정년제의 부담을 완화시켜
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봉제 실시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애로요
인의 제거 공정한 직무평가의 노하우 축적 등은 여전히 선결과제로 남
아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경력 및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
고,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이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예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적과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고, 근로자 개별로 근로조건
이 결정되는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시간급 근로자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
제도임으로 시간보다는 성과결과가 중시되는 연봉제에는 적합하지 않
다. 연봉제에서는 1년간 임금총액이 실제로 소요된 근로시간보다 주어
진 업적달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
법에 따라 연봉제에서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변동적 성격의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사후적으로 발생
하는 근로시간을 사전에 산정하여 이를 연봉에 산입하고 사후적으로
산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가감하거나 정산하는 번거
로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에 대한 정액수당
제를 인정하여 산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의 차이가 있어도 이를 정
산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더불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
지 않는 적용배제 직종을 정하여 연봉제 도입이 근기법에 의해 억제되
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봉제 도입시 이에 적용되는 대상근로자만의 집단적 동의를
얻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
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연봉제 도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도
포함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성과주의 임금을 도입하는데 큰 장애로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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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임금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연장은 비정규직
과 명예퇴직제의 남용 등 추가적인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
인을 제공한다. 노동시장과 노동계약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정년연
장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정년연장이 구속력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하여도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생산수준은 감소하고 이에 연동된 고용수준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정년연장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경제효율성과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 체제가 지금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4. 보편적이고 중층화된 사회보장제도 구축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이 사실이다. 산재보험은 100만명,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350만명, 국
민연금은 450만명 규모 정도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박능후, 2003). 사각지대 존재의 주된 원인은 제
도마다 상이하나 기여회피, 행정관리능력의 미비, 정책의지 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대부분 비정규근로자․자영업자
에 의해 구성되고 있어 사회보험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형평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사회보
장제도를 확충하는 1차적 과제는 사회보장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보호
의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위험의 긴급성이 높은 산재보험 우선
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다른 사회보험제도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방식의 개선이 필
요하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회피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사
회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의지가 중요하며 고의적 기여회피에 대해
서는 엄정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최초 도입되어 일정규모(현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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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강제 적용되는 법정기업
복지제도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퇴직금제도의 역사가 50년에 근접하
고 있는 한편 역사적으로 적용대상의 확대 이외에는 제도내용이나 운
영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이나 변화가 없었던 극히 경직적이고, 비
효율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퇴직금은 근로생애 중간
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소비됨으로써 퇴직수당 혹은 ‘전별
금’(severance payment)의 성격이 강하며 근로자편에서는 기득권 혹은
‘후불임금’(deferred wage)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회적 제도로서의
퇴직금제도는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전무하던 개발경제시대에 도입되어
중간퇴직 후 구직(실업)기간 동안의 생계유지, 정년퇴직 후에는 노후소
득으로서의 복합적인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8년 국민연금의 도입,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인
하여 퇴직금제도의 그러한 잠재적 사회보장 기능은 많은 부분 대체되
거나 축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후불임금’으로서의 기능만이 남게 되
었다.
선진국에서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상호보완적인
2층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점차 후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오히려 퇴직금제도 존재 자체는 큰 추가적인 부담
없이 우리나라도 다층보장체계(multi-pillar system)를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재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퇴직금제도는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복지제도로 법정지급률(8.3%)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나 기업
차원에서의 퇴직충당금의 적립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
있어 급여수준은 경직적인 반면, 지급보장 장치는 극히 약한 제도이다.
선진국에 비해 노동이동률이 높고 동일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상대
적으로 짧은 상태에서 퇴직금은 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정산되어 소진
되므로, 근로생애 동안 고용이 안정된 소수의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정년퇴직시까지 보전되는 정도가 극히 미약하다. 한편 국가․기업간
경쟁의 심화, 기업경영의 효율화․투명화에 대한 압력의 증가, 고용형
태의 다양화(노동시장의 비정규화)와 보수체계의 유연화(성과급제, 연
봉제) 등 경제, 노동시장의 국내외적 환경변화는 과거 개발경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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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상용직 중심의 평생고용시대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경직되게 운
영되어온 퇴직금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제도적 적절성에 관한 심각한
비판적 재고가 요청되고 있다. 현재의 경직적인 법정퇴직금제도는 기
업연금 혹은 개인연금제도로 점차 전환되어 퇴직과 연금이 경영관리적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연한 퇴직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획일
적인 퇴직’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퇴직’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는
이탈리아와 일본뿐이며 그나마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제도처럼 경영관
리적인 측면이 결여되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도 없다.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은 근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
라 퇴직 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임금의 일정부분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이연(移延)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부양체계의 점차적인 약화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국가적 정책과제이다.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생
애 동안 소비보다는 장기저축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해주며 축적된 연금기금은 자본시장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업과 생산활동에 투자되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
의 열매가 다시 근로자에게 분배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
은 국민연금제도가 지속된다면 노령연금 수급자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
께 노령연금에 대한 공적 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향후
개혁이 부재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것이며, 이는
노동력 수급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저해할 수 있
다.
기존의 연금제도 구조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새로운 제도
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필자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중층화된 연금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다. 첫번째 층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수준을 대폭 낮추고 세금
으로 일부 재정지원을 받는 보편적 연금제도이다. 보편적인 연금은 낮
은 노동시장 참가문제를 해결하고 노령기에 사회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소득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 층은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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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전환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층은 개인연금제도로서 효
율성이 강조된다.
한편 복지제도 구성 및 전달체계에 민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그간의 시설건립 위주의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공공복지와 시장간의 연
계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접근성, 선택권을 제고해야 한다. 노동․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운영, 평가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근로자, 사업
부 등의 실질적인 참여 및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복지제도간의 체계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소
득측, 고령자, 여성 등 고용을 위하여 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전달체계의
체계적 연계망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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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역에서 연령차별을 보여주는 징표는 다양하다. 연령을 기준으
로 하는 채용관행, 일반화된 정년제, 고령자를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정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연령차별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aging)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태도라
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나이가 들면 도전적인 정신과 창조성이 떨어
지고, 지나치게 신중하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훈
련시키기도 어렵다는 등등의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간의 능력 차이는 세대간의 차이만큼이나 클
수 있다. 연령차별은 개인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사람을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사회 전
체적으로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균형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연령차별
은 고령자의 고용기회 및 고용유지, 나아가 사회 전체적인 복지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령(화) 사회의 최대의 적이다. 따라서 연령
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고령(화) 사
회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부의 형평적 분배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법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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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
별을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로 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은 고용상의 연령차별을 규제
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연령차별의 특수성과 고용에서의 연
령차별금지의 필요성, 연령차별과 관련한 국내법의 현황과 법적 과제,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례, 고용에서
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제도적 방안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
상의 연령차별과 관련한 국제기준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
준과 유럽연합(EU)의 법제를 고찰대상으로 삼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
로는 미국법(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과 아일랜드법(고용평등법)을
고찰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아일랜드는 유럽 차
원에서 연령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를
일찍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령차별의 특수성과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

연령차별은 다른 차별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고용에
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여야 할 규범적 필요성과 사회․경제적 필요성
이 크다.

1. 연령차별의 특수성
성별, 인종, 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연령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통
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연령은 성별 등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성별,
인종, 장애 등의 경우에는 피아(彼我)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차별
대상 그룹이 고정되어 있다. 반면에 연령은 고정된 일정한 그룹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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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련되고, 더구나 연령은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차별에서는 차별대상이
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다른
한편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등의 이면에는 증오, 멸시, 업신여김,
혐오와 같은 감정이 짙게 깔려있다. 그러나 연령차별의 경우에는 후술
하는 바와 같이 연령에 대한 부정적이고 그릇된 인식과 믿음이 작용한
다. 이러한 점에서 연령차별은 다른 차별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규범적 필요성
차별금지 내지 평등이 요구하는 바와 그 목적은 다양할 수 있다. 평
등은 ‘능력에 따라’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즉, 능력과 무관한 특성을
이유로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평등의 목적은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나아가 개인의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령차별은 ‘능력에 따른 대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평등에 위
배된다. 연령차별은 개인간의 다양한 능력 차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
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aging) 사람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천편일률적
인 그릇된 사고 내지 믿음에 근거하여 사람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령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사고와 믿음은 ① 어떤 개인의 개별적인 신체․정신적 능력과
② 그와 동일한 연령그룹에 속하는 자들에게 공통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반적인 신체․정신적 능력,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연령차별을 금지하여야 할 규범적 기초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
라 발생하는 정신적 내지 육체적인 퇴화는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다.1) 그리고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
를 나이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개별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1) Raymond F. Gregory, Age Discrimination in the American Workplace,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p.22 참조.

136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평가에 부합하는 대우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
서 특히 정년제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쇠퇴를 일률적으로 가정하
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연령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보장, 개인의 선
택에 대한 존중, 개인의 사회적 참여와 통합에 반한다는 점에서 평등
이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사람을 인간으로
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독자적인 인격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
로 이해할 수 있다.2) 연령차별은 사람을 개성과 장점에 근거하여 대우
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대우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
한다. 연령차별은 인간에 대한 자주적인 인격체로서의 평가를 그르치
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연령차별은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 참여 및 통합
을 해친다. 연령기준의 채용관행(모집․채용시의 연령제한)은 직업선택
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고용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시장(직
업)에의 참여와 통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근로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정년제와 고령자를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정 등은
고령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퇴직시기에 대한 자주적인
선택권, 직업생활에의 참여와 통합을 손상 내지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
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여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연령차별은 청년과 고령자 모두에게 고용기회를 줄이고, 인적
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을 저해한다. 오늘날 기
업은 노동능력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인구계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
술과 능력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개인과 기업, 나
아가 사회에 유용하다. 그런데 연령차별은 여러 가지 기술과 경험을
2) 성낙인, 헌법학 , 법문사, 2001,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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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다양한 근로자층을 활용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고령층의 일
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노
동시장에서의 일자리의 수가 영구불변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연령차별금지가 고령층을 위하여 다른 인구계층(특히 청년층)을 희
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기퇴직제를 정책적으로 시행한 국가(대표적으
로 프랑스)의 예를 보면, 조기퇴직제의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청년층
의 고용창출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비효과적이었다.3)
둘째, 연령차별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케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우리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4)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 및 후속세대의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점진적 증대(65세 목표)를 제도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지급률의 하향조정, 보험료의 인상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에 대한 연금지급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
하고 고령자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 내지 상쇄시킬 수 있다.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
를 고려할 때, 연령차별을 금지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더욱 분명
해진다. 특히 우리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는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연령차별은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기업인사관리와 기업문화
의 형성을 저해하고, 체감정년의 하락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는 근로
3) Mark Keese, “Reversing the Tide : Preliminary Lessons from the OECD's
Older Worker Thematic Review”,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정책 : 각국 사례 ,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 자료집(2003. 10. 24)상의 번역문 “OECD
고령노동자 연구결과 분석”, 15쪽 참조.
4)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의 도래도 그리 멀지 않은 것
(2019년 노인인구의 비율을 14.4%로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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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업애착도를 떨어뜨려 장기적인 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연
공서열(즉, 연공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임금도 높아지는 체계)에 기
초하여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
였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연공서열에 기초한 인사관리와 기업
문화는 고령자의 고용유지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공서열 때문에 고령근로자에게는 그 자의 생산성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공서열제는 실
제상 기업에게 새로운 비용을 부담케 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업생애 가운데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는 생산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득을 보게 되고, 이러한 이득은 직업생애의 후
반기에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상쇄되는 것이다. 그런
데 사용자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기에 이득을 보고나서 생애 후반기
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높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령자를
정리해고 내지 조기퇴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행위이
자 암묵적으로 형성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연령차
별금지법은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사용자에게 비생
산적인 근로자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거나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
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연공서열에 기초한 인사 및 보상체
계가 성과에 기초한 제도로 대체되어 감에 따라 공개적이고 적나라한
연령차별은 많이 사라지겠지만, 연령과 능력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편
견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연령차별금지법
은 개별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제도
의 확립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다른 한편, 정년제는 개별
근로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연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률
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연령차별의 요소를 내포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는 정년을 설정할 경
제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령차별적 요소
가 최소화된 정년(예컨대, 연금수급연령과 동일한 정년의 설정)까지 일
률적으로 연령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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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령차별과 관련한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

헌법이나 노동관계법률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은 존
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
용차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연령
차별금지와 관련한 헌법상의 한계, 노동관계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과 연령차별금지의 한계
헌법 제11조 제1항은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연령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헌
법적 판단에서 제약적일 수밖에 없고, 기본권의 대사인적(對私人的) 효
력의 측면에서도 한계5)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먼저 평등권
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연령차별에 대한 헌법상 평등원칙 적용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평등권의 의의
1) 평등은 헌법의 최고원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
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원
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
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
5)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은 사인간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특별한 법규
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금지의 원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하여 간접
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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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
본권이다.6)
2) 헌법상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

헌법상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헌법 제11조 제
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
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
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7)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
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8)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
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9)
3) 평등원칙 위반여부의 심사척도

평등원칙의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자의금지
원칙과 비례(과잉금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비례(과잉금지)원칙
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내
6) 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7)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가7, 96헌바93(병합) 결정; 1998. 11. 26. 선
고 97헌바31 결정;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등.
8)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결정;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
정 등.
9) 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8헌가37·96(병합) 결정; 1996. 8. 29. 선고 93헌
바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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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한다.10)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서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이른바 완화된 심사 또는 자의심사)와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이른바 엄격한 심사 또는 비례심사)를 구분하고
있다.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지만을 심사”하는 것이고,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는 “합리적 이
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를 의미
한다.11) 즉, 비례원칙에 입각한 심사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차
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를 심사”12) 하는 것이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평등심사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 왔고, 이따금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비례심사의 본질에 해당하는 ‘법익의 균형성
(협의의 비례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었다고 할 수 있다.13)
10)
11)
12)
13)

성낙인, 앞의 책, 280쪽.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와 입법자는 모두
헌법에 기속되나, 그 기속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 헌법은 입법자와 같이 적
극적으로 형성적 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에게는 행위의 지침이자 한계인 행
위규범을 의미하나, 헌법재판소에게는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
사하는 기준으로서의 재판규범, 즉 통제규범을 의미한다. 평등원칙은 행위
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
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
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
의 금지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즉,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평등실현의무는 헌법재판
소에 대하여는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그 의미가 한정축소된다. 따라서 헌
법재판소가 행하는 규범에 대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
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 내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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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대군인가산점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사건(헌재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에서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에 입각한 심
사(즉, 엄격한 심사)와 자의금지원칙에 입각한 심사(즉, 완화된 심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동 사건에서는 엄격한 심사(법익의 균형
성 심사에까지 이르는 본격적인 비례심사)를 통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로 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즉 헌법이 스
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
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② 차별적 취급
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14)

나. 연령차별에 대한 헌법상 평등원칙 적용의 한계
어떤 법률의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반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즉,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완화
된 심사)에 비하여 그만큼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러
한 점에서 엄격심사의 생명은 ‘합헌성 추정원칙의 배제’와 그에 따른
‘입증책임의 전환’에 있다고 보는 헌법학자도 있다.15) 그렇다면 연령차
물고 있는가 하는 것(필자: 자의적인 것인가 여부)에 국한시켜야 하며, 그럼
으로써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권력분립적 기능질서가 보장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90헌마110·136(병합) 결정;
1998. 9. 30. 선고 98헌가7, 96헌바93(병합) 결정 등).
14)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가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
는 두 가지의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헌법 제32조 제4항
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
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점제도는 바로 이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가산점제도가 민간기업에 실시될 경우 헌법 제
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될 것이다).
15) 임지봉,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와 평등권 - 미국과 우리
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통합과 평등권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개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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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은 엄격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1) 헌법상의 특별한 평등요구의 측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우선 엄격심사는 헌법
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즉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
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
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1
조(평등권) 제1항 후문에서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차별금
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
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고용․근로조건에서의 여성차별은 엄격심사의 대
상이 된다. 그러나 헌법에서 연령은 명시적인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
고 있지 않으며, 연령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을 별도로 설정
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헌법 제34조(사회보장) 제5항에서 노령 등으
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연령에 대하
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차별은
엄격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헌법이 열거
하고 있는 3가지 차별금지 사유는 단순히 예시적으로 제시된 것에 불
과한 것16)으로 본다면, 연령 등 다른 차별사유(예컨대, 장애, 인종, 국
적 등)가 엄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헌법
재판소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비록 헌법 제정 당시에는 예정하지 않았던 차별사유라고 할지라도 오
늘날의 국제규범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예정한 세 가지 차별금지
념 학술대회 자료집(2000. 5. 13), 6쪽.
16) 성낙인, 앞의 책, 317쪽. 동 저자에 의하면, “이러한 헌법규정상 차별금지 사
유는 단순히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외 학력․건
강․연령 등 어떠한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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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못지않게 현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규범적 당위성이 인정되는 차별사유에 대해서는 엄격심
사(비례원칙에 입각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7) 사회변화에
헌법이 적응할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측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
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도 엄격
심사가 적용된다. 비록 연령차별이 헌법상 명시적인 차별금지 사유에
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령차별로 인하여 평등권 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연령차별로 근로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에 대
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17) 다른 한편, 엄격심사 기준의 문제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의해서도 지적
되고 있다.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정부수립 이전의 이주동포(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를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헌법
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에서 권성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별개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열거하고 있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한 차별은 헌법제정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폐습에 속하
는 차별로서,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할 비인도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문명적
인 질곡이었으므로 헌법에서 특히 그 불평등의 제거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
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제정 당시에는 그 불평등이 이미 관념상으로는 완전
히 극복되었고 실제상으로도 상당부분 극복되었다고 판단되어, 헌법 조문을
통하여 특히 그 불평등의 제거까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폐습의
악성(惡性)정도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못지않은 다른
차별이 비록 흔한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그러한 폐습이
지금에 와서 새삼 등장한다면, 비록 그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열거
된 사항은 아닐지라도, 엄격한 평등권 심사에 의하여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열거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에
못지않게 엄격심사를 통하여 제거되어야 할 불평등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사람의 출생지 내지 생활근거지와 같은 지역적 요소에 의한 차별과 인종적
요소에 의한 차별을 들 수 있다. 지역적 요소에 의한 차별은 인종적 차별
이상으로 비인도적이고,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능력발휘를 봉쇄하는 것이므로(헌법 전
문은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보다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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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것은 아니며, 설사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엄격
심사에 따른 비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
는지 불분명하다.
연령차별과 관련된 사례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에 대
한 가산점제도18)와 관련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엄격심사(비록 완화된 엄격심사를 행하고 있지만)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경우와 같이 입법자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입법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헌법에 근거
를 둔 것(필자: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
로기회의 부여를 규정)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자는 상당한 정도
의 입법형성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례심사
와 같은 엄격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
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
소의 위 결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두번째 경우
인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
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의심사에 그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
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에서 차별명령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중략) … 법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
정된 것)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 제1항에 의하면,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
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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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균형성 심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평등심사의 핵심적 부분으로
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입법자가 차별
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입법목적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입법목적의 비중
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
(중략) …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국가공무원 임용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외의 자를 지
나치게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19)
위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를 것 같으면, 법률에 의해
또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로 인하여 특정 연령층을 특별히 보호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채용, 근로조건, 해고, 직업
훈련 또는 직업소개의 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연령층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때에는 단순히 합리적
인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즉,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완화된 심사),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
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심사(즉,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
한 심사)를 통해 평등원칙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다.

2. 노동관계법상 연령차별금지의 한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관계법률에서는 차별금지의 사유와
영역, 그리고 차별금지의 주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연령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02년 12
월 30일에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
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임을 이유로 하는 모집, 채용 또는 해고에서
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연령차별금지와 관련한
현행 노동관계법의 한계를 근로기준법과 고령자고령촉진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9)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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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의 한계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령차별의 법적 규제에는 많은 한계가 있
다. 그 대표적인 사항으로 채용상 연령제한에 대한 규제의 한계, 근로
조건에서의 연령차별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의 미적용, 정리해고에서의
고령근로자 보호의 한계, 정년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를 들 수 있
다.
1) 채용에서의 연령제한에 대한 규제의 한계
가) 실 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신규채용시에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한
국노동연구원이 2002년에 실시한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조사대상 총
1,433개 사업체)에 따르면, 신규채용시에 연령을 제한하는 사업체는 전
체의 50%이고, 경력직 중도채용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사업체도 24.3%
에 이르고 있다. 신규채용의 연령제한은 대규모 기업(근로자 300인 이
상)일수록 높은 비율(53.8%)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은 아니며 제조업과 비제조업간에 채용시 연령제한은 거의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20)
공무원 채용에서도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공무
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상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서 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20∼32세, ②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20∼35세, ③ 8급 및 9급의 경우 18∼28세, ④ 기능
7급 이상 18∼40세, ⑤ 기능 8급 이하 18∼35세이다. 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상한제도의 폐지 내지 완화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비공개 자
료)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제한제도의 취지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지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를 구현
하고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있고, 응시연령제한제도를
20) 이상의 내용은 장지연,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정책: 한국사례｣,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정책 : 각국 사례 ,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 자료집,
2003. 10. 24.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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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문제점으로 다수의 고령자가 공직에 채용
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력시장에서
젊고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곤란하여 정부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
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 법적 한계

채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제62조 제1항에서 15세 미만자의 채
용을 금지하고 있고(연소자의 최저 채용연령 제한), 제63조에서 특정
직종(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과 관련하여 연소자(18세
미만자 및 18세 이상의 여성)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에
사용자는 광범위한 채용의 자유를 갖는다. 채용기준으로 어느 사항을
사용하고 중시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자유이고,21) 연령제한
을 두는 것도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자유이다. 따라서 남녀고용평
등법 제7조와 같이 모집 및 채용에서의 차별을 규제하는 특별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지 않는 한, 채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원
칙적으로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모집․채용상의 연령차별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더라도 공무원의
근로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근로조건에서의 연령차별에 대한 균등처우원칙의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기본조항이다. 동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22) 동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조는 차별대우의 금지사유로 국적, 신앙, 사회
21) 임종률, 노동법 , 제3판, 박영사, 2002, 340쪽 참조.
22) 김형배, 근로기준법 제8판(증보신판), 박영사, 2001,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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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신분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연령 등 다른 차별사유가 포함될 수 있
는 예시적인 열거인가 아니면 다른 차별사유가 포함될 수 없는 한정적
열거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특히 동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제115조)이 적용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연령 등 그 밖
의 사유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사회적 신분에는 연령이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사회적 신분을 생래적(선천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견해도 있지
만,23) 판례는 후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
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
는 것”24)으로 보면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 판결례도 사회적 신분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 또는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지위로서 자신의 의사로
도 피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노조의 선출직 간부라는 일시
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
다.25) 생각컨대, 연령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등과 달리 특정인 내지
특정 그룹에 한정되는 고정불변의 인적 특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
계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의사
로 피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연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평등대우 내지 차별
금지 원칙에는 연령이 포함될 수 없고, 그러한 점에서 연령차별과 관
련하여 근로기준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3) 정리해고에서 고령근로자 보호의 한계
가) 실 태

기업이 고용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령(특히 고령)을 명예퇴직이
나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이
23) 김형배, 앞의 책, 77쪽.
24)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25)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16. 선고 94가합40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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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고용조정을 실시한 적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리해고의 경우에 해고기준으로 인사고과나 징
계경험을 고려한 경우가 약 67%, 연령을 고려한 경우(직종과 직급에
따라 연령을 고려한 경우를 포함)가 약 52%, 근속년수를 고려한 경우
가 약 46%, 부양가족수를 고려한 경우가 약 36% 등으로 나타났다.26)
연령을 고려한 경우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150인 이하의 중소규모 사
업체는 약 43%, 151∼300인 사업체는 62%, 300인 이상 사업체는
56.5%로 기업규모가 적은 경우보다는 큰 경우가 해고기준으로 연령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고, 산업별로는 비제조업(48.6%)보다는 제조업
(54.4%)이 연령 고려의 비율이 높다.27)
나) 법적 한계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제2항
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정을 사
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동 항에서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연령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
로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 따라서 연령, 특히 중고령을 이유로 하는
해고기준이 법이 규정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전적으로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는 연공서열 임금체계 때문에 중고령은 근속년수 및 고임금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대부분 중고령자에 해당하는 장기근속자를 우
선적 해고대상자로 삼는 이유에 대해 사용자가 비용절감을 주장하는
경우 과연 이를 연령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법적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학설의 다수는 고령자 등 해고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호
의 필요성이 큰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
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요소(예컨대, 연
령, 재직기간, 부양부담 등)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기업이익을
26) 장지연, 앞의 논문, 55쪽 참조.
27) 장지연, 앞의 논문, 55쪽의 <표 6>을 참조하여 필자가 분석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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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요소(예컨대, 근무성적, 업무능력, 상벌관계 등)는 부차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고 본다.28)
판례의 경우 근로자 보호의 관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
결례29)가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이후의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근로자 보호의 관점과 기업보호의 관점이
종합적․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30) 초기에 대법원은
28) 김형배, 앞의 책, 707∼708쪽; 임종률, 앞의 책, 495쪽; 박종희, 경영상 해고
제도의 법리와 법정책적 운용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1998, 103쪽; 이원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 김유성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0, 234쪽;
유성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중앙법학 창간호, 중앙법
학회, 1999, 482쪽 참조.
29) 서울지방법원 1995. 12. 15. 선고 94가합10586 판결.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
자의 일신상, 형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가 이루
어지는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
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사회
적 보호를 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부터 해고를 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업
무능력 등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을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해고대상 근로자 선별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피고 법
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항들만을 반영할 뿐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
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피고의 초과인원
정리기준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피고법인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해고
대상자 선별기준의 정당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0) 예컨대, 서울행정법원 2000. 6. 1. 선고 99구28247 판결에서는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로 어떠한 비중을 부여
하는 것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는 획일적․일률적으로 말
할 것은 아니고,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같은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과 정리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상 목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사업체의 인사구조 및 이에 관한 구성원
들의 인식, 향후 사업체의 발전역량의 보존 등 객관적 사정을 두루 고려하
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고 공단과 같은 공법인에 있어서
장기간 근속한 고령자나 현 직급에서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장기근속한
직원은, 일응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성 및 사업역량 강화라는 정리해고의 목
적과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여
지가 많고, 또한 잔여 정년이 많지 않고 그 퇴직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규
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에 비추어 조기퇴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
대적으로 적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포함시킨 것 자체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러한 기준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다른 나머지 모든 기준을 배제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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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었다.31) 그러나 2002년 판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에서는 근로자 보호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해고
기준(직급별로 연령이 많은 자, 장기간 재직자, 근무성적 저조자)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동 사안에서
사용자(은행)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상위직 근로자(3급 이상 직
원)를 대상으로 인원감축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과반수 노조와 합의하
여 정한 해고기준은 직급별 해고인원수를 정하고, 각 직급에서 연령이
많은 직원,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직원,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을 해고대
상으로 하되 앞의 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근무성적 상위자를 제외
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
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
고를 실시한 사업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우리나라에
독특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연령이 많은 직원과 재직기간이 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은행
이 정한 위 기준은 당시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으로서 수긍할 만하고, 정리해고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안정을 기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근로자 각자의 개인
적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결
절대적인 영향을 갖게 되거나, 위와 같은 연령이나 현 직급 근속연수보다도
경영혁신이나 사업역량 강화와 훨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무평정, 징계전력 등 과거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든지 혹은 그 반영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장기간 조직을 위하여 성
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
무태도를 보이거나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에 비하여 우
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면 이러한 정리해고 기준이 합
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3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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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내렸다.32)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동일직급에서 직무능력․
임금수준이 동일․유사한 경우 연령이 많은 자를 우선적 해고대상으로
삼는 기준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의 입장은 정리해고에 있어서 중고령 근로자를 우선적 퇴출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기업의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자, 정리해고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규제함에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
이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정년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
가) 실 태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
중에서 정년제를 실시하는 사업체는 76.2%이다. 5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는 50%이고,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제를 실시하는 사업
체의 비율도 높아져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96.4%)
이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약 74%)에 비하여
제조업(약 79%)의 정년제 실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 정년연령
은 약 55∼57세로 나타났는데, 생산기능인력의 경우 56.4세, 서비스 및
영업인력의 경우 55.9세, 사무인력의 경우 56.6세, 연구개발․기술인력
의 경우 57.4세, 관리인력의 경우 57.9세이다.33)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로 공무

32) 동 사안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01. 4. 11. 선고 2000나15908 판결)은 “근로
자의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
관적인 사정과 사용자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에도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연령, 재직기간, 근무성적 등 3
가지 선정기준만을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나마 이들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근무성적을 다
소 고려하는 외에는 다른 기준에 불구하고 아무런 심사과정도 거치지 아니
하고 바로 감축대상자로 선정한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자 선정기준 역시 합
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었다.
33) 이상의 내용은 장지연, 앞의 논문,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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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정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함),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단, 공안
직 8급 및 9급은 54세)이다.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
우 연구관ㆍ지도관는 60세, 연구사ㆍ지도사는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
은 57세 내지 60세이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은 59세, 기타 직렬은 50세 내지 57세이다.
나) 법적 한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정년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34) 따라서 근로기
준법상 정년퇴직의 연령에 대한 특별한 규율이나 제한은 없고, 관행이
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정년제는 일반
적으로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그 능력이나 의사에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종신고용제 아래 연공임금을 전제로 하는 노무관리에서 고임금․고연
령 근로자를 배제하고 인사의 신진대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35)
정년제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그 근거로 ① 기업 고용인원의
한계성, ② 청년근로자의 채용을 통한 종업원 연령구성상의 균형 유지
의 필요성, ③ 고령자 개인별 평가에 따른 선별적 퇴직보다는 정년제
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노사 쌍방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36)
반면에 정년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그 근거로 ①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로 헌법상의 평등조항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조항 및 민
법상의 공서양서조항에 대한 위반, ② 근로자는 정년에 관계없이 해고
34)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정년제에 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자
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 2003. 참조.
35) 이병태, 최신노동법 , (주)중앙경제, 2002, 683쪽.
36) 임종률, 앞의 책, 512쪽 참조. 동 저자는 정년제의 합리성․공정성에 대한
노사 쌍방의 인식에 대하여 “고령자를 개개인의 능력․적격성 등을 평가하
여 선별하여 퇴직시키는 것보다는 일정한 연령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배
제하는 정년제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이 노사 쌍방의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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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유무에 의해서만 해고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37)
한편, 판례는 직책 또는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제도 허용하고 있기 때
문에 정년제의 적법성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38) 판례에
따르면,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
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39)이라고 하고 있다. 다만, 행정해석은 한 직급에서 일정한 기간 내
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예컨대, 과장 12년, 부장 13년)에 그
사유만을 가지고 근로자를 퇴직케 하는 이른바 계급정년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정년제와 달리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40)
연령차별금지의 관점에서 볼 때, 정년제의 문제점은 개별 근로자의
능력과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일률적․자동적
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퇴직의 시기에 대한 근로
자의 선택권을 배제함으로써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강제적 퇴직을 초
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정년제하에서 비용(인건비)절감을 목적으로 하
는 조기퇴직(명예퇴직)의 장려, 심지어 강요는 사실상 정년단축의 효과
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년제에 대하여
그 어떠한 규율도 정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제에 내포
된 연령차별적 요소를 법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37) 김유성, ｢정년제의 의의와 법적 문제｣, 법학 , 제90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소, 1992, 79쪽 참조.
38) 다만,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
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교환직렬 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것
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남녀차별금지규정에 해당되
어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반면 일반
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
로 규정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등이 있다.
39)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40) 1992. 9. 17. 근기 01254-1565. 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1992.9∼
1994.12) , 1994, 69∼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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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고령자고용촉진법의 한계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
을 지원ㆍ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또한 동법은 사업주의 책무로서,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
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제4조). 그러나 동법이 그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차별금지, 기준고용률제도,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장려제도는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1) 고용차별금지의 실효성 미흡
가) 제도의 내용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법률 제06849호)은 제
4조의 2(고령자 등 고용차별금지)를 신설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
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이다. 개정법은 고령(55세 이상)
또는 준고령(50∼54세)을 이유로 하는 근로관계의 성립(모집․채용) 또
는 해고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 법적 한계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용차별금지 규정은 선언적 금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위반에 대한 어떠한 제재(벌칙 또는 과태료)도 두고 있지 않
다. 차별금지의 내용으로 사용자의 차별의도가 개입된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차별의도가 없는 기준이나 관행, 행위 등에 의하여 차별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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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을 포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남녀고용평등
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차별금지에 간접차
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고용차별
금지의 영역에서 정년을 배제하고 있다. 개정법은 ‘해고’에서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적 의미에서 정년은 해고
와 다르다.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적 종료사유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근로관계의 종료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궁
극적 한계는 사용자가 동법의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우선적인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삼더라
도 사법적으로 무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법
상의 차별금지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법적 의무에 불과하고 사법상의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근본적 한계가 있지만 법개정의 긍정적 의의를 일정 정도
는 찾을 수 있다. 우선, 고령자를 우선적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하는 해
고기준의 정당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일
정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
로 사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향후 법원이
동법의 개정취지를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어느 정도로 법개정의 취지를 사법관계에 반영할 것인지
는 현재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넓은 시각에서 볼 때 법개정
의 취지 자체가 개별 근로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연령에
근거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현행의 정년제
를 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령자 기준고용률제도를 통한 고용촉진 효과의 한계
가) 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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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률은 이전의 기준고용률(3%)보다는 다소 높
은 3.7%로서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고, 특히 고령자 취업은 특정 업종
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항상적으로 기준고용률에 미달(300인 이상 업
체 1,502개소 중 기준고용률 미달업체는 952개소로 63.4%)하는데 반해,
고령자를 선호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은 기준고용률을 크게 초과하여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는 기
능이 사실상 상실된 실정이다.41)
<표 5-1>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
(단위: %)
평균 제조업 건설업
3.70

1.58

5.36

전기가스
수도업
2.76

도소매 운수업
0.94

8.01

금융․
보험
1.08

통신업
0.83

부동산․ 기타
임대업 서비스
8.39

8.19

주: 고령자 고용현황조사(2002, 노동부)

나) 제도의 내용

기준고용률제도는 일정한 사업주에게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
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42)
41) 노동부 고용정책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설명자료(2003.
4), 2쪽.
42)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에는 기준고용률제도 외에도 우
선직종고용제도가 있다. 우선직종고용제도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고시하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
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이다(동법 제15조, 제16조 제1항). 민간 사업주에게
는 고용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노력의무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
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
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2002년 12월 30일 개정으
로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의무 대상기관이 정부출자·위탁기
관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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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고용 노력의무)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
고용률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동법 시행령 제4조). 고령자 기준고용률
은 업종에 따라 달리 설정되고 있는데, ① 제조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②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그 사
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③ 기타 산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이다(동법 시행령 제3조). 종전에는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100분
의 3으로 적용하였으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으
로 변경되었다(2003. 7. 10 개정).
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
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행
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획이 적절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
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다른 한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
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있게 되고, 노동부장관은 예산(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을 포함)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2002년 12월 30일 법개정으로 고용보험
기금에 의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 법적 한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불이행시 부담금제도 적용)와 달리 고령자 기준
고용률제도는 사업주에게 노력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기준고용률 초과시 인센티브제도가 수반되지만, 행정지도(기
준고용률 이행계획 작성․제출) 외에 기준고용률 미달에 따른 효과적
인 대응수단이 부재한 실정이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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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고용률의 차등적용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인센티브제도는 잘못하면
고령자 고용을 선호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
으로 역기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기준고용률제도를 의무고용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
다.43) 이러한 점에서 기준고용률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고용촉진은 기
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령차별금지의 강화를 통
해 고령자의 고용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제도적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60세 정년 장려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제도를 통한 정년연장 효
과의 한계
가) 제도의 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
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그리고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시행령상 상시 300
인 이상 근로자 사용사업주에 한함)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
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제20조 제1
항). 다른 한편,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제21조).
그리고 인센티브제도로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
43)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결정). 즉, “장애인은
그 신체적ㆍ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ㆍ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
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
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헌법
제119조 제1항)하고 개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천명(헌법 제10조 전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
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창출은 국가 이외에도 일반 사기업이 담당
하므로, 장애인의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사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 내
에서의 의무의 부과는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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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즉, 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
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
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1조의 2).
나) 법적 한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60세 정년을 지향하고 있지만 행정지도(정
년연장 계획의 작성․제출) 외에는 60세를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규
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년퇴직자 재고용장려제도
역시 직접적인 정년연장의 효과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정년연령
의 유지․고착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60세 정년장려제도와 정년
퇴직자 재고용지원지도를 통한 실질적인 정년연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령차별금지라는 관점에서의 규제도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원칙적으로 60세이고 예외적으로
5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이다. 55세 미만의 정년제와 노령연금제 사
이에 존재하는 공백(무소득상태)을 퇴직금제도가 일정 정도 커버하고
있지만 장기간의 공백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정년제도와 노령연금 양자간의 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연령차별금지 및 구제의 한계
가. 실 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부터 진정접수를 시작한 이후 2003년
10월 현재까지 접수한 차별행위사건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총 409건
가운데에서 고용차별은 46%(188건), 재화 등 공급․이용 차별은 16.4%
(67건),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4.9%(20건)로 고용차별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18가지 차별사유 가운데 연
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은 3.4%(14건)로, 사회적 신분 15.6%(64건),
장애 10%(41건), 출신국가 5.9%(24건), 성별 3.9%(16건)에 뒤이어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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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연령차별은 고용차별 외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44)

나. 제도의 내용
1)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 18가
지45)의 차별사유에 기하여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에서 특
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영역 이외에도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재화 등 공급․이용상 차별)와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교육시설 등 이용상 차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차별의 개념과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46) “연령차별은 특정한 연
령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하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건강, 재정적 능력, 책
임감, 기술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아가 그 사람
44) 이상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의 비공개자료를 참조하였다.
45) 나이 외에도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46) 이하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2 , 2003,
141∼1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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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평가하는데 진정한 증거(true indication)를 제공하지 못한다
면 차별적인 행위로 판단한다.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
은 명시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이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나이대에 불리한 영향
력을 미친다면 이를 차별로 규정한다. 또한 나이를 이용하여 직무․교
육․기타 관계 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폭
력(harassment)도 이에 포함된다.” 고용상의 연령차별에 관하여, “고용
에서 일정범위 내의 특정한 나이를 제한하여 모집하는 행위, 면접 등
을 실시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를 묻는 행위, 동일가치․동일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특정 나이 소유자에게 임금 인상액․인상률 등
을 다르게 하는 경우, 교육이나 배치․승진․해고․퇴직 또는 징계에
있어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교원 모집차별’ 사건
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을 모집함에 있어 일정연령을 초과한 자는 응시
할 수 없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한 행위는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대학에 부여된 자율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왜 일정 연령의 자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대학의 연
구기능과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요건인지’에 대한 논리
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본 건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수능
력이 나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연구 및 교육의 성과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또한 지원자들에 대한 교육 효과,
업무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정하여 면접시험 등을 통
해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행정편의만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47)고 보았다.

47) 국가인권위원회 2002. 11. 18. 02직차1 결정,
2003, 187쪽.

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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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행위의 조사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
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
정은 원칙적으로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루어져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진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대상이
된다(제32조 제1항 제4호). 국가인원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
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30조 제3항).
조사방법으로는 ①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② 당사
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③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④ 당사자, 관계인, 관
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
보에 대한 조회 등이다(제36조 제1항). 다만,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
구는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할 수 있다(제36조 제4항).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진
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제63조 제1항).
3) 차별의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구제의 수단으로 ① ‘합의권고’, ② ‘조정’,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의 구제조치’, ④ ‘구제조치의 이행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가) 합의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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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제40조).
나) 조 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합의
권고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조
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43조).
다) 조정에 갈음하는 구제조치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인
권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① 조사대상 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ㆍ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제42조 제4항), 당사자가 이러한 구제조치
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제42조 제6항).
라) 구제조치의 이행 등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
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
조정에 갈음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혹은 ②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다만, 이러한 권고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제46조).

다. 법적 한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해고, 정년 등을 포함하여 고용상 연령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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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 위원회에 의한 조사 및 구제의
대상이 될 뿐 해당 연령차별 행위를 사법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사행위 및 구제수단 역시 제
도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
부하거나 기타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사후적인 과태료의 부과라고
하는 제재 이외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
게 된다.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서 조정에 갈음하는 구제조치
를 내리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러한 구제조치는 법
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구제조치의 이행이나 차별
적 제도․관행 등의 시정 또 개선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
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의 현실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 4 절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국제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국제기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과 유럽연합(EU)이 채택하고 있는 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노동기구(ILO)의 연령차별 관련 노동기준
평등대우에 관한 ILO의 주요 협약으로 1951년 제100호 협약(동일가
치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원칙 적용의 촉진․보장)과 1958년 제111
호 협약(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이 있다.48) 그 후 1980년에 ILO는
48) ILO는 4개 분야(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균등대우, 아동노동)의 총 8개 협약
을 모든 회원국에 의해 비준․시행되어야 할 근로자의 권리에 있어서 기본
적인 협약으로 보고 있으며, 균등대우와 관련하여 제100호 협약(동일가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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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평등대우와 보호에 관한 ‘고령근로자’ 권고 제162호를 채
택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고용차별금지에 관한 일반협약에 해당하는
제111호 협약과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62호 권고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 제111호(1958년)
1) 성립 배경

창립초기 ILO는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기본적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내용의 하나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항은 ILO 헌장의 전문(前文)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 후 1944년 ILO는 ‘필라델피아선언’을 ILO 헌장의 부속서로 채택한
다. ILO 활동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동 선언에서는 차별철폐와 기
회균등의 원칙을 천명하게 된다. 즉, 동 선언의 제2항 (a)는 “모든 인간
은 인종, 신조 또는 성(性)에 관계없이 자유와 존엄성,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제111호 협약 탄생의 배경이
되고 있음은 동 협약의 전문(前文)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른 한편, 1948년 국제연합은 제38회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
택하게 되고,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는 1954년 7월에 채택된 결의에
기초하여 ILO에 대해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적 대우에 관하여 검토
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것이 ILO가 제111호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
게 된 계기가 되었다.49)
동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과 제111호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제100호 협약과 제111호 협약을 비준
하였다. 한편, ILO가 채택한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
의하면 모든 ILO 회원국들은 비록 해당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ILO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ILO 헌장에 따라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을 성실하게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 중의 하나로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금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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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의 개념과 사유

제111호 협약 제1조 제1항 (a)에서는 차별을 “인종(race), 피부색
(colour), 성별(sex), 종교(religion), 정치적 견해(political opinion), 출신
국(national extraction) 또는 사회적 출신(social origin)에 근거하여, 고
용 내지 직업에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nullifying)
하거나 손상시키는(impairing) 효과를 갖는 구별(distinction), 배제
(exclusion) 또는 우대(preference)”로 정의하고 있다. “기회 또는 대우
의 평등을 무가치하게 하거나 손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이라는 표
현을 사용한 것은 법기술적 측면에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모두를 겨
냥한 것이다.50) 따라서 반드시 차별의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다. 중요한 것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회 및 대우의 평등(equal
opportunity and treatment)이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51)
제111호 협약에서는 연령을 차별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협약 제1조 제1항 (b)에서는 국가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다
른 차별사유를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11호 협약은
1958년 협약 제정 당시의 전형적인 차별사유로 간주되는 7가지 사유를
제시한 것일 뿐, 그 외의 차별사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차별금지의 영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이 금
지된다. 제111호 협약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employment)과 직
업(occupation)이라는 용어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 ‘고용되는 것’, ‘특
49) 林弘子, ｢雇用․職業における差別禁止とILO條約(一一一號)の示唆するもの｣,
世界の勞働 , 제51권 제10호, 2001, 38쪽.
50) 국제노동기구 엮음, 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 , 한국노동연구원, 2003, 123
쪽 참조.
51) ILO, “Time for Equality at Work,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1st Session 2003, Report I(B),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3,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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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 ‘근로조건’을 의미한다.
한편, 제111호 권고 제2조에서는 차별금지의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
로 열거하고 있다. 즉, ①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서비스의 이용, ② 개
인의 적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훈련 또는 고용에의 접근, ③ 각자의
자질, 경험, 능력 및 근면성에 따른 승진, ④ 고용기간(tenure of
employment)의 보장, 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⑥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식, 연차유급휴가, 직업안전․건강 등) 및 사회보장, 기타
고용관련 복지시설 및 혜택, ⑦ 정부부문에서의 고용, ⑧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⑨ 노사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이다.
4)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제111호 협약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4가지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 특정 직업(job)에 고유한 자격요건(inherent requirements)의
경우이다. 이에 근거하는 구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
는다(제1조 제2항). 연령이 고유한 직업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둘째, 국가안보관련 조치이다.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행위를 행하거
나 행한 것으로 정당하게 의심받는 자에 대한 조치는 그 자가 관계기
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한 차별로 간주되지 않
는다(제4조).
셋째, 국제노동기준상의 특별보호․지원조치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가 채택한 여타의 협약 또는 권고상의 특별한 보호조치 내지 지원조치
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제5조 제1항).
넷째, 적극적 보호 내지 차별시정조치이다. 성별, 나이, 장애, 가족부
양책임 또는 사회․문화적 지위 등의 이유로 특별한 보호 내지 지원이
요구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들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국가가 정한 여타의 특별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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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등촉진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시행

국가는 고용․직업에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용 및 직업에서
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
여야 한다(제111호 협약 제2조). 법령제정 및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이
러한 국가정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국
가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서비스에도 적
용되며, 국가는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노사단체와 협력하
여야 한다(제111호 협약 제3조 참조).

나.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 제162호(1980년)
1) 성립 배경

1980년 고령근로자에 관한 제162호 권고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평등
한 기회와 대우를 촉진하고,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직업생
활로부터의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제162호 권고는 연령을 차별사유로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1958년 제
111호 협약과 고령근로자와 관련된 기존의 고용정책, 인적자원개발 내
지 사회보장에 관한 각종 협약과 권고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에
서 성립하였다. 제162호 권고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고령근로자를 “고
령화로 인하여 고용 및 직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모든 근로
자”(제1조 제1항)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특정의 연령범주
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162호 권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령근로자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특정한 연령범주를 설정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다(제1조 제2항).
한편, 제162호 권고 제2조는 고령근로자의 고용문제가 총체적이고
균형있는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즉, 고령근로자의 고용문제는 완전고용을 위한 총체적이고 균형있
는 전략의 맥락 속에서 취급되어야 하고, 기업수준에서는 모든 연령층
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고용문제가 한 연령층에서 다른 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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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고용 및 직업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회원국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
는 국가정책과 이에 관한 법령 및 관행의 틀 내에서 고령근로자에 관
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
조).
특히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되는 사항으로 제162호 권고
제5조에서는 ①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② 개인적 기술과 경험 및 자격
을 감안한 채용과 직업교육훈련(유급교육훈련휴가 포함), 승진과 업무
할당, ③ 고용종료, ④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보수, ⑤ 사회보장조치와
복지급여, ⑥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포함하는 근로조건, ⑦ 직업활동 내
지 고용과 관련한 주택, 공공사업, 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종료
와 관련하여 정년제도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제162호 권
고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3) 고용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

고령근로자가 고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된 원인이 연령과 관
계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① 고령화를 촉진하는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② 해당 근로자의 능력에 비추어 과도한 작업속
도를 요하는 작업조직과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특히 초과근로 제한
등), ③ 인체공학적 원리 등 모든 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건강유
지․사고예방․노동력 보존이 가능하도록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적합
하게 만드는 것, ④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⑤ 근로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작업감독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히 제162호 권고는 위의 ② 작업조직 및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단체는 단체교섭을 통해, ⓐ 힘들고 유해하며 위험한 작
업에 종사하는 고령근로자의 일일 및 주당 통상의 근로시간 단축, ⓑ
노령연금 수령연령 도달 이전의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의 단축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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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 ⓒ 근속기간 및 연령에
기초한 유급휴일의 증가, ⓓ 고령근로자가 근로시간과 여가를 편리하
게 편성할 수 있도록 특히 파트타임 고용의 촉진 및 탄력적 근로시간
의 제공, ⓔ 수년간 연속적 또는 반연속적 교대작업에 종사한 고령근
로자를 통상적으로 주간 근로시간에만 수행되는 작업에의 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제14조).
고령근로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고령근로자에게 적용하
기 위한 조치로서 작업속도뿐만 아니라 노하우와 경험을 고려한 보상
체계, 도급제 작업에서 시간급제 작업으로의 전환을 예로 들고 있다(제
16조). 그리고 인력감축의 경우에는 재취업지원, 금전적 보상 등을 통
해 고령근로자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8조).
4)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 준비와 그에 따른 권리
가) 근로자의 자율적․자발적 퇴직의 원칙

은퇴(retirement)와 관련하여 제162호 권고는 노동생활에서 퇴직으로
의 점진적인 이전을 가능케 하는 체계 내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특히 특정 연령에 고용을 종료시키는
입법이나 기타의 규정은 제3조(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금지의 원
칙)와 제21조(자발적 퇴직의 원칙 등)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
급하고 있다(제22조). 즉, 제162호 권고는 모든 종류의 정년제를 동 권
고에 반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연령
에 도달하는 경우 자동적이고 강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케 하는 정
년제는 고용차별금지 및 자발적 퇴직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나) 소득상실․감소로부터의 보호 등

제162호 권고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의 일정기간
동안에 고령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감소 내지 상실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단시간근로(시간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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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한 고령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감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
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제23조). 다음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의 부여이다(제24조).
그리고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였던 고령근로자, 노동부 적격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등 다른 연금에 의해 보
호되지 않는 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부여할 것이 요구된다(제
25조).
다른 한편, 제162호 권고는 노동능력이 있는 고령근로자가 연금수급
연령을 늦추어 추가적 노동 및 기여금 납부를 통해 보다 고액의 급여
를 받을 목적으로 노령연금의 청구를 그 수급연령 이후로 연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다) 퇴직준비계획의 기간 부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제162호 권고는 고령근로자가 은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은퇴 이전에 퇴직준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
는 기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급교육훈련휴가제도의
활용을 권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특히 퇴직준비 계획을 원활하게 수
립할 수 있도록 ① 수령가능한 노령연금 등 수입과 연금수급자에게 인
정되는 기타의 이익, ② 시간제 근로 및 자영업 등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 ③ 고령화의 방지를 위한 조치(의료진단, 체력단
련, 식이요법 등), ④ 여가활용의 방법, ⑤ 성인교육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2항)

2. 유럽연합(EU)의 연령차별 관련 법제
유럽연합52) 법제는 제1차 법원(法源)으로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52)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기원은 1952년에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이다. 1957년 로마조약에 기
초하여 1958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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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의 근거가 되는 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이 있고, 제2차 법원(法源)으로 유럽이사회(Council)와 유럽위원회
(Commission)가 제1차 법원인 조약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법령이 있
다.53) 제2차 법원(法源)인 법령에는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등이 있다.54) 따라서 차별금지에 관한 EU법은 제1차 법원(法源)인 조
약에서 기본적 내용이 규정되고, 제2차 법원(法源)인 법령, 특히 지침
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다.
노동에서의 차별금지 내지 균등대우에 관한 주요 지침으로는 1976년
남녀의 평등대우원칙에 관한 제76-207호 지침,55) 2000년 인종․민족적
기원과 무관한 평등대우원칙에 관한 제2000-43호 지침(이하 제43호 지
침이라 함),56) 2000년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제2000-78
호 지침(이하 제78호 지침이라 함)57) 등이 있다.58) 특히 제78호 지침
은 연령을 차별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제43호 지

53)
54)

55)

56)
57)
58)

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발족시키게 된다. 그리고 1992년에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어 1993년부터 시행된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기존의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유럽공동체(EC)로 변경하였고, 경제 외에
국방과 법무 및 내부에 관한 회원국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통합 외에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게 되고, 이를 유럽연합(EU)이라고 부른다.
濱口桂一郞, EU勞働法の形成 , 日本勞働硏究機構, 2001, 6쪽.
규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며, 전체 회원국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지침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그 형식 및 방법에 관해서는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
관에 위임된다. 요컨대, 지침의 경우 회원국은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법 제
정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반하여 규칙은 지침과 달리 회원국에 의한 국
내법으로의 전환을 요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회원국의 사인에 대하여도 적
용된다. 濱口桂一郞, 앞의 책, 6쪽.
Council Directive 76/207/EEC of 9 February 197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men and women as regards access
to employment, vocational training and promotion, and working
conditions.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유럽연합(EU) 차원의 차별금지법제의 내용에 관한 문헌으로 Mark Bell,
Anti-Discrimination Law and the European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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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은 인종 또는 민족(racial or ethnic origin)을 차별사유로 정하고 있
는 반면에 제78호 지침은 종교(religion), 신조(belief), 장애(disability),
연령(age),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차별사유로 정하고 있다.
제43호 지침과 제78호 지침은 그 기본적 내용이 동일하나 차별금지 영
역의 측면에서 제43호 지침이 제78호 지침보다 포괄적이다. 제78호 지
침은 채용, 승진, 근로조건, 직업훈련, 노사단체에의 가입과 활동 등에
국한하여 적용되지만 제48호 지침은 그 외에도 사회보장․의료를 포함
하는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사회적 이익(social advandage), 교
육,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주택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제1차 법원(法源)인 조약상의 차별금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연령차별을 포함하고 있는 제78호 지침에 대하여 고
찰한다.

가. 유럽공동체조약상의 차별금지 규정
유럽공동체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EC)
상의 차별금지 규정은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Amsterdam Treaty)이
성립되기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59) 암스
테르담조약에 의해 개정된 유럽공동체조약 제13조는 광범위한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차별금지정책과
입법 등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현행의 제13조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차별금
지와 관련하여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재화와 용역,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히 현행 제12조(과거 제6
조)상의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이다. 유럽공동체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판례에 따르면 국적차별금지 규정은 회원국
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갖는
다.60) 둘째는 현행 제2조, 제3조, 제137조 및 제141조(과거 제118조 및
59) 유럽연합의 고용법제의 역사적 형성과 전개과정에 관해서는 Jeff Kenner,
EU Employment Law, Hart Publishing, 200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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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상의 남녀의 평등대우이다. 셋째는 현행 제34조 제2항(과거 제
40조 제3항)에 근거한 농업분야에서의 생산자간 또는 소비자간의 차별
금지와 현행 제90조(과거 제95조)상의 국내 생산품과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을 차별하는 세금부과의 금지이다.61)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개정된 유럽공동체조약 제13조에 의
하면, “본 조약상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본 조약이 공동체에 부
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유럽이사회(Council)는 성별, 인종적
내지 민족적 기원, 종교 내지 신조,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제13조는 유럽이
사회가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신조, 장애, 연령,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
다. 제13조에 근거하여 2000년에 제43호 지침(인종․민족을 이유로 하
는 차별금지)과 제78호 지침(종교․신조․장애․연령․성적 지향을 이
유로 하는 고용차별금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역사적으로 국적과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가 기
타의 차별사유에 대한 금지보다도 선행하여 규제되었던 배경에는 단일
시장의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경제공동체의
창출을 위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적차별은
강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컸지만 인종 내지 민족차별의 경우에는 그렇
지 않았다. 성차별, 특히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원칙도 초
기에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사회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규제되었다. 유럽공동체법원은 1976년 판결(Defrenne사건)에서 남녀
동일임금원칙을 시행하는 국가의 기업이 그렇지 않는 국가의 기업에
비하여 경쟁에서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유럽공동
체조약상의 남녀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규정(과거의 제119조, 현행 제
60) Camilla Palmer, Tess Gill, Karon Monaghan, Gay Moon and Mary
Stacey, Discrimination Law Handbook, Legal Action Group, 2002, p.271
참조.
61) 바로 위의 각주를 제외한 이상의 내용은 Paul Craig and Gráinne de búrca,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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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조)이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로 보았던 것이다.62)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연합의 경우 역사적으로 국적과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가
우선적으로 규제되었고,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에 근거하여 유럽공동
체조약 제13조가 성립된 이후에 다른 차별사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발
전하게 되었다.

나.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제2000-78호 지침
(2000년)
제78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최저기준이다. 회원국은 동 지
침보다 유리한 평등대우원칙의 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제8
조 제1항). 그리고 동 지침의 시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지침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역에서 회원국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차별
로부터의 보호 수준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제8조 제2항). 다
른 한편, 회원국은 2003년 12월 2일까지 제78호 지침에 부합하는 법령
을 채택하여야 하나, 다만 연령 및 장애에 관한 제78호 지침의 내용은
3년이 더 연장되어 2006년 12월 2일까지 관련 법령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18조).63)
1) 성립 배경

제78호 지침이 성립되기 이전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고용차별의 금
지는 존재하였지만 그 범위와 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차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핀란드는 헌법과 근로계
약법(Employment Contract Act)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었다. 많

62) Camilla Palmer, Tess Gill, Karon Monaghan, Gay Moon and Mary
Stacey, op. cit., pp.264-265 참조.
63) 유럽연합 회원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의 현황에 관해서는 Employment &
social affaires, Report on Member States' legal provisions to combat
discrimination, European Commission, 2000; Division des Etudes de
législation comparé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sur les lieux de
travail, Sénat de France, 200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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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의 헌법에서는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
고 있지만 연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몇몇 국가에서는
노동입법을 통해 고령근로자를 보호하거나 한정된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을 제한하는데 그쳤다. 예컨대, 독일은 사업장조직법(Works Constitution
Act)에서 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업 내에서의 고령근로자의
고용촉진, 직업훈련에서의 고령근로자의 이익고려 등을 규정하였다. 프
랑스의 노동법전(Labour code)은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발시에 고령근
로자의 처지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고, 벨기에는 채용 및 선발
의 기준으로 연령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1998년에 도입하
였다. 연령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고용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던 나
라는 아일랜드가 유일하였다. 아일랜드는 연령 등 일곱 가지 사유에
근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을
1998년에 제정하였다.6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차별금지에 관한 회원국간 법적 규제
의 차이는 고용평등이라는 기본원칙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고용평등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제43호 지침과
더불어 제78호 지침이 제안되었다.65)
2) 차별의 개념과 사유

제78호 지침은 회원국에서 평등대우원칙(equal treatment)의 시행을
목적으로,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하여 종교(religion) 내지 신조(belief),
장애(disability), 연령(age) 또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
로 하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 틀(즉,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
64) 이상의 내용은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ageing workforce : a review
of measures to combat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irobserve,
6/2000,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comparative supplement pp.i-ii 참조.
6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M(1999) 565 final, 1995. 11. 25, p.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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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78호 지침이 커버하고 있는 차별사유
는 성별, 인종, 민족을 제외하고는 유럽공동체조약 제13조상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66) 특히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유럽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67)가 제출한 제78호 지침의 제안서
(proposal)는 고용영역에서 특히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조
치로서 고용상실, 채용차별, 특별 실업조치에서의 배제, 직업훈련으로
부터의 배제, 퇴직에서의 차별을 들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최고 채용연
령의 설정, 신기술에 관한 고령근로자의 훈련권의 제한, 승진권의 제한,
고용조정에서의 고령근로자의 해고 등을 들고 있다.68)
평등대우원칙은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유 가운데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 또는 간접차별
(indirect discrimination)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1항). 직접차별
은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유 가운데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comparable situation)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
리하게 대우하고 있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제2조 제2항 (a)).69)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 규정․기준
또는 행위에 의해 특정의 종교 내지 신념, 특정의 장애, 특정의 연령
66)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로서 유럽공동체조약
제141조는 동일노동 내지 동일가치를 갖는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원칙
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과 직업훈련 및 승진․근로조건에서의 남녀
평등대우원칙의 시행에 관한 제76-207호 지침이 존재하고 있다. 인종 또는
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제43호 지침으로 성립하고 있다.
67)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으로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법원, 유럽의
회가 있다.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며 법령의 채택 등의 의사
결정을 행하는 입법기관이다.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집행기관으로 법령의 제안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최종적인 법령의 채택권을 가지며 제안권은 없다. 유럽의회는 원
래 입법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에 불과하였지만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도
입된 공동결정절차에 의해 한정된 영역에서 입법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사회관계의 영역은 대부분 이러한 공동결정절차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
은 濱口桂一郞, 앞의 책, 4∼5쪽 참조.
6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3.
69) “direct discrimination shall be taken to occur where one person is treated
less favourably than another is, has been or would be treated in a
comparable situation, on any of the grounds referred to in Arti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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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특정의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자가 다른 자에 비하여 특정의 불
이익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제2조 제2항 (b)).70) 다만, 외관
상 중립적인 규정․기준 또는 행위가 합법적 목적(a legitimate aim)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
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인(appropriate and necessary) 경우(제2조 제2항
(b)의 (i)) 또는 장애자와 관련하여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기준 또는
행위에 수반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자(기타 자연인 또는 단
체 포함)가 국내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제2조
제2항 (b)의 (ii))에는 간접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차별과 달리 간접차별은 식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간접차별
의 정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공동체법원의 판례법에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이다.71) 예컨대, 유럽공동체법원은 독일우체국
이 독일 내 주거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
당을 증액함에 있어서 최초의 고용시에 주거지가 해외이었던 근로자들
(그 국적 불문)에게는 증액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탈리아 출
신의 근로자(Sotgiu)가 공동체조약 위반을 주장한 사건에서 “평등원칙
에 관한 규율은 국적을 이유로 하는 명백한 차별뿐만 아니라 구별기준
의 적용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의 형태를 포괄
한다. 출신지 또는 근로자의 주거지와 같은 기준은 상황에 따라 그 실
제적 효과에 있어서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동일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72)
3) 차별금지의 영역

제78호 지침은 ① 선발기준․채용조건을 포함한 고용접근(access to
70) “indirect discrimination shall be taken to occur where an apparently
neutral provision, criterion or practice would put persons having a
particular religion or belief, a particular disability, a particular age, or a
particular sexual orientation at a particular disadvantage compared with
other persons.”
7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8.
72) Case 152/73, Sotgiu v. Deutsche Bundespost [1974] ECR 153. Paul Craig
and Gráinne de búrca, op. cit., p.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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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과 승진(promotion), ② 실무적 현장경험을 포함한 모든
형태 및 모든 수준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 ③ 해고와 임금을 포함하
는 고용 및 근로조건, ④ 노사단체에의 가입과 활동 및 노사단체가 제
공하는 급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
든 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제3조 제1항).
고용접근과 관련한 평등대우는 모든 형태의 고용 내지 직업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막는 일체의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승진에 관한 평등대우는 캐리어 구조 내에서의 승진이
해당 직업에 관한 자격․능력,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험 및 기타의 객
관적 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고용상
평등대우는 직업훈련에서의 평등대우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직업훈
련에의 접근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
용 및 근로조건에서의 해고와 임금은 가장 명백한 차별영역의 예로서
언급되고 있다.73)
다른 한편, 제78호 지침은 유럽공동체 외 제3국의 국민이나 무국적
자의 회원국 영토에의 진입과 거주에 관한 규정과 요건, 제3국의 국민
과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대우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으며(제3조 제2항), 국가(법정)의 사회보장 내지 사회보호 등 국가제
도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전지급(payment)에도 적
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3항). 즉, 공적 연금의 지급연령에 대해서는 제
78호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원국은 장애 및 연령을 이유
로 하는 차별과 관련하여 제78호 지침을 군대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제3조 제4항).
4)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제78호 지침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직업자격(occupational requirements)이다. 동 지침이 규정하는
차별사유(예컨대, 연령)와 관련된 특성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가 해당

7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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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그러한 특성이 진
정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a genuine and determining occupational
requirement)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요건이 적절
한 것인 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4조 제1항). 이러한 규정에 따르
면 연령과 관련된 특성이 진정한 직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우
의 차이가 정당화될 수 있고, 이 경우 그러한 정당화는 해당 직업의 성
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연령을 이유로 하는 대우의 차이가 정당화되는 경우(justification
of differences of treatment on grounds of age)이다. 연령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가 국내법적 상황에서 고용정책․노동시장․직업훈련상의
목적 등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고, 그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경우 회원국은
이를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다(제6조 제1항). 그리고 연령에 기한 대우
의 차이가 정당화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제6조 제1
항 및 제2항). 즉, ① 청년, 고령근로자, 개호책임(caring responsibilities)
부담자의 직업적 통합을 촉진하거나 이러한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고
용․직업훈련의 기회 및 근로조건(해고 및 임금 등)에 관한 특별한 요
건을 설정하는 것, ② 고용기회 또는 고용관련 특정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서 연령, 직업경험 또는 재직기간에 대한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것, ③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훈련에 비추어 또는 은퇴(retirement) 이
전의 합리적인 고용기간의 필요성 때문에 채용에서 최고연령을 설정하
는 것, ④ 직역(직업)사회보장제도(occupational social security schemes)
에 있어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가입 내지 수급의 연령을 설정하
는 것(예컨대, 근로자 그룹 내지 범주에 따라 연령을 달리 설정하고 실
제의 연금계산에서 연령기준을 사용하는 것 등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
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연령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회원국은 규정할 수 있음)은 정당화되는 차별대우이다.
제78호 지침 제6조는 연령관련 차별대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으로 합법성 원칙, 필요성 원칙, 비례성(적절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설정하는 강제퇴직제도(mandatory retirement)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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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이고 객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어야
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제78호 지침은 연령에 기한 차별대우가 정
당화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한에서 회원국의 법적 전통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제6조가 열거하고 있는 것 이외의 연령에 근
거한 차별대우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74)
셋째,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이다. 실제상으로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기 위한 목적으로(with a view to ensuring full equality in
practice) 국가(회원국)가 제78호 지침상의 차별사유와 연관된 불이익
을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유지 내지 채택하는 것은 평
등대우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제7조 제1항). 따라서 국가가 현존하는 불
평등의 상황을 예방하고 시정하는데 필수적인 입법적 또는 행정적 조
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법원의 판례상에 나타
나고 있듯이,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평등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것
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75)을 제78호 지침의 제안
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적극적 조치에는 특히 청년의 직업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또는 고용에서 은퇴로의 탄력적(유연한) 이전
(flexible transition)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76)

7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11.
75)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부문에서의 임용
및 승진에서 여성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독일법에
대하여 유럽공동체법원은 1995년 판결(Kalanke사건)에서 1976년 고용기
회․직업훈련․승진 및 근로조건에서의 남녀 동일대우원칙의 시행에 관한
제207호 지침(Council Directive 76/207/EEC of 9 February 197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men and women
as regards access to employment, vocational training and promotion, and
working conditions)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적극적 조치, 즉 차별시정조
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ase
450/93, Kalanke v. Freie Hansestadt Bremen[1995] ECR I-3051). 이상의
내용은 Paul Craig and Gráinne de búrca, op. cit., p.845 참조.
76) 이상의 내용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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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별구제 및 제재

제78호 지침은 차별구제절차, 입증책임, 사용자의 보복으로부터의 보
호, 차별행위의 제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차별을 주장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적 및(또는) 행정
적 구제절차(적절한 경우 조정절차를 포함)가 마련되어야 하고(제9조
제1항),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은 차별구제의 신청인(원고)의 동의하에
그를 대표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구제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제9조 제
2항). 다만, 구제신청의 기간에 관해서는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제9
조 제3항).
둘째,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직접차
별이나 간접차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 제기한 경우 평등대우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타방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국내 사법체계에 부합하는 필요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제10조 제1항). 통상적으로 입증책임은 주장
자에게 있지만 차별사건에서의 관련 정보는 흔히 타방 당사자의 수중
에 있기 때문에 제78호 지침은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
다.77)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 차별구제의 신청인(원고)을 대표하여 구
제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10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형사절차에는 적용
되지 않으며(제10조 제3항), 법원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행하는 사실관
계의 조사절차에도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다(제10조 제5항). 한편, 차
별구제의 신청인(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증거법칙을 도입하는 것도 허
용된다(제10조 제2항).
셋째, 평등대우원칙의 위반과 관련한 기업 내에서 고충제기 또는 법
적 구제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국내법상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제11조). 보복의 위험 때문에 구제를 위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예컨대, 강등 또는 기타의 억압적 조

7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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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제78호
지침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78)
넷째, 제78호 지침과 관련하여 채택된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
는 제재(sanctions)에 대한 룰을 국가(회원국)는 설정하고 그 적용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재(보상금 지급 포
함 가능)는 실효적(effective)이고 비례적(proportionate)이며 예방적
(dissuasive)이어야 한다(제17조). 다만, 차별행위의 제재에 관한 이러
한 제78호 지침의 내용은 국가(회원국)에 대하여 형사제재(penal
sanction)의 도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79)

3. 시사점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과 관련한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EU의 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연령차별 보호대상자의 범위, 연령차별의 판
단기준, 연령차별금지의 영역, 연령차별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령차별 보호대상자의 범위
1958년 ILO의 제111호 협약(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차
별금지 사유로 연령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동 협약을 보충하기 위
하여 마련된 1980년의 고령근로자에 관한 제162호 권고는 고령근로자
에 대한 고용차별금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보호
대상이 되는 고령근로자의 연령선 내지 연령범위를 특별히 정하고 있
지는 않으며, 국가에 의한 자율적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ILO의
국제노동기준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EU 제78호 지침(고용 및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은 연령차별 보호대상자의 연령범위를 특별히 설정하고 있지
78) Ibid.
7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14.

186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않다. 따라서 고령자 이외의 연령계층에 대한 고용차별도 금지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제78호 지침의 제안서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
의 예를 강조하고 있다.
종합하여 말하면, 연령차별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특정 연령층에 한
정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점이 국제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
점이다.

나. 연령차별의 판단기준
ILO의 제111호 협약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구분하여 개념을 정
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석상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즉, 고용평등을 무가치하게 하거나 손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구별, 배제 또는 우대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EU의 제78호
지침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구분하여 개념정의하고 있다. 연령을
이유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 직접차별이고,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 등에 의하여 특정의 연령을
갖는 자가 다른 자에 비하여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간접차별이
다.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제111호 협약과 제78호 지침은
직업자격과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특히 제78
호 지침은 간접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기준으로 합법성 원칙, 필요
성 원칙, 비례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합법적인 목적(고용정책․노동
시장․직업훈련상의 목적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경우에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년제와 관련하여 ILO의 제
162호 권고는 정년제가 고용차별금지 및 자발적 퇴직의 원칙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 제78호 지침
은 정년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합법
성 원칙, 필요성 원칙, 적절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한 고용차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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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국제기준에 따르면 연령차별은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금지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다만 연령차별로
볼 수 없는 예외를 법령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를 설정하는 일반기준으로 EU 제78호 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합법
성 원칙, 필요성 원칙, 적절성 원칙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 연령차별금지의 영역
ILO의 제111호 협약과 제162호 권고, EU의 제78호 지침은 고용차별
금지의 영역으로 채용에서 고용종료에 이르는 근로관계의 전영역, 직
업훈련,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노사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공통적
으로 들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고용차별금지의 적
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제78호 지침은 공적 연금의 지급연령, 군
대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기준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의 대상영역으로 적어도
개별적 근로관계의 전영역, 직업소개 및 직업능력개발의 영역, 근로자
단체에의 가입․활동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 연령차별의 구제
연령차별의 구제와 관련하여 ILO의 국제노동기준이 특별히 규정하
고 있는 바는 없고, EU 제78호 지침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행정적 구제절차(조정절차 포함 가능) 또는 사법적 구제절차가 마
련되어야 하고(구제신청기간에 대한 국내법적 제한 가능), 차별행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나 기관도 구체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차별추정의 사실이 제기된 경우 차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타방 당사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단, 형사절차에 미적
용, 사실관계 조사절차에서도 배제 가능)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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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차별구제신청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을 금지하
고 있고,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형사처벌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가
실효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령차별의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조정
절차를 포함한 행정적 구제절차의 확립, 구제신청자의 범위 확대, 입증
책임의 전환, 사용자의 불이익취급금지, 차별행위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제재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 5 절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로 미
국의 연령차별금지법과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찍이 고용차별금지
법을 제정․시행한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앞서 고용평등법을 시행한
국가이자 2000년 EU 제78호 지침의 성립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
기 때문이다.

1. 미국 -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DEA)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임의고용(employment at will) 및 임의해고
의 원칙이 존중되어 왔다.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연방차원의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나아가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
을 금지하는 일련의 고용차별금지법들이 연방법으로서 1960년대 중반
부터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에 제정된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이하 ADEA로 칭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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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의 하나이다. ADEA는 사용자 등이 40세 이상의 자를 연령을 이
유로 고용관련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80)

가. 입법배경, 법제정 후의 변화와 법의 구성체계
1) 입법배경

1950년대부터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연방차원의 행정정책이 추진되
었으나 그 적용범위가 한정적이었고, 1964년 민권법(民權法) 제7편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의 제정을 배경으로 하여 1967년에
ADEA가 탄생하게 된다.
가) ADEA 이전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

1967년 ADEA 제정 이전인 1956년 연방차원에서 미국공무위원회
(United States Civil Service Commission)가 연방공무원의 채용에서
최고연령제한을 폐지하였다. 1964년에는 대통령 행정명령 제11141호
(Executive Order 11141)를 발하여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의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차별구제를 위한 행정
적 절차를 별도로 두지는 않았다.81)
ADEA 제정 이전에 이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었던
주들도 있었다. 그 최초의 입법은 1903년 콜로라도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1930년대 중반에 메사추세츠 등 몇 개의 주에서 입법화되었고, 1950
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다른 주로 확산되었다.82)
나) 1964년 민권법 제7편의 제정

연방법으로 제정된 1964년의 민권법 제7편은 고용차별금지법의 모델
80)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내문헌으로 서장권,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리｣,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 한국법제연구원,
2003, 39쪽 이하 참조.
81) David Neumark,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81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1,
pp.1∼2.
82) Raymond F. Gregory, op. cit., p.16 참조.

190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이라 할 수 있고, 그 이후 고용차별금지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민
권법 제7편은 흑인, 여성 등 전통적으로 소수집단에 속하는 자들에 대
한 고용차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포함) 또는 출신국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사용자와 근로자단체 및
직업소개기관의 의무로 부여하였다.83)
다) 1967년 ADEA의 제정

의회에서 민권법 제7편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제안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대신 의회는 노동장관에게
연령차별문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
제출된 1965년의 보고서가 ADEA의 기초가 되었다.84)
ADEA에는 동법의 제정배경과 입법목적이 기술되고 있다. 제정배경
으로 ① 생산성 향상과 풍요에도 불구하고 고령근로자는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특히 실직시의 재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② 직무수
행능력과는 무관한 자의적인 연령한계의 설정이 일반화되었고, 다른
몇몇의 바람직한 관행도 고령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③ 실업의 영향, 특히 기술․도덕․고용가능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장
기실업은 청년층에 비하여 고령근로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라는 점, ④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자의
적인 고용차별의 존재는 통상 및 통상에서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U.S. Code, 제29편 제621조 (a), 이하
조문 인용시 ‘U.S. Code 제29편’ 생략).85)
83) Mack A. Player, Federal law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3rd ed.,
West, 1992, p.12.
84)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law, West group, 2000, p.444.
85) “(1) in the face of rising productivity and affluence, older workers find
themselves disadvantaged in their efforts to retain employment, and
especially to regain employment when displaced from jobs; (2) the
setting of arbitrary age limits regardless of potential for job performance
has become a common practice, and certain otherwise desirabl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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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으로 ① 나이보다는 능력에 기초한 고령자의 고용증진, ②
고용에서의 자의적인 연령차별(arbitrary age discrimination)의 금지,
③ 연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노사
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
다(제621조 (b)항).86)
당시의 의회기록에 의하면, ADEA법안은 두 가지 종류의 연령차별
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연령과 능력(usefulness)의 관계
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결과로 발생하는 차별이고, 다른 하나는 오로
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로 발생
하는 차별이다. 따라서 입법목적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의적인 연령차
별’은 부정적인 판에 박은 사고(negative stereotypes)에 기초한 고령자
에 대한 차별을 의미한다.87)
2) 법(ADEA)의 변화 및 영향력, 법의 구성체계
가) ADEA 제정 이후 연령차별 관련 법제의 변화

1975년에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Act)이 제정되었다. 연령
차별법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의 연
령차별을 금지하였다.
ADEA 제정 이후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는 공공부문으로의 적용확
대, 연령상한선의 연장 및 폐지,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이하
may work to the disadvantage of older persons; (3) the incidence of
unemployment, especially longterm unemployment with resultant
deterioration of skill, morale, and employer acceptability is, relative to the
younger ages, high among older workers; their numbers are great and
growing; and their employment problems grave; (4) the existence in
industries affecting commerce, of arbitrary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because of age, burdens commerce and the free flow of goods in
commerce.”
86) “It i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chapter to promote employment of
older persons based on their ability rather than age; to prohibit arbitrary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to help employers and workers find
ways of meeting problems arising from the impact of age on
employment.”
87) 이상의 내용은 David Neumark, op. cit.,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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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OC라 함)에 의한 동법의 집행 등이다. 제정 당시의 ADEA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보호대상자도 40∼65세의 자로
한정하였다. 1974년 개정으로 ADEA의 적용은 연방, 주(State), 지방자
치체까지 확대되었다.88) 1978년 개정에서는 연령상한선이 70세로 상향
되었고(다만, 상층관리직의 경우 일정요건하에서 65∼69세의 강제퇴직
허용), 대부분의 연방공무원에 대한 강제퇴직제를 폐지하였다.89) 1986
년 개정에서는 70세 연령상한성이 폐지되어, 결과적으로 몇 가지 예외
를 제외하고 강제퇴직제도는 완전히 금지되기에 이르렀다.90) 당시 의
회는 특정 연령에서의 강제퇴직은 사회보장시스템을 저해하는 것이며,
고기술․기능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 붙잡아 두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승인하였던 것이다.91) 그리고 강제퇴
직을 금지하는 1986년 개정법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고령자의 고용
을 강조하는 것에서 4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92)
한편, 1978년에는 ADEA의 집행에 관한 책임이 노동부에서 EEOC로
이관되었다. 1964년 민권법에 의해 창설된 EEOC는 1978년 ADEA 제
정 당시에 이미 많은 차별구제 신청사건으로 적절한 업무수행이 어려
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제정 당시 ADEA의 집
행책임이 노동부에 부여되었다.93) 그리고 당시 의회는 연령차별이 인
종차별이나 성차별 등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EEOC와는 다
른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와
같은 새로운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서 연령차
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94)
88) Raymond F. Gregory, op. cit., p.20.
89) David Neumark, op. cit., p.3.
90) David Neumark, op. cit., p.4. 1986년 개정에서는 주정부가 경찰관과 소방관
의 고용 및 퇴직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을 허용하였다(Mack A. Player,
op. cit., p.15).
91) Raymond F. Gregory, op. cit., p.20.
92) Raymond F. Gregory, op. cit., p.21.
93) 이상의 내용은 Raymond F. Gregory, op. cit.,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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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카터 행정부는 모든 고용차별금지법은 하나의 연방기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 1978년에 ADEA의 집행책임
이 노동부에서 EEOC로 이관되었고, 이후 EEOC는 연방차원의 모든
고용차별금지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95)
나) ADEA의 현실적 영향력96)

ADEA 제정 이전에는 고령자에 대한 채용차별의 증거가 많았고, 승
진이나 훈련 등에서의 차별을 입증하는 연구보고서들도 있었다.
ADEA 제정 이후에도 고령자에 대한 차별증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방과 주차원에서 고령자의 상대적 고용을 증가시키고, 고령근로자의
퇴직을 감소시키고 있다. 경험적 증거에 의하면, ADEA의 주된 효과는
기업이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자와의 장기적인 관계유지
(long-term commitments to older, higher-paid workers)를 단절하고
자 하는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기업간의 장기적
고용관계(long-term relationships)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다) ADEA의 구성체계

ADEA는 미국연방법령집(U.S. Code) 노동편(Title29) 제14장에 편재
되어 있고, 총 13개 조문(제621조∼63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입법의 배경과 취지(제621조), 교육 및 연구사업(제622조), 연령
차별금지(제623조), 기록유지․조사 및 집행(제626조), EEOC에 의한
규칙 제정(제628조), 형사제재(제629조), 개념정의(제630조), 연령한계
(제631조), 연례보고서(제632조), 연방과 주의 관계(제633조), 연방정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633a조) 등이다.

94)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law, West group, 2000, p.444.
95) Raymond F. Gregory, op. cit., pp.183∼184.
96) David Neumark, op. cit., pp.34∼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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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 범위
1) 차별금지의 보호대상자
가) 원 칙

ADEA는 40세 이상의 자에게 적용된다(제631조 (a)). 이러한 점에서
ADEA는 중고령자에 대한 보호의 성격을 갖는다. 40세 미만의 자는
동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97) 따라서 40세 미만의 자보다 40세 이
상의 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이다. 예컨대, 채용에서 상한연령을 설정하여 30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여 40세 이상의 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로 볼
수 없는 정당사유(예컨대, 진정한 직업자격)가 없는 한 연령차별이다.
40세 이상이면 비록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예컨대, 45
세) 나이가 보다 많은 자(예컨대, 55세)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ADEA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다른 연령그룹(예컨대, 50세 미만의 근로자)에
부과하지 않는 요구 내지 조건을 어떤 연령그룹(예컨대,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연령차별이다.98)
나) 예 외

다음의 경우에는 ADEA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주(州)의 경찰 및 소방관에 대한 채용연령의 제한 및 강제퇴직
의 경우이다. 이 경우 주(州) 또는 그 산하의 행정기관(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이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서 연령을 이유로 채용
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즉, ⓛ 주법(州法) 등이 정한
채용상한연령을 초과하거나 퇴직연령에 도달하였고, ② 이러한 채용․
97) 40세 미만의 자라고 할지라도 ADEA보다 유리한 주법(州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현재 모든 주가 고용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갖고 있는데, 일부 주는 18세 이상의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
령을 특정하지 않는 주들도 있다. Lawrence M. Friedman, "Age
discrimination law : some remarks on the American experience", Age as
an Equality Issue, edited by Sandra Fredman and Sarah Spencer, Hart
Publishing, 2003, p.176.
98) Mack A. Player, op. cit.,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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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 연령제한이 ADEA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이 아닐 것이
그 요건이다(제623조 (i)).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이유는 이러한 직종의
경우 고령화와 업무수행 부적격성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
다.99)
둘째, 경영간부 및 고위의 정책입안자에 대한 강제퇴직의 경우이다.
65세 이상의 자로서 퇴직 직전 2년 동안 경영간부직(a bona fide
executive) 또는 고위의 정책입안직(a high policy making position)에
고용되어 있었고, 사용자로부터 연간 4만 4천달러 이상의 퇴직연금
(retirement benefit)을 즉시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러
한 자의 강제퇴직이 금지되지 않는다(제631조 (c)). EEOC의 규칙
(regulations)에 의하면, 경영간부는 본사의 주요 부서의 장과 같이 “상
당수의 근로자 및 대량의 비즈니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행사
하는 소수의 고위직 근로자(a very few top level employees)”를 의미
하고, 고위의 정책결정자는 “기업정책의 개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조언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와
책임을 갖는 몇몇의 고위직 근로자”를 의미한다.100) 이러한 EEOC의
견해는 판례에 의해서도 승인되고 있다.101)
셋째, 주(州)에서 공직에 선출된 자 및 정부정책 결정 담당직에 임명
된 자 등의 경우(단, 주정부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에는
ADEA의 적용에서 완전히 배제된다(제630조 (f)).
넷째, 다른 연방법에 연령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ADEA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연령요건을 정한 다른 연방법은 이른바 ADEA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 경찰 및 항공
관제사에 대한 강제퇴직, 상업용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연령제한 등
이 그 예이다.102)

99) Michal Evan Gold,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2nd ed.,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p.39.
100)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499.
101) Ibid.
102) Mack A. Player, op. cit.,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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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금지의 의무자

차별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사용자, 근로자단체, 직업소개기관
이다.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ADEA는 민간부문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도 적
용된다. 다만,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특별한 구제제도가 적용된다. 사용
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서 사업을 행하는 20인 이상의 근로
자를 고용하는 자이다(제630조 (b)).103)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
업’(industry affecting commerce)에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연방법이
요구하는 일정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고 있고, 예컨대, 자선단체도 적용대상이 된다.104) 종교단체도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105) 다만, 헌법
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DEA가 적용된다.106)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State) 또는 그 산하의 행정기관
도 사용자에 해당한다(제630조 (b)).107) 한편, ADEA는 연방정부에 의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사용자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다(제630조 (b)). 따라서 사용자(사인,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게 적
용되는 일반적인 구제의 절차와 수단은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특별한 구제절차와 수단이 적용된다.108)

103) 2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즉,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에서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각 근로일에 고
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제630조 (b)).
104) Mack A. Player, op. cit., p.24.
105) Michal Evan Gold, op. cit., p.39.
106) Mack A. Player, op. cit., p.27 참조.
107) 2000년 연방대법원 판결(Kimel v Florida Board of Regents, 528 U.S. 62,
120 S. Ct 631)에 의하면, 주정부를 위하여 근로하는 자(또는 주정부의 고
용에 지원한 자)는 연방법인 ADEA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주법(州法)의 연령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을 뿐이다. EEOC는 ADEA의 집행권한을 주정부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
다.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449.
108) Mack A. Player, op. cit.,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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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별의 개념
ADEA는 차별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으
로 차별의 개념은 판례법으로 형성되었다. 연령차별을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의 행위가 연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즉, 연령이 유일한 이유
는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이유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
은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이른
바 ‘차별적 대우’(disparate treatment), 즉 직접차별을 입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 즉 간접차별을 입
증하는 것이다.
1) 직접차별

직접차별은 사용자가 연령을 이유로 어떤 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들
과는 다르게 또는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직접차
별의 입증은 사용자가 연령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불이익하게 대우하였
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차별의도(동기)의 입증이 요구된다. 이 경우
직접증거, 간접(정황)증거, 통계적 증거가 활용된다.
가) 직접증거

직접증거는 증거 그 자체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연령차별을 보여주
는 증거를 말하며, 그런 점에서 “smoking gun” evidence라고도 칭한
다.109) 직접증거의 가장 보편적인 예는 연령에 대한 사용자의 발언, 예
컨대, “우리 기업은 당신과 같은 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는 “이 일을 하기에는 당신이 너무 늙었다” 등과 같은 경우이다. 해고
와 관련된 사안에서 “오래되고 큰 나무를 베어내어야 그 밑에 있는 작
은 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비유적 발언도 직접증거로 인정되었
다.110) 그러나 연령에 관한 발언이 모두 차별의도를 입증하는 직접증
109) Raymond F. Gregory, op. cit., p.153.
110) Harold S. Lewis and Elizabeth J. Norman,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and practice, West Group, 2001,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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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발언이 연령에 근거하여 불이익한 결
정이 이루어졌음을 추정케 할 정도로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111) 연령
언급이 서술적인(descriptive) 것에 불과하고 가치평가적인(evaluative)
것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치평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견해 표명으로서 사용자의 불이익한 결정과는 무관하거나 시간적
으로 거리가 있었던 경우(예컨대, “나이 많은 근로자는 변화와 새로운
방침에 대한 적응에서 문제가 있다”)에는 불법적인 연령차별의도(동기)
를 추정케 하지 않는다.112) 그렇지만 젊음에 대한 선호 또는 연령에 대
한 적의를 드러내는 명백한 언급이 고위 경영자(top executives)에 의
해 이루어지거나 공식적인 회사계획문서에 담겨진 경우 또는 차별피해
자와 관련하여 결정권한을 갖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a representative
of management)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
다.113)
나) 간접(정황)증거

많은 경우 차별 의도나 동기를 밝혀주는 직접증거를 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간접증거(indirect evidence) 내지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가 사용된다. 간접(상황)증거는 차별의도를 추정케 하는 증거
를 말한다. 사용자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주관적인 의도나 동기를 직
접적으로 밝혀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간접(상황)증거가 제시되면 차별의도가 ‘일응 입증’(prima facie)되었다
고 보게 되고, 상대방(사용자)이 합법적 또는 비차별적인 이유를 제시
하지 못하면 차별이 성립하게 된다.114) 예컨대, 채용거부 사건에서 차
별 주장자가 ① 자신이 40세 이상이라는 사실(즉, ADEA에 의해 보호
되는 연령그룹에 해당하는 점), ② 해당 일자리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
111)
112)
113)
114)

Mack A. Player, op. cit., pp.137∼138 참조.
Mack A. Player, op. cit., p.138.
Harold S. Lewis and Elizabeth J. Norman, op. cit., p.375.
간접(상황)증거를 통한 이러한 ‘일응 입증의 법리’는 원래 민권법 제7편과
관련한 McDonnell 사건(McDonnell Douglas v. Green, 411 U.S. 792, 93
S.Ct. 1817, 1973)에 확립된 것이다.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금지의 법적 방안

199

음에도 채용이 거부된 사실, ③ 그 후 사용자가 상당히 젊은 사람을 채
용한 사실을 제시하게 되면, 사용자의 차별의도(동기)를 추정케 하는
일응의 입증이 성립하게 된다.115) 또 다른 예로, 해고사건의 경우 차별
주장자는 ① 자신이 40세 이상이라는 사실, ② 해고 당시까지 사용자
의 기대에 부응하여 자신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③ 해고 후에 유사한 직업자격 내지 직무수행능력을 갖는 상당히 젊은
(substantially younger than the plaintiff) 자(40세 미만의 자일 것을
요하지 않음)116)가 해당 일자리(내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정리
해고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보다 젊은 자는 해고되지 않았던 사
실)을 제시하게 되면, 일응의 입증이 성립하게 된다.117) 이러한 ‘일응
입증’의 법리에 의해 차별이 아니라는 이유 내지 사실을 제시하여야
할 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차별 주장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합법적
이고 비차별적인 이유 내지 사실이 거짓되었거나 차별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핑계 내지 구실(pretext)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
은 차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118) 예컨대, 사용자가 해고이유로 업
무성과의 저조(poor job performance)를 제시하였다면, 차별 주장자는
해고 이전까지 업무성과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핑계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다.119)
115) Michal Evan Gold, op. cit., p.48 참조; Harold S. Lewis and Elizabeth J.
Norman, op. cit., p.378 참조.
116) O'Connor v. Consolidated Coin Caterers Corp. 사건(517 U.S. 308, 116
S.Ct. 1307, 1996)에서는 56세의 근로자(원고)가 해고되어 40세의 근로자로
대체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원고를 대체하는 근로자가 ADEA의 적용대상
그룹(즉, 40세 이상의 자) 밖의 자(즉, 40세 미만의 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용대상그룹에 해당하는 상당히 젊은 자로 대체된 경우에도
연령차별을 추정케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p.449∼451
참조.
117)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450 참조.
118) Mack A. Player, op. cit., pp.138∼139 참조; Harold S. Lewis and
Elizabeth J. Norman, op. cit., p.3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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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적 증거

사용자의 차별의도를 입증하는데 통계가 활용될 수도 있다. 사용자
에 의해 체계적 내지 관행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특히 이러
한 통계적 증거의 활용이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대우
의 차이는 연령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
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별의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통계
는 연령 외의 다른 사유로는 설명될 수 없는 ‘뚜렷한 경향’(stark
pattern)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120) 따라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의
경우와는 달리 연령차별에서 통계적 증거는 보다 엄밀한 정확성을 요
구한다.121)
2) 간접차별
가) 원 칙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 즉 간접차별의 개념122)은 민권법 제
7편의 적용과 관련하여 1971년 Griggs사건(401 U.S. 424, 91 S.Ct. 84
9)123)에서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고, ADEA하의 연령차별에도 연방하
급심에서 적용된 예가 있다. 물론 연방대법원은 현재까지 간접차별법
리가 ADEA하의 연령차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124) 민권법 제7편과 관련하여 확립된
간접차별법리를 연령차별에 적용하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즉, 차별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사용자의 정책, 관행
내지 결정이 40세 이상의 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a disproportional
adverse effect)을 미치고, 그러한 사용자의 정책 등이 경영상의 필요
119)
120)
121)
122)

Raymond F. Gregory, op. cit., pp.138∼139 참조.
Mack A. Player, op. cit., p.139.
Michal Evan Gold, op. cit., p.49.
간접차별에 관한 국내문헌으로 한승희, ｢고용상의 간접차별 판단기준에 관
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조순경 외 4인, ｢간접차별 판단기
준을 위한 연구｣, 노동부, 2002; 구미영, ｢고용상의 간접차별 규제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3을 참조.
123)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은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122 이하 참조.
124) Michal Evan Gold, op. cit., p.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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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of the business)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125)
간접차별법리에서는 사용자의 차별의도에 대한 입증을 요하지 않는
다. 이러한 점에서 간접차별법리는 고령근로자의 채용, 승진, 해고 등
과 관련하여 관행적 내지 제도적으로는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법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126) 차별을 주장하는
자는 통계자료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사용자의 고용정책 등이 본인에
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면, 상대방인 사용자는
그러한 정책 등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임을 보여주어
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 성립한다.127) 간접차별 사건에서 통계
적 증거가 주로 활용되는 이유는 문제가 되는 사용자의 정책 등이 서
로 상이한 그룹에 어느 정도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128) 그렇지만 사용자의 정책 등이 ADEA
의 적용대상이 되는 40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들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40세 이상의 일부 근로자들(예컨대,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족하
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연방하급심법원간에 다툼이 있다.129) 다른 한편,
경영상의

필요라는

사용자의

항변과

관련하여

비용절감(saving

money)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처음에는 판례를 부정
적으로 보았다.130) 다만, 도산(bankruptcy)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비용절감(고임금 근로자의 정리해고)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하였다.131) 최근에는 도산과 같
은 극한적 상황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상황에서도 비용절감은 경영상의
125) Michal Evan Gold, op. cit., p.51 참조; Raymond F. Gregory, op. cit.,
p.158 참조.
126) Raymond F. Gregory, op. cit., p.160 참조
127) Raymond F. Gregory, op. cit., p.159 참조.
128) David Neumark, op. cit., p.10.
129) Michal Evan Gold, op. cit., pp.51∼52 참조.
130) 예컨대, Gellert사건(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Second Circuit, 635
F.2d 1027, 1980)의 경우가 그러하다. 동 사건의 내용은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486 이하.
131) Finnegan v. Trans World Airlines Inc., 967 F.2d 1161(7th Cir. 1992),
Harold S. Lewis and Elizabeth J. Norman, op. cit., p.3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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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132)
나) 한 계

간접차별법리가 갖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동 법리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사건과는 달리 ADEA하의 연령차별 사건에는 보편적으로 적용
되고 있지 못하다.133) 특히 1991년 이후부터 연령차별 사건에 대한 간
접차별법리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연방하급심
판결례가 등장함에 따라 연령차별에서의 간접차별법리의 유용성이 상
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년에 개정된 민권법 제7편은 간접차별법리를 명문화하고
있는데,134) 의회는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ADEA를 개정하지 않았고,
이는 연령차별에 대한 간접차별법리의 적용배제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
게 되었다.135)
둘째, ADEA에서는 ‘연령 이외의 합리적인 요소에 근거한 차
이’(differentiation is based on reasonable factors other than age)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623조 (f)(1)). 따라서 고령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상
의 결정이 정당한 것임을 주장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할 필요없이 그러한 결정이 연령 이외의 합리적인 요소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면 ADEA 위반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132) Michal Evan Gold, op. cit., p.52.
133) David Neumark, op. cit., p.10.
134) 이러한 1991년의 민권법 개정은, 최종적인 입증책임(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입증)을 사용자에게 전환시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 주장자에게 최종
적인 입증책임(즉, 경영상 필요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핑계
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부과하는 판례의 입장(즉, 이러한 판례입장은 직
접차별법리와 간접차별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거부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경영상의
필요를 보여주는 사실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
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즉, 사용자에게 경영상 사유에 대한 증거
제출 책임과 설득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보다 자
세한 내용은 구미영, 앞의 논문, 29쪽 이하를 참조.
135) Harold S. Lewis and Elizabeth J. Norman, op. cit., pp.388∼3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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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셋째, 직접차별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이 1993년에 내린 Hazen사건
판결136)이 ADEA상의 간접차별법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 사건에서 사용자는 몇 주 후에 기업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10
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하게 되는 근로자를 해고하여 연금비용의 부담
을 회피하려 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고령근로자에 대한 연
령차별의 핵심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생산성과 능력이 감소한다는 부
정확하고 천편일률적인 믿음(inaccurate and stigmatizing stereotypes)
에 기초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ADEA는 사
용자에게 근로자의 나이가 아니라 능력(merits)에 근거하여 (고령)근로
자들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결정이 연령 이외의 다른 요소에 전적으로 근거하였던 경우에는 부정
확하고 천편일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연금
상의 지위(pension status)를 그러한 예로 보고 있다. 즉, ‘연령과 연관
되어 있는 요소’(correlated with age)라고 할지라도 ‘근속년수는 분석
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령과는 구별되는 것’(analytically distinct from
his years of service)이기 때문에 근속년수에 근거한 사용자의 결정은
반드시 연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
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연령과 연관된 요소에 근거하여 이루
어진 사용자의 결정이 반드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에 해당하
는 것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연령과 연관되어 있으나 연령 그 자체와
는 다른 요소에 근거한 차별대우가 허용될 수 있는데 고령자에게 현저
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ADEA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Hazen 판결 이후 연방하급심
법원들은 고령근로자의 보다 높은 임금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결정
에 대하여 간접차별법리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게 되었고, 몇몇 법원
들은 연공(seniority)에 따른 높은 보상을 이유로 하는 근로자의 해고
136) Hazen Paper Company v. Biggins, 507 U.S. 604, 113 S.Ct. 1701, 1993. 동
판결의 내용은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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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DEA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137)

라. 차별금지의 영역
ADEA는 사용자, 직업소개기관(employment agency), 근로자단체에
의한 연령차별을 위법한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
첫째, 사용자가 연령을 이유로 하여(because of such individual's
age), ①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것 또는 보수․고용조건․고용
기간․고용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행위, ② 어떤 자의 고용기
회를 박탈하거나 근로자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근
로자를 제한(limit)하거나 격리(segregate)하거나 분류(classify)하는 행
위, 또는 ③ ADEA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액을 삭감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제623조 (a)).138) 즉, 채용에서 해
고까지 고용관계가 성립․유지․종료되는 모든 단계에서의 사용자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직업소개기관이 ① 연령을 이유로 하여 고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혹은 기타 차별하는 행위, 또는 ② 고
용과 관련하여 연령에 기초하여 사람을 분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제623조 (b)).139)
137) David Neumark, op. cit., pp.11∼12 참조.
138) “It shall be unlawful for an employer(1) to fail or refuse to hire or to discharge any individual or otherwise
discriminate against any individual with respect to his
compensation, terms, conditions, or privileges of employment,
because of such individual's age;
(2) to limit, segregate, or classify his employees in any way which
would deprive or tend to deprive any individual of employment
opportunities or otherwise adversely affect his status as an
employee, because of such individual's age; or
(3) to reduce the wage rate of any employee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chapter.”
139) “It shall be unlawful for an employment agency to fail or refuse to refer
for employment, or otherwise to discriminate against, any individual
because of such individual's age, or to classify or refer fo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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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근로자단체가 ① 연령을 이유로 하여 그 가입을 배제하거나
단체로부터 추출하는 행위 또는 기타의 차별행위, ② 연령을 이유로
하여 고용기회를 박탈․제한하거나 근로자의 지위 또는 채용지원자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단체구성원 자격을 제한․격
리․분류하거나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③ 사용자로 하여금 연령차별을 행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도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제623조 (c)).140)
넷째, ADEA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반대하거나 ADEA
위반과 관련한 구제신청, 소송제기, 증언, 지원 또는 참여를 이유로 하
여 사용자, 직업소개기관, 근로자단체가 차별하는 행위도 위법한 것으
로 규정되고 있다(제623조 (d)). 그 외에도 사용자, 직업소개기관, 근로
자단체가 연령에 기초한 선호, 제한, 특정 또는 차별을 나타내는 인쇄
물이나 광고를 제작하거나 발간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
는 행위도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제623조 (e)).

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ADEA는 차별행위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연령이 합리적으로 필요
한 ‘진정한 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에 해당하는
any individual on the basis of such individual's age.”
140) “It shall be unlawful for a labor organization(1) to exclude or to expel from its membership, or otherwise to
discriminate against, any individual because of his age;
(2) to limit, segregate, or classify its membership, or to classify or fail
or refuse to refer for employment any individual, in any way which
would deprive or tend to deprive any individual of employment
opportunities, or would limit such employment opportunities or
otherwise adversely affect his status as an employee or as an
applicant for employment, because of such individual's age;
(3) to cause or attempt to cause an employer to discriminate against an
individual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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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연령차별이 아니다(제
623조 (f)(1)). 예컨대, 사용자 채용연령의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퇴직연
령을 설정하는 경우(예, 비행기 조종사) ADEA는 그러한 사용자의 행
위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때에는 허용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일정한 연령을 설정하는 경우
에는 ① 그러한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또는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
또는 ②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일부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성(trait)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야 한다.141) 연령이 진정한 직업자격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컨대
고령근로자를 훈련시키는데 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든지 또는 고령근로
자의 생산성이 더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등의 이른바 경제적 고려는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고객 및 동료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적
인 사항이다.142)
둘째, 연령 이외의 합리적인 요소에 근거(based on reasonable
factors other than age)하여 차이(differentiation)를 두는 경우에는 다
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623
조 (f)(1)). ‘연령 이외의 합리적 요소’에는 학력․경험과 같이 일률적으
로 요구되는 자격, 직무수행의 능력이나 질 또는 양을 측정하는 시스
템이 포함된다.143) 그러나 연령 이외의 요소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
성되는 것으로서 고령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즉,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너무 많은
경험을 갖고 있거나 너무 많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것이자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요소로 고령자에게 절대
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144) 경영상 이유로 인
141)
142)
143)
144)

Mack A. Player, op. cit., p.144 참조.
Michal Evan Gold, op. cit., p.50.
Mack A. Player, op. cit., p.1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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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삭감함에 있어서 근속년수 또는 기업연금 수급자격은 연령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근로자의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연
령 이외의 요소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 연방하급심 판례의 입
장이었고, 상대적인 임금의 차이(즉, 고임금)도 도산회피와 같은 불가
피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이 기본적
인 입장이었다.145) 그러나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
의 Hazen 판결 이후 최근의 연방하급심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
는 고임금 고령근로자의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간
접차별법리의 적용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셋째, ADEA의 목적을 회피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임
권제도(bona fide seniority system)에 의거한 경우에는 연령차별에 해
당하지 않는다(제623조 (f)(2)(A)). 선임권제도는 재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부여하는 단체협약상의 제도이다.146)
선임권제도에 의하면, 정리해고시에 재직기간이 짧은 자가 우선적인
해고대상이 된다(Last In First Out). 따라서 선임권제도는 일반적으로
고령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오래된 고
령근로자는 그렇지 않는 자에 비하여 정리해고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이
다.147)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보다 젊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기업이 주로 젊은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
황에서 고령자가 최근에 채용되었고 기업이 선임권제도에 기초하여 정
리해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고령근로자가 우선적인 해고대상이 되게 된
145) Mack A. Player, op. cit., p.149 참조.
146) 일시해고(경영상 해고) 및 재고용에 관한 사용자의 전권(專權)을 인정하면
서도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자의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
여 근속기간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상의 제도가
이른바 선임권제도이다.
147) 그렇지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임권(즉, 상대적으
로 장기인 근속기간)이 유일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선임
권과 더불어 근로자의 업무능력․실적 등 다른 기준을 함께 고려하기도
하지만 업무능력이나 자격이 대등한 경우 단체협약상의 선임권제도는 해
고대상자 선정에서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은 木下正
義, 整理解雇の展開と法理 , 成文堂, 1996, 1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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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우 선임권제도가 고령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려는
목적으로 창설되거나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한 선임권제도의 준수는
ADEA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148) 한편, 재직기간이 보다 짧은 자
를 더 우대하는 역선임권제도(reverse seniority)는 ADEA에 의해 보호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선임권제도가 고령근로자에게 불리한 영
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하여야 한다.149)
넷째, 근로자급부제도(employee benefit plan) 또는 자발적 조기퇴직
장려제도(voluntary early retirement incentive plan)상의 요건을 준수
하기 위한 경우에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623조 (f)(2)(B)).
기업연금제도상 연금수급연령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제623조
(l)(1)(A)), 사용자가 기여금이나 연금급여에서 고령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50) 기업연금 이외의 부가급부제도, 특히 생명보
험이나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고령근로자의 사망률 내지 중병 발생률이
젊은 근로자보다 높기 때문에 젊은 근로자를 위한 부가급부비용과 고
령근로자를 위한 부가급부비용이 유사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후자의
비용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151) 그러나 보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나 부담한 비용이 나
이가 더 어린 근로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나 부담한 비용보
다 적어서는 아니된다(제623조 (f)(2)(B)). 이처럼 급부비용 조정이 가능
하기 때문에 근로자급부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비자발
적인 퇴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는 없다(제623조 (f)(2)(B)).
다른 한편, 일정연령의 강제퇴직제도는 금지되지만 사용자는 조기퇴직
장려제도를 통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자발
적 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 조기퇴직 기준으로 최저연령(예컨대, 50세
이상)을 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연령범주에 한정하여(예컨대, 55∼60
세) 조기퇴직을 장려하여서는 아니된다.152) 기업연금제도에 의해 지급
148)
149)
150)
151)
152)

Michal Evan Gold, op. cit., p.53.
Ibid.
Michal Evan Gold, op. cit., p.47.
Michal Evan Gold, op. cit., p.43.
Mack A. Player, op. cit.,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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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급여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조기퇴직장려제도를 활용하는 것(즉,
근속년수에 따라 또는 연령과 근속년수를 조합하여 균일한 퇴직장려금
또는 증액하는 퇴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153) 특히 경영
상의 이유로 잉여인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많은 기업은 퇴직대
상 근로자의 선정수단으로 조기퇴직장려제도를 실시하는데 일정연령
이상의 근로자(주로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통상의 퇴직으로부
터 얻을 수 있는 기업연금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행함
으로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154)

바. 구제기관 및 구제절차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민권법 제7편, 연령차별금지법(ADEA),
장애인법(ADA), 평등임금법(EPA)의 운영 및 시행을 담당하는 특별기
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임기5년)과 EEOC를 대표하여
차별소송을 담당하는 자(General Counsel, 임기 4년)로 구성되며, 지방
사무소(regional offices)를 두고 있다. EEOC는 법의 내용에 대한 각종
의 해석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차별피해자
의 신청에 기하여 조사를 행하고, 비공식적 수단(조정, 협의, 설득)을
통한 사건해결에 노력한다. 그러나 EEOC는 사용자에 대하여 법적 구
속력이 있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실질적 구제는
법원에 대한 차별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ADEA 위반에 따른 구제절차와 소송절차는 일반절차와 특별절차로
구분된다. 일반절차는 사용자가 사인(私人), 주(州) 또는 지방의 기관인
경우에 적용되고, 특별절차는 사용자가 연방기관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일반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별절차에 대해서는 간략
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53) Ibid.
154) 井村 己, ｢高齡者の退職に伴う放棄契約の締結と雇用差別禁止法 - アメリ
カにおけるADEAの改正を契機として｣, 季刊勞働法 , 제182호,
合 働
究所, 1997, 127∼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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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절차

일반절차는 ① EEOC가 차별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접 법원에 차별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이하 EEOC 소송이라 함), ② 차별피해자가 행정
적 구제절차를 거쳐 개인적으로 법원에 차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
하 개인소송이라 함)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EEOC 소송의 경우 차별피해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EEOC가
직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155) 즉, EEOC 소송에
서는 차별피해자의 행정적 구제신청이 전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
을 제기하기에 앞서 EEOC는 비공식적 수단(조정, 협의, 설득)을 통하
여 사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차별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
여야 하고, 이러한 시도가 실패한 경우 EEOC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626조 (b)). EEOC가 소송을 제기하면 차
별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제626조 (c)(1)).
다음으로, 개인소송은 차별피해자가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야 가능
하다. 이 경우 행정적 구제절차는 해당 주(州)에 주법(州法)상의 차별
구제기관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해당 주에 차별구제기관
이 없으면 차별피해자는 EEOC에 차별사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제626조 (d)(1)).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EEOC는 60일의 기간 동안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사건해결을 시도하
게 되고, 이 기간에는 개인소송이 금지된다(제626조 (d)). 60일이 경과
한 후에는 개인소송이 가능하나 행정구제절차의 과정에서 EEOC가 차
별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개인소송을 할 수 없다
((제626조 (c)(1)). 한편, 해당 주(州)에 주법(州法)상의 차별구제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별피해자는 행정구제절차로서 해당 주의 차별
구제기관과 EEOC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주의 차별구제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데, EEOC에 대한 구제신청과 동시
에, 그 이전에 또는 그 후에 모두 가능하다.156) EEOC에 대한 구제신
청은 차별사건 발생일로부터 300일 이내 또는 주법(州法)하에서의 행
155) Mack A. Player, op. cit., pp.40∼41.
156) Mack A. Player, op. cit.,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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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제절차 종료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제626조 (d)(2)). 해당 주의 차별구제기관도 구제신청일로부터 60일 동
안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사건해결을 시도하게 되고, 이 기간에는 개
인소송이 금지된다.157)
2) 특별절차

사용자가 연방기관인 경우 이러한 기관을 상대로 하는 연령차별 구
제절차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반절차와 다르다. 우선, EEOC는 연방
기관을 상대로 ADEA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
지 않는다. 차별피해자는 연방기관 내에 마련된 내부적인 행정구제절
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의 이용이 소송제기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차별피해자는 차별행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송제기
의 의사를 EEOC에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58)

2. 아일랜드 - 고용평등법(EEA)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에서도 아일랜드는 연령 등 아홉 가지 차별사
유에 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방대한 내용(총 105개 조)
을 담고 있는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을 1998년에 만들
어 1999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0년 11월에 유럽연합 제78호
지침(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일랜드의 1998년 고용평등법은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선구적인 고용
차별금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은 유럽연합 제78호 지침
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159) 한편,
2000년에 제정된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은 고용평등법상의 아
157) Mack A. Player, op. cit., pp.268∼269 참조.
158) 이상의 내용은 Mack A. Player, op. cit., pp.272∼273 참조.
159) European Industrial Relation Observatory(EIRO),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ageing workfoce : a review of measure to combat discrimination
in employment(the case of Ireland), 200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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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 가지 차별사유에 기한 주택, 사적 클럽 등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제공․광고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가. 입법 배경 및 법의 구성체계
1) 입법 배경

성(性) 및 혼인상의 지위(marital status)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입법(1977년 고용평등법)은 유럽공동체의 남녀차별금지 지침
의 영향으로 1970년대에 이루어졌으나, 그 밖의 다른 차별사유에 관한
입법은 1998년 고용평등법 이전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160) 다
만, 1993년에 개정된 불공정해고법(Unfair Dismissals(Amendment)
Act)에 의해 연령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되고 있었다.161)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고용평등법의 성립은 다분히 국내의 정치적 이유에
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포괄적인 차별금지입법을 주장한 노
동당이 1993년에 여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한 것이 계기가 되어 노동당
출신인 평등관련 부처의 장관(Mervyn Taylor)이 법안초안작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의 대통령(Mary Robinson)이 헌법학자 출신으로 평등문
제에 조애가 깊어 법안의 성립을 뒷받침하였던 것이다.162)
2) 법의 구성체계

고용평등법은 7개의 파트(part), 총 105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
부 서장(preliminary and general) 5개 조(제1조∼5조), 제2부 차별에
160) 삶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유럽기금(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홈페이지상의 게재내용
(the implication of the Employment Equality Act, 1998) 참조. www.
eiro.eurofund.eu.int/1999/09/feature/ie9909144f.html
161) Employment & social affaires, Report on Member States' legal
provisions to combat discrimination, European Commission, 2000, p.11
참조. 연령 외에도 암스테르담조약 제13조에 규정된 차별사유(단, 장애는
제외)에 근거한 해고를 금지하였다.
162) 이상의 내용은 牧野利香, アイルランドの雇用における年齡差別禁止法制 ,
JIL Discussion Paper Series 03-002, 2003,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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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총칙(discrimination : general provisions) 12개 조(제6조∼17조),
제3부 남녀평등에 관한 특칙(specific provisions as to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10개 조(제18조∼27조), 제4부 기타 범주의
자에 관한 특칙(specific provisions as to equality between other
categories of persons) 10개 조(제28조∼37조), 제5부 평등위원회
(Equality Authority) 30개 조(제38조∼67조), 제6부 평등상황의 평가․
검토, 행동계획 및 입법의 검토(equality reviews and action plans and
review of legislation) 6개 조(제68조∼73조), 제7부 구제 및 집행(other
remedies and enforcement) 31개 조(제74조∼105조)이다.

나. 적용 범위
고용평등법상 고용차별금지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파
견근로자(agency worker)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사용자로 간주된다(제2조 제3항). 그러나 가사(private household)를 목
적으로 하는 고용, 즉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7조 제5항). 부분적으로 고용평등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
다. 정리해고수당법(Redundancy Payments Act)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행위에는 연령차별에 관한 동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7조
제4항). 항공기․열차․선박의 운전자격과 관련하여(제17조 제3항) 또
한 군인․경찰․교도관과 관련하여서는(제37조 제6항), 연령차별(장애
차별 포함)에 관한 동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일랜드 대법원
(Supreme Court)은 군인, 경찰, 교도관에 대한 적용 배제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즉, 해당 직업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유의 정신적․신체적
적격성

자격요건(the

distinctive

mental

and

physical

fitness

requirement)을 고려할 때 군인 등의 적용 제외는 허용될 수 있는 입
법적 목적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63)
163) Colm O'Cinneide, "Comparative European Perspectives on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Age as an Equality Issue, edited by Sa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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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는 18세(단,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제6조 제3항, 제12조 제3항). 따라서 18세 미
만 자 또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차별)는 동법상 연령
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6조 제3항). 이렇게 고용평
등법의 적용대상 연령층을 일정범위(18∼64세)의 자로 한정한 것에 대
해 아일랜드 대법원은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차별적 대우가
합법적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우
고령자나 연소자도 차별적인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지만, 선
택된 연령범위에 노동력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당하기 때문
에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64)

다. 차별의 개념과 사유
고용평등법에서 차별은 동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에 근거하여 어떤
자를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과거에 그렇게 취업되었거나
또는 장차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제6조 제1항).165) 그리고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사유는 ① 성
(性), ② 혼인상의 지위(marital status)166) ③ 가족적 지위(family
status), ④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⑤ 종교, ⑥ 연령, ⑦ 장애,
⑧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또는 출신국, ⑨ 유량공동체민(traveller
Fredman and Sarah Spencer, Hart Publishing, 2003, p.209. 동 사안에서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예컨대, 연령차별로부터 보호되는 사설경비업체의 근로
자)와 비교할 때 공공부문의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
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대법원은 연령관련 차별은 성(性) 또는 인종과는
달리 그 가치(중요성)가 덜한 헌법적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부문까
지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는 입법결정은 입법부에 대한 적당한 존중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164) Colm O'Cinneide, op. cit., p.208.
165)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discrimination shall be taken to occur
where, on any of the grounds in subsection (2) (in this Act referred to
as "the discriminatory grounds"), one person is treated less favourably
than another is, has been or would be treated.”
166) 혼인상의 지위라는 함은 미혼(single), 기혼(married), 별거(separated), 이
혼(divorced) 또는 미망인(widowed)을 뜻한다(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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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이다. 한편, 간접차별은 고용에 관한 어떤 규정(관행 등 포
함)이 근로자에게 적용된 결과, 어떤 특정의 성질(예컨대, 특정의 연령
층 등)을 갖는 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실제로 그러한 성질을 갖
는 자의 비율이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적게 되는 경
우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그러한 특정의 성질을
갖는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한 것으로 간주된다(제31조 제1항).167)

라. 차별금지의 영역
사용자에 의한 차별금지로서 ① 채용, ② 근로조건, ③ 고용관련 훈
련 내지 경험, ④ 승진 또는 직급부여(promotion or re-grading), ⑤ 직
제분류(classification of posts)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채용
지원자(prospective employee)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제8조 제1항).
이러한 다섯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차별을 발생시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무효이다(제9조 제2항). 또한 사용자가 채용을 제외한 위의 네

167) “Where a provision (whether in the nature of a requirement, practice or
otherwise) relating to employment—
(a) applies to all the employees or prospective employees of a particular
employer who include C and D or, as the case may be, to a
particular class of those employees or prospective employees which
includes C and D,
(b) operates to the disadvantage of C, as compared with D, in relation
to any of the matters specified in paragraphs (a) to (e) of section
8(1),
(c) in practice can be complied with by a substantially smaller
proportion of the employees or prospective employees having the
same relevant characteristic as C when compared with the
employees or prospective employees having the same relevant
characteristic as D, and
(d) cannot be justified as being reasonable in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n, subject to subsections (4) and (5),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employer shall be regarded as discriminating
against C, contrary to section 8, on whichever of the discriminatory
grounds gives rise to the relevant characteristics referred to in
paragrap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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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근로자 또는 근로자그룹을 차별하는 규칙
을 정하거나 지시하는 것 또는 관행을 적용하거나 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제8조 제4항). 사용자에 의한 고용차별 외에도 직업훈련기관,
직업소개기관, 노사단체 등에 의한 차별도 규제된다.
1) 채 용

사용자가 ①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취
급하거나 또는 ② 고용될 수 있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또는 그룹)와 관련해서는 특정되지 않는 고용자격
(entry requirements for employment)을 어떤 자(또는 그룹)에 대해서
는 특정함으로써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채용에서의 차별에 해당
한다(제8조 제5항).
채용광고에서 ① 차별의 의도를 보이거나 또는 ② 합리적으로 볼 때
그러한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는 광고를 출판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0조 제1항). 또한 광고에서 어떤 일자리(post)
를 표현하는데 사용된 단어 또는 문구가 특정의 성(性)이나 기타 법소
정의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성을 갖는 자를 암시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자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일자리 내지 직무를 표시하거나 언급하는 경
우에는 차별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된다(제10조 제2항).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모집광고에서 “젊고 역동적인(a young and
dynamic) …” 등 ‘젊은’(young)이라는 표현이 두번 사용된 것에 대하여
그러한 표현은 젊지 않는 자, 즉 중년자 및 고령자를 배제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나타내거나 그러한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될 수 있으므로 연령차별이라고 판단되었다.168)

168) Equality officer decision, DEC-E/2000/14(Ryanair사건), 2000. 12. 29. 동
결정의 내용은 1998년 고용평등법에 의해 설치된 평등심사국(Office of
the Director of Equality Investigations)의 홈페이지(www.odei.ie)를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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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가) 근로계약

차별적인 근로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상에 차별금지(평등)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
주된다(제21조 제1항, 제30조 제1항).169) 한편, 어떤 근로자의 근로계약
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직무를 수행
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도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
우 그러한 근로계약은 차별에 해당하며, 불리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단, 연금권170) 제외). 다만, 사용자가 법소정의
차별사유 이외의 사유에 진정으로 근거한 차이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은 제30조).171)
나) 근로조건 일반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역시 규제된다.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 실질적
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법소정의 차별사유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① 근
로조건(연금권 제외), ② 작업환경, ③ 시간외근로, 교대근로(shift
work), 근로시간 단축(short time), 배치전환, 정리해고, 일반해고 및
징계에서 다른 근로자(또는 근로자그룹)에게 제공하거나 대우한 것과
는 다르게 어떤 근로자(또는 근로자그룹)를 취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
당한다(제8조 제6항).
다) 임 금

임금의 경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조건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
을 기준으로 전후 각 3년 동안에는 유사한 직무(like work)를 수행하는
169) 남녀간의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조항이 근로계약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간주하고 있는 규정은 제20조이다.
170) 연금권(pension rights)이라 함은 직역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
scheme)상의 연금 또는 기타의 급여(benefit)를 뜻한다(제2조 제1항).
171) 성(性)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근로계약에 관한 동일한 내용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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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임금(the same rate of remuneration)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제29조 제1항, 제2항). 이 경
우 유사한 직무라 함은 ① 두 근로자가 동일 내지 비슷한 조건하에서
상호 대체가 가능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172) ② 어떤 근로자
가 수행하는 작업이 다른 근로가 수행하는 작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고, 각 자가 행하는 작업이나 작업수행조건 사이의 차이가 해당 작
업 전체적으로 볼 때 작거나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173) 또는 ③ 어떤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이 기술, 신체적 내지 정신적 요구(부담), 책임,
근무조건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과 동일한 가치를 갖
는 경우174)를 말한다. 또한 단체협약의 규정이 법소정의 차별사유에
기하여 임금액의 차이를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된다(제9조 제1
항).
그리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조건 또는 일정한 기준이
특정한 사용자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또는 일정그룹의 근로자들(C와 D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
족하는 자의 보수가 그렇지 못한 자의 보수와 다르고, 그러한 조건이
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C근로자와 동일한 관련특
성을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D근로자와 동일한 관련특성을 갖는 근로자
들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보다 적을 때에는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
고, 이러한 경우 동일임금원칙과 관련하여 C와 D근로자 각자가 기준
이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든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든간
에 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제29조 제4항).175) 다만, 법소정
172) “both perform the same work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or
each is interchangeable with the other in relation to the work”
173) “the work performed by one is of a similar nature to that performed by
the other and any differences between the work performed or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performed by each either are of small
importance in relation to the work as a whole or occur with such
irregularity as not to be significant to the work as a whole”
174) “the work performed by one is equal in value to the work performed by
the other, having regard to such matters as skill, physical or mental
requirements, responsibility and working conditions”
175) “Where a term of a contract of employment or a criterion 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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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별사유 이외의 이유로 서로 다른 근로자에게 상이한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제29조 제5항).
라) 승 진

법소정의 차별사유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승진의 적격성과 자질을 갖
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근로자에게는 ① 승진기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제외한 경우 또는 ② 승진의 기회를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진에서의 차별에 해당한다
(제8조 제8항).
3) 훈련 또는 직무경험

근로자가 고용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상담․훈련(OJT 여부 불문)․직무경험을 위한 기
회 또는 설비를 제공하고 어떤 근로자에게는 법소정의 차별사유에 근
거하여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관련 훈련 내지 경험에서의
차별에 해당한다(제8조 제7항)
4) 사용자 이외의 자에 의한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가)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 등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모든 자는 훈련과정 및
employees(including C and D)—
(a) applies to all employees of a particular employer or to a particular
class of such employees (including C and D),
(b) is such that the remuneration of those who fulfil the term or
criter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those who do not,
(c) is such that the proportion of employees who can fulfil the term or
criterion is substantially smaller in the case of the employees
having the same relevant characteristic as C when compared with
the employees having the same relevant characteristic as D, and
(d) cannot be justified as being reasonable in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n,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C and D shall
each be treated as fulfilling or, as the case may be, as not
fulfilling the term or criterion, whichever results in the higher
remu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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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설비의 제공조건, 제공의 유무 또는 제공의 방법에서 차별하여서
는 아니된다(제12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차별금지는 그 적용대상자
의 최저연령이 의무교육종료연령(즉, 15세)으로 되고 있다(제12조 제3
항). 한편, 직업훈련기관이 특정 범주의 자에 대하여 전통적 또는 역사
적인 배려의 차원에서 일정한 지원조치(장학금, 장려금 등)를 취하는
것은 그러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 한 연령 또는
인종에 기한 불법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2조 제7항).
나) 직업소개기관의 서비스

직업소개기관(employment agency)은 직업소개, 캐리어․고용관련
기타 서비스(훈련 포함)에 관한 지도 등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 제1항).
다) 노사단체에의 가입 등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전문직단체, 상업단체 등은 해당 단체에의
가입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이익(연금 제외), 해당 직업에의 입직이나
직업수행과 관련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제13조).

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1) 직업자격

특정 일자리의 고용에서 어떤 자의 관련특성이 그 일자리의 직업자
격(occupational qualification)이기 때문에 그 자를 우대하는 것으로부
터 발생하는 차별은 다른 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7조
제2항). 생리학적 이유로 또는 오락(entertainment) 목적을 이유로 해
당 직업의 성격이 어떤 특성을 갖는 자를 요구하고 그러한 특성을 갖
고 있지 않는 자로 채워지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이러한 관련특성은 직업자격으로 간주되므로 연령차별
(장애차별 또는 인종차별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7조 제3항). 예
컨대, 배우 등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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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조치

5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시정조치 또는
불이익을 받은 그룹을 위한 국가의 훈련제공 등은 적극적 조치
(positive action)로서 허용되고 있다.
우선, 50세 이상의 고령자(또는 장애인, 유랑공동체 구성원)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차별효과를 완화 내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3조 제1항, 제2
항). 다음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룹을 위한 국가의 훈련(또는 작
업경험)의 제공은 그러한 제공이 없는 경우 불이익그룹이 유사한 훈련
(또는 작업경험)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국가가 확인하는 경우에 차
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3조 제3항).
3)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정당사유 및 특별사유
가) 일반적 정당사유

만일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현저한 비용증가(significantly
increased costs)가 초래된다고 하는 명백한 보험통계상의 증거 내지 기
타 증거(clear actuarial or other evidence)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연령
차별(또는 장애차별)이 불법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제34조 제3항).
나) 채용상 상한연령의 설정

신입사원(recruit)이 ①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
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② 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퇴직연령에 이르기 이전
까지 일정한 합리적인 기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채용에서
의 상한연령(maximum age for recruitment)을 정하는 것은 연령차별
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4조 제5항).
다) 연공(근속기간)에 따른 대우의 차이

특정의 직이나 고용에 있어서 사용자가 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상대적인 연공 또는 근속기간(relative seniority or length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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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여 상이한 임금액(rates of remuneration)과 근로조건을 제공
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4조 제7항).
라) 상이한 퇴직연령의 설정

자발적 퇴직이든 강제적 퇴직이든 근로자(또는 계급․직급)에 대하
여 상이한 퇴직연령(different ages for the retirement)을 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4조 제4항).
마) 연령급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연령관련급여(age-related remuneration)에 대한 합의가 고용평등법
의 시행 이전에 발효되었고, 법시행 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법위반(동일임금원칙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4조 제6항). 이는
고용평등법상 허용되는 연령차별 이외에 연령과 관련된 단체협약이 동
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176)
4) 가족․혼인상의 지위를 고려한 사용자의 급여

① 근로자의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일(events) 또는 가족구성원의 상
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benefit), ② 근로자 가족의
구성원인 어떤 자를 고려하거나 지급하거나 그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③ 근로자의 혼인상의 지위(marital status)의 변화와 관련된 일(event)
을 이유로(또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는 ④ 가족상
의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해당 가족을 돌볼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급여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4조 제
1항).

바. 구제기관 및 구제절차
1998년 고용평등법에 의해 두 개의 기관, 즉 평등위원회(Equality
Authority)와 평등심사국(Office of the Director of Equality Investigations)
176) Colm O'Cinneide, op. cit.,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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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설되었다. 평등심사국은 차별사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
제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갖는다. 즉, 평등심사국은 차별 피해자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아 구제명령을 내리는 기관이다. 평등위원회도 차별피해
자에 대한 법률적 구조 또는 지원을 행하지만 이는 부수적인 업무이고,
주된 업무는 고용평등의 촉진과 고용차별의 시정을 위하여 행정적 차
원에서 법의 운영에 관여하고 입법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평등
위원회는 고용평등법의 행정적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
고, 평등심사국은 고용평등법의 준사법적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등심사국은 평등위원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
하여 최근에는 평등법원(equality tribunal)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
다.
1) 평등위원회
가) 조직 및 구성

평등위원회(EA)177)는 관계 장관178)이 임명하는 4년 임기의 12인(그
중 남녀는 각각 최소 5인이어야 함)으로 구성되고(제41조), 평등의 촉
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제39조). 위원회는 근로자단체를 대표하
는 자 2인(남성 1인, 여성 1인),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남성 1
인, 여성 1인), 관계 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경험
을 갖는 자 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파트타임으로 활동한다(제44조
제1항, 제2항).
나) 임무와 권한

평등위원회는 ① 고용차별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② 고용평
등법 관련 기회평등의 촉진, ③ 일반에의 정보제공, ④ 고용평등법의
개정제안 등을 일반적 임무로 하고 있다(제39조). 평등위원회는 특정의
177) 동 기관은 과거의 고용평등국(Employment Equality Agency)을 대체하는
기관으로서 이전보다 확장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탄생하였
다(제38조).
178) 법무․평등․법개혁부장관(Minister for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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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업그룹, 산업, 산업부문 등과 관련하여 고용평등 상황을 평
가․검토하고 평등촉진을 위한 행동계획(equality action plan)을 수립
할 수 있고(제69조),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기업 등
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70조). 또한 평등위원회는 고용차별의 제거 및
고용기회 평등의 촉진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해하는 법규정에 대한 검
토작업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제73조).
그 외에도 평등위원회는 차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자문을 행
하기도 한다.179) 그리고 평등위원회는 관계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사활동을
행할 수 있다(제58조 제1항). 이러한 조사활동은 광고나 정책내용의 영
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80)
조사과정에서 또는 조사 후에 평등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자신의 일
반적 임무 중 ① 또는 ②와 관련하여 관계 장관을 포함하여 누구에게
도 권고를 행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 그리고 평등위원회는 조사과정
이나 그 후에 차별행위자에게 차별금지 통지(non-discrimination notice)
를 발할 수 있다(제62조). 이러한 차별금지 통지에 기재되는 사항은 차
별행위의 내용,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 특정된 기간 내에 차별금지 통
지의 대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그 준수 여부에 대한 평등
위원회에의 보고의무 등이다(제62조 제5항). 그런데 실무상으로 이러한
차별금지 통지의 권한은 차별적 광고처럼 차별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
행사된다고 한다.181) 차별금지 통지의 대상이 된 자는 42일 이내에 노
동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법원은 차별금지 통지
의 전부 내지 일부를 승인(내용의 변경도 가능)하거나 이의제기를 받
아들일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차별금지 통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다(제63조).
한편, 평등위원회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진정이 없더라도 독자적인
179) 평등위원회 홈페이지의 게재된 내용(www.equality.ie/whatis/whatis.shtml)
을 참조.
180) Employment & social affaires, Specialised bodies to promote equality
and/or combat discrimination, European Commission, 2002, p.74.
181) 牧野利香, 앞의 보고서,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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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으로 차별행위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평등심사국에
사건을 제기하여 평등심사국이 해당 차별행위를 시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평등위원회가 차별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 특정인에 의한 평등심사국에의 구제신청을 합리
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여기는 경우 또는 차별적 모집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 등에서 행사될 수 있다(제85조 제1항). 또한 평등위원회는 단체협
약에 차별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등심사국에 그
시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제86조 제1항).
2) 평등심사국

평등심사국(ODEI)은 관계 장관182)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고용평등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법
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갖는다.183)
고용평등법상의 차별피해자는 차별이 행해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등심사국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77조 제1항, 제5항). 다만, 해고
사건은 6개월 내에 노동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제77조 제2항, 제5항).
그리고 성차별 사건의 경우에는 평등심사국에 대한 구제신청 대신에
6개월 내에 지방법원(Circuit Court)에 직접 제소할 수도 있다(제77조
제3항, 제5항). 차별사건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평등심사국
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제78조 제1항).
당사자 어느 일방이 조정에 반대하는 경우 평등심사국은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제78조 제3항). 심사결과에 따라 평등심사국은 적절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제명령의 종류에는 ① 동일임금원칙 위반
사건의 경우 구제신청 이전 3년 기간 내의 임금차액에 대한 금전보상
명령, ② 구제신청일 이후의 동일임금 지급명령, ③ 구제신청 이전 6년
182) 법무․평등․법개혁부장관(Minister for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이다.
183) 2000년 평등지위법이 제정된 후 평등심사국은 동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제
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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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발생하였던 차별행위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성차별 외의 경
우 최고한도액으로 2년분의 임금), ④ 기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평등대
우명령 등이 있다(제82조 제1항). 노동법원에 제소된 차별해고 사건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성차별 외의 경우 최고한도액으로 2년분의 임금)을
수반(또는 수반하지 않는) 복직명령 또는 재고용명령이 가능하다(제82
조 제2항). 한편, 지방법원에 제소된 성차별 사건의 경우 ① 평등임금
원칙 위반시 구제신청 이전 6년 기간 내의 임금차액에 대한 금전보상
명령, ② 구제신청일 이후의 동일임금 지급명령, ③ 구제신청 이전 6년
기간 내에 발생하였던 차별행위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최고한도액의 제
한 없음), ④ 기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평등대우명령, ⑤ 금전보상(최
고한도액의 제한 없음)을 수반(또는 수반하지 않는) 복직명령 또는 재
고용명령 중에서 적절한 구제를 행할 수 있다(제82조 제3항).
평등심사국의 구제명령일로부터 42일 이내에 구제신청인 또는 피신
청인은 노동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제83조 제1항),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42일 내에 지방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제90조 제1항).
사용자가 평등심사국의 결정 또는 노동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방법원은 법소정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91조).

사. EU 제78호 지침과 관련한 법개정 논의
2003년 8월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고용평등법을 EU 제78호 지침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안을 2003년 말까지는 마련한
다는 계획 아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입법안의 주요 내용으
로 자영인․가사사용인․군인에 대한 법적용의 확대(단, 군인의 경우
연령․장애차별은 적용제외), 65세 이상자 및 18세 미만자(단, 의무교
육연령인 15세 이상으로 한정)에 대한 법적용의 확대(단, 사용자에 의
한 최저채용연령 18세의 설정과 퇴직연령의 설정은 허용), 적극적 조치
(positive action)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성차별 외의 고용차별에 대한
금전보상의 최고한도액 제한(2년분의 임금)의 삭제, 노동조합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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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소권 및 소송참여의 인정 등이 거론되고 있
다.184)

3. 시사점
미국의 ADEA와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EA)이 우리에게 주는 시
사점을 연령차별규제의 입법적 방식, 연령차별 보호대상자의 범위, 연
령차별의 판단기준, 연령차별금지의 영역, 연령차별의 구제라는 측면에
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령차별규제의 입법적 방식
미국의 ADEA는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제정된 반
면에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연령 이외에 여덟 가지 차별사유를 포
괄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ADEA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성
별․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편에 대한 의
회에서의 법안심의과정에서 연령차별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
나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입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
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사유를 포괄하는 통합형 차별금지법을
기본모델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연령차별 보호대상자의 범위

미국의 ADEA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4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다. 1967년 법제정 당시에는 40∼65세의 자가 보호대상자였으나, 그
후 1978년 법개정을 통해 법적용대상 연령상한선이 70세로 연장되었다
184) 이상의 내용은 ‘삶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유럽기금’(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홈페이지의 게
재내용(Thematic feature - implementation of the EU framework equal
treatment Directive)을 참조하였다.
www.eiro.eurofound.eu.int/2003/08/feature/ie0308202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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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86년 개정시에 연령상한선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ADEA는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경찰과 소방관, 일정
요건하의 경영간부와 고위정책입안자, 공직에 선출된 자 및 정부정책
결정담당자, 다른 연방법에 의한 특정 직종(예, 항공관제사, 조종사 등)
의 연령제한 등을 ADEA의 적용 예외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
드의 고용평등법은 18세(단, 직업훈련의 경우 15세)∼64세의 근로자(공
무원을 포함)를 보호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군인․경찰․교도
관의 경우와 항공기․열차․선박의 운전자격과 관련해서는 동법상의
연령차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국의 법을 비교해 볼 때, 미국법은 중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금지
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아일랜드법은 연소자 및 청년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차별의 본
질 및 연령차별의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형 모델(즉,
중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모델)에서는 고령화가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
및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용자의 그릇된 인식과 믿음을 주된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반면에 아일랜드형 모델(즉, 포괄적
연령차별금지 모델)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주된 법적 규
제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미국형 모델에 비하여 아일랜드형
모델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연령차별의 범위를 더 넓게 파악한다.
다른 한편,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보호대상자의 연령상한선(64세)을
설정하고 있고, 미국 ADEA의 경우에도 연령상한선을 설정(65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약 10년을 단위로 하여 점진적으로 연령상한선을
연장․폐지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연령차별의 판단기준
미국에서는 판례에 의해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의 법리를 확립하였던
반면에 아일랜드는 양자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에서는 차별입증에 관한 법리가 판례에 의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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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초기와 달리 미국의 연방하급심 법원들은 연령차별에
대한 간접차별법리의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다른 차별사유와 달리 연령차별의 경우에는 비록 입법적으로 간접차별
의 개념을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간접차별 개념의 입법화 여부보다는 구체적인 연
령차별 사안에서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리를 확립하는 것
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ADEA와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연령차별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정년제와 관련하여서는 미
국의 경우 ADEA에 의한 정년제(강제퇴직제도)의 금지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해고제한법제를 통해 해고를 규제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은
전통적으로 확립된 해고자유의 원칙에 따라 비교적 용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연령차별금지의 영역
미국의 ADEA는 사용자, 직업소개기관, 근로자단체에 의한 고용차별
을 규제하고 있고,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사용자, 직업훈련기관, 직
업소개기관, 노사단체에 의한 고용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두 국가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모집․채
용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르는 전단계, 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단체
에의 가입 등은 공통적인 차별금지의 영역으로 설정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차별금지의 영역을 추상적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
는 반면에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차별금지의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차별금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의 발전을 통한 내용의 구체화
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오랜기간을 필요로 한다. 가능하다면 보
다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의 해
석․적용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230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측면에서 아일랜드의 입법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 연령차별의 구제
미국과 아일랜드는 연령, 성별,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전반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용기회
평등위원회(EEOC)라는 하나의 기관이 고용차별 전반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아일랜드에서는 평등위원회(EA)
와 평등심사국(ODEI)으로 이원화된 기구가 고용차별 전반에 대한 행
정적 구제절차를 담당한다. 다만, 아일랜드의 평등심사국(평등법원이라
는 별칭을 갖고 있음)은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위원회(EA)나 미국의 EEOC와
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평등심사국의 판정에 대한 재심은 노동법원이
담당한다. 한편, 미국 EEOC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차별분쟁 당사자간
의 자주적인 해결을 지원․촉진하는 것이 중심적 기능이고, 차별피해
자는 이러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차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EEOC는 차별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차별소
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러한 권한이 행사되면 차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과 아일랜드의 차별구제제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은 사법적 구제
(즉, 차별소송)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고, 그에 반해 아일랜드는 상대
적으로 행정적 구제를 기본축으로 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
히 아일랜드의 차별구제도는 비록 구제대상 사항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의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구제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우
리에게 시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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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1. 연령차별 등 각종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고용차별금
지법의 제정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함에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 고령자고
용촉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제3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연령차별을 어떤 입법적 방식을 통해 규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연령차별규제의 입법적 방식으로 현
행법을 내용적으로 보충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독립
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연령차별 등 각종
차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고용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독자적인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시
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반면에 아일랜드는 포괄적인 고용평등
법을 제정․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도 민
권법 제7편의 제정과정에서 연령차별을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있었고,
그 후 제정된 ADEA의 기본적 내용도 민권법 제7편을 모델로 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통한 고용차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이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본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용차별금지의 특수성
과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시정되고 있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근로기준법을
통한 고용차별규제 방안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강화하는 방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
자 외의 연령층에 대한 연령차별을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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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강화하는 방안은 주로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초점이 두어질 수밖에 없는데 동법은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
침해행위와 고용 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제명령의 권한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고용상의 차별행위 규제 및 구제에 집중할 수 없
는 한계를 갖는다. 독립적인 연령차별금지법은 연령차별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령이 다른 차별사
유(예컨대, 성별 등)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차별의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구제를 곤란케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과 같은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 아일랜드형 입법모델은 차별사유별로 고용차별을 규제하는 여
러 개의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용차별금지법제의 다원
화 내지 복잡화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각종 차별사유를
포괄하는 고용차별금지법은 종속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존엄
을 보호하고 평등원칙에 충실할 수 있으며, 특정의 취약집단이 노동시
장 및 고용영역에서 경험하는 제도화된 불이익을 입법을 통해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만, 차별사유 통합형 고용차별금지법의 경
우 각 차별사유에 고유한 특수성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연령
차별은 다른 차별사유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
지 차별사유를 포괄하는 통합형 고용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의 특수성이 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의 ADEA와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이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종 차
별사유를 포괄하는 통합형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적어
도 성별, 연령, 장애, 국적, 종교, 신조, 사회적 신분 등의 차별사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
행의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용차별금지법의 내용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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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권의 충실한 보장에 입각한 연령차별 보호대상자 범위
의 포괄적 설정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연령차별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50세 이상
의 자(즉, 준고령자 및 고령자)로 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으로는 이러한 연령범위의 제한은 없다. 향후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
함에 있어서 연령차별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
는 문제가 제기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의 하한선 내지 상한선의 설정
여부와 설정방식, 공무원 근로관계에의 적용 여부, 법적용 제외의 직종
범위 등이다.
ILO의 국제노동기준(고령근로자의 평등대우와 보호에 관한 제162호
권고)은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다만 보호대
상이 되는 고령근로자의 연령선 내지 연령범위는 국가가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EU의 제78호 지침(고용․직
업에서의 평등대우)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 적용되나, 연령차
별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공
적 연금의 수급연령과 군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ADEA는 4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보호대상자로 설정하고
있고, 처음에는 연령상한선(65세)을 설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이후 연
령상한선을 연장(70세)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였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경찰․소방관, 일정요건하의 경영
간부, 공직선출자 및 정부 정책결정담당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
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며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
상자를 18세(직업훈련의 경우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로 설정하고
있고, 다만 군인․경찰․교도관 및 항공기 등의 운전자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연령차별은 다른 차별과 달리 모든 사람과 관계되고 차별대상의 그
룹을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러한 연령차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연령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그룹을 가능한 넓게 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범적 차원에서 볼 때, 연령차별을 금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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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본적 필요성 내지 취지는 평등원칙의 확립에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로관계에도 연령차별금지의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외국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
직종이나 직무에 대한 적용 예외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차별
보호대상자의 연령범위도 가능한 폭넓게 정하는 것이 평등권 보장에
충실할 수 있는 입법방향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연령을 초과하여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일정연령선 이상의 모든 자를 법적 보호의 대상
자로 삼는 것이 연령차별금지의 규범적 필요성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
이 될 것이다. 물론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이 주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대상자의 연령범위를 중고령층으로 한정하는
입법정책이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공부문을
포함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실태(특히 채용연령의 상한선 설정)를 고
려하면, 연령차별이 중고령자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적용대상 연령의 하한선을 40세 이상으
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ADEA보다는 18세 이상(직업훈련의 경우 15
세)으로 정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이 우리에게는 더 시사적
이라고 본다. 다만, 연령차별 보호대상자의 연령상한선 설정여부와 설
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령차
별에 대한 법규제는 공적 연금제도, 정년제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
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이 연령상한선을 설정하고 있고,
미국의 ADEA도 법제정 후 20여년 동안 연령상한선을 유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연령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에
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상한선을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
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구제적인 내용은 정년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항목에서 후술한다.

3. 연령차별 판단기준의 구체화
연령차별의 판단기준 및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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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차별에 해당
하지 않는 사유(직무성질, 모성보호조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열거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간접차별의 개념이 별도로 규정되
고 있지 않지만 동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석하
고 있고,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다른 법률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를 명문화하고
있다.
ILO 제111호 협약(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은 해석상 간접차별
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별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EU 제78호 지
침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111호 협약과 제78호 지침은 직업자격
과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8호
지침은 간접차별에 해당하지 않은 예외기준으로 합법성 원칙, 필요성
원칙, 적절성 원칙(즉, 비례원칙)을 제시하면서 합법적인 목적(고용정
책․노동시장․직업훈련상의 목적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경우에는 연
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판례법에 의해 차별판단기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연령
차별에 대하여 간접차별법리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
는 것이 최근의 판례경향이다. 그리고 미국의 ADEA는 직업자격, 연령
이외의 합리적 요소에 근거한 차이, 선임권제도, 근로자급부제도와 자
발적 조기퇴직장려제도 등을 연령차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법상 ‘연령과 연관되어 있으나 분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
령과는 구별되는 요소’(예컨대, 기업연금 수급자격)에 근거한 차별은
직접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한편,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
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연령차별에 해
당하지 않는 사유로는 직업자격,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백한 보험통
계상의 증거 등에 의해 입증되는 현저한 기업비용부담의 증가, 일정
요건하의 채용 상한연령의 설정, 연공(근속기간)에 따른 대우의 차이,
상이한 퇴직연령의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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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서의 연령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도 입법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의도 없
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또는 제도화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 개념규정의 예로 EU 제78호 지침과 아일랜드
의 고용평등법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다만, 차별개념을 규정하더라
도 실제 사안에서 연령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를
어떻게 확립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미
국의 판례법을 보면, 다른 차별의 경우와 달리 연령차별에서는 간접차
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리의 확립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과 관련되어 있으나 연령 자체와는 구별되는 요소(예컨대, 재직기
간 및 그에 따른 고임금 등)에 근거한 차별을 연령차별로 볼 수 있는
가 하는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연령차별로 볼 수 없는 예외
적 사유를 정할 필요도 있다. 국제기준과 미국, 아일랜드의 입법례에서
볼 때 예외적 사유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
을 설정하는 방식, ②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 또는
③ 추상적 기준과 예외적 사유의 열거를 병합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 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는 EU 제78호 지침이 제
시하고 있는 비례원칙(합법성, 필요성, 적절성)을 고려하여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의 범위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그렇지 않으면 연령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및 구제가 무의미
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아일랜드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연
금제도와 연계한 퇴직연령 설정, 직업자격, 연공(재직기간)에 따른 일
정한 우대 등은 연령차별의 예외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제
연령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정년제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년
제는 허용되고 있고,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60세 정년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의무와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정년연장을 장려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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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정년제에 대하여 ILO 제162호 권고에서는 고용차별금지 및 자발적
퇴직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년제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때, 일정연령의 도달을 근로관계의 자동
적․강제적․일률적 종료사유로 하는 정년제는 ILO 제162호 권고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U 제78호 지침은 정년제의 문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간접차별의 예외기준으로 제시
하고 있는 비례원칙(합법성, 필요성, 적절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년제
는 차별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의 ADEA는 그 적용대상자의 연령상한선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강제퇴직제도가 불법이다. 다만,
직업연금제도 등 근로자급부제도와 자발적 조기퇴직제도에 근거하여
퇴직과 일정연령을 연계하는 것 자체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법적용대상자의 연령상
한선을 64세 이하의 자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정년제는
합법화된다. 그 외에도 상이한 퇴직연령의 설정을 연령차별의 예외사
유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연령의 도달과 근로자의 퇴직을 결합하는 일체의 방식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언젠가는 근로자가
직업생활에서 은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년의 설정방식과 내
용에 따라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ILO 제162호 권고가 제시하고 있는 고용차별금지 및 자발적 퇴
직의 원칙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
업생활에서 은퇴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연령차별
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퇴직시점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기퇴직장려제
의 허용을 전제로 한 정년제의 금지(미국형 모델), 연령차별금지의 적
용대상이 되는 연령상한선의 설정․변경을 통한 정년제의 부분적 인정
(아일랜드형 모델 및 과거의 미국형 모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개인적으로는 상당기간 동안은 후자의 방식이 우리에게 적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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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본다.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즉, 고령자고용촉진법이 60세 정년을 장려하고 있듯이 일정기간
동안에는 자발적인 정년연장을 장려하되, 일정시점에서 60세 미만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시행하고, 그 후에는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것185)과 연계하여 연령
차별금지의 대상이 되는 연령상한선을 높여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
안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노령연금과 연계하여 정년제를 규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연금수급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간에도 상당한 차이(예컨대, 교육수
준, 가정에서의 책임, 경력과 능력, 건강상태 등)가 존재하기 때문에 은
퇴시기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근로자가 같은 연령에 은퇴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원
하는 자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조기은퇴 또는 지연은퇴를 보다 폭넓
게 허용하면서 그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내지 증액을 조정하는 연금
제도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도 특
수직종 근로자(즉, 갱내작업종사자, 어로작업종사자)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0세가 아니라 55세로 낮추고 있듯이, 직종에 따라서는 통
상적인 은퇴연령보다 하향된 연금수급연령을 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
다.
다른 한편, 연령차별금지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령상한선을 하회하는
정년 설정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금수급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금수급연령에 도달
하지는 않았지만 직종과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정년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
185)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2013년 이전까지는 60세, 2013∼2017
년에는 61세, 2018∼2022년에는 62세, 2023∼2027년에는 63세, 2028∼2032
년에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예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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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참고할 만한 판단기준으로 EU 제78호 지침은 비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례원칙에 입각한 정년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연령차별을 금
지하는 취지 자체가 연령증가에 따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퇴화가 사람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예
외적인 정년 설정의 합법성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금지에 입각한 정년제의 규제가 무능력하고 비
생산적인 노동력을 기업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계속적으로 끌어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누누이 강조
하였듯이, 연령차별금지의 법적 취지는 개인의 노동능력은 사람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적․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능력에 합당하는 평등한 대우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능력과 무관한
연공서열제는 연령차별금지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따라
서 연령차별금지의 입법적 강화는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상체계와 인사관리시스템의 확립․적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개별 근로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사용
자는 기업발전에 기여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5.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 영역의 구체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연령차별금지의 영역을 모집․채용과 해
고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고용영역(근로관
계의 성립․전개․종료의 전 과정) 외에도 재화 등의 공급․이용 영역
및 교육시설 등의 이용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고용 이외의 영역에 대
한 연령차별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
용영역에 한정하여 연령차별금지의 대상 범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가 문제된다.
국제기준(ILO 제111호 협약과 제162호 권고, EU 제78호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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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양자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고, 고용관계의
모든 영역(근로관계의 성립․전개․종료), 직업훈련, 직업지도 및 직업
소개, 노사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고용차별금지의 대상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ADEA와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서 사용자, 직업훈련기관, 직업소개기관, 근로자단체 등에 의한 고용차
별을 규제하고 있다. 위의 국제기준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의 전영역,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 근로자단체의 가입 등에서의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해당 영역별로 구체적인 차별금
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차별금지의 취지상 고용관계의 모든 영역(즉, 채용에서부터 근
로관계의 종료까지)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고용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차별금지의 대상 영역으로 설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직업능
력개발(직업교육훈련)이나 직업소개 또는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활동
등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부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연령
차별도 규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고용차별금지의 영역별로
금지되는 내용이나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판례의
발전을 통한 내용의 구체화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오랜기간을
필요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부
여하고, 법의 해석․적용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
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일랜드의 입법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제도의 확립
연령차별의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구제의 방식과 기관(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구제의 절차와 내용,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문제된
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행정적 구제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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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이 있으나, 그 대상이 부당해고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 일반을 대상
으로 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국제기준으로 EU 제78호 지침은 ① 행정적 구제절차(조정절차 포함
가능) 또는 사법적 구제절차의 확립(양자 모두 가능), ② 차별피해자
외에 관련 단체나 기관의 구체절차 참여인정, ③ 입증책임의 전환(차별
추정의 사실이 제기된 경우 차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타
방 당사자에게 전환. 다만, 형사절차에 미적용, 사실관계 조사절차에서
도 배제 가능), ④ 차별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금지, ⑤
차별행위에 대한 실효적․비례적․예방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아일랜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외에 행정적 구제절차
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라는
단일기관, 아일랜드는 평등위원회(EA)와 평등심사국(ODEI)이라는 이
원화된 기관이 행정적 구제를 담당한다. 그리고 양국의 행정적 구제담
당 기관들은 연령 외에 성별,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전반에 대한 구제를 행한다. 다만, 미국의 EEOC는 법적 구속력이 있
는 구제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종국적인 구제는 법원에 대한 차
별소송의 제기(EEOC가 제기하는 차별소송 또는 차별피해자가 제기하
는 차별소송)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에 아일랜드의 평등심사국
(ODEI)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준사법적 행
정기관이고, 평등위원회(EA)의 주된 업무는 고용평등의 촉진과 고용차
별의 시정을 위하여 행정적 차원에서 법의 운영에 관여하고 입법개선
활동을 행하는 것이다.
구제의 방식과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사법적 구제보다는 행정적 구
제가 신속하고, 다양한 구제(행위중단, 원상회복, 장래 일정한 행위금지
등)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 외에 행정적 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고용차별의 구제를 전담
하는 별도의 기관을 새롭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현존 기관(노동위원
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이나 권한을 확대․강화하여 활용할 것인
지가 문제된다. 아일랜드의 차별구제제도(평등심사국에 의한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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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록 구제대상 사항 및 구제기관의 구성의 측면에서는 우리와 다
르나,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구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적이다.
행정적 구제의 절차와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구제신청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누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 구제명령
내지 구제조치에 어떠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 등이 문제된다.
EU 제78호 지침에 확인할 수 있듯이, 차별구제 신청자의 범위에는 피
해자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예컨대, 노동조합)도 포함되어야 하고, 입증
책임의 전환도 법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지만 차별사건에서의 관련정보는 대부분 상대방의 수중
에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
면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아일랜드에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구제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는 차별피해자의 구제(예컨대, 원
상회복)와는 별개로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또는 행
정적 징벌을 부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원
상회복 차원에서 차별행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고용차별금지
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예컨대, 근
로기준법에서는 균등대우에 반하는 근로조건 차별행위(제5조) 및 부당
해고(제30조 제1항)에 대한 형사벌칙을 두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도 근로관계의 성립․전개․종료와 관련된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벌칙
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률
의 경우 차별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
다. 형사제재는 차별행위에 대한 응보적․예방적 징벌을 가한다는 점
에서 실효성이 클 수 있다. 반면에 차별의도가 없는 간접차별에 대한
형사벌칙의 적용은 곤란하고, 직접차별에 대한 형사처벌은 노동법의
형법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 형사제재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긍정적 측
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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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면 누구나 시간의 흐르면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연령차별은 다른 차별과 달리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연령차별의 심각성과 폐해성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겨져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원인이 되었을지
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와 능력을 연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재
단하여 반가치적인 것으로 만드는 연령차별은 사람이 중시되는 지식경
제사회에서, 그리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반
드시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이다.
그런데 현행의 근로기준법이나 고령자고용촉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
다. 근로기준법의 한계로는 채용상 연령제한에 대한 규제의 한계, 균등
대우원칙 적용의 한계, 정리해고에서의 고령근로자 보호의 한계, 정년
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한
계로는 준고령자․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금지의 실효성 미흡, 60세
정년 장려 및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정년연장 효과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구제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는 연령차별 등 각종의 불합리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글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ILO 협약․권고 및
EU 치침, 미국과 아일랜드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연령차별금지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평등권의 충실한 보장
에 입각한 연령차별 보호대상자 범위의 포괄적 설정, 연령차별 판단기
준의 구체화,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제, 연령차별금지
영역의 구체화,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제도의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24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제6장

고령화 시대의 보상관리
-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

제1절 서 론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출
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의한 급격한 고령화는 노
동력 공급의 감소, 저축률 감소에 따른 자본공급 감소로 경제성장 하
락,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그대로 이어져 지배적
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제하에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은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으로 기업경쟁력의 유지와 제고를 위해 인건비 절감압력
을 받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크게 인
원조정(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 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보상관리로의
전환,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의 경감과 인력구성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실시
하는 조기퇴직1)은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효과를 실현할 지는 모르
1) 최근 ‘사오정’(45停, 45세가 되면 정년대상이 된다는 의미), ‘오륙도’(56盜, 56
세에도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이라는 의미)라는 용어 이외에도 ‘38선’이라
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38선시대’란 이동통신업체인 KTF가 실시한 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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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종업원의 고용불안 증대와 사기저하로 기업경쟁
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온 관계로 고령자에 대한 중층적 노후생활보장제도가 선진국
에 비해 미흡하고,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개개인의 준비 또한 상당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경력개발제도와 전략적 퇴직관
리시스템, 그리고 전직지원제도의 미구축, 고용안정인프라의 미흡, 연
령우대문화 등의 이유로 재취업이나 창업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
실이다. 이와 같이 실업 없는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제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가운데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은 비단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두번째 방안인 임금체계의 개선 또한 인사고과의 문제점으
로 인해 모든 산업, 직종에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기업이 내부인력 구성의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 희망퇴직
과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은 연공급제가 지배적인 현실하에서 나름
대로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문제점
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공급제가 현실의 임금체계라고 할 경우 중고령자의 계속고용을 가
능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중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수준과
비슷하거나 높게 하는 방안과 중고령자의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춰
낮추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생산성을 높여 중고령자에 대한 해고 유인을 제거하는 방안은 고령
자의 고용유지 또는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으므로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춰 조정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
업의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은 젊을 적에는 공헌도가 임금을 상
회하고, 중년 이후에는 임금이 공헌도를 상회하여 장기적으로는 임금
망퇴직신청자 57명 중 30대가 19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인력
조정의 대상연령층이 40대에서 30대로 내려와 이제는 ‘45정시대’에서 38선시
대(38세가 되면 정리대상이 됨)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풍자하는 용어이다(동
아일보, 2003.11.15).

246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과 공헌이 균형을 이루는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공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임금과 공헌
도의 균형을 붕괴하여 중고령자의 불만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
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조기퇴직한 중고령자는 종사상 지위의 저위와
함께 낮은 재취직 가능성으로 인해 근로빈곤계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중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임금피크제 모델을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임금피크제 모델을 기업에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임금피크제만이 고령화 사회의 임금정책은 결
코 아니다. 고령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60세, 중기적으로는 65세, 장기적으로
는 연령에 구애받음이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 있다고
볼 때 임금피크제는 그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금피크제 모델에 대한 연구는 중층적 노후보장생활제도가 미흡하고 실
업 없는 노동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가운데 조기퇴직이 현실의 고용조
정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2절에서는 기업에서의 고령화 및 임금실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다. 구체적으로 기업에서의 연령구성 추이, 산업별․기업규모별․직종
별 고령화 지수 및 고령화 속도를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고령화의 진
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먼저 인력조정과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의 전환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임금피크제를 하
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제4절과 제5절에서는 임금피크제 모델을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
제 모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을 도입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
항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6절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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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에게 주어진 몇 가지 과제를 임금피크제와 연관하여 제시한
다음 제7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한다.

제 2 절 기업에서의 고령화 및 임금실태

1. 기업에서의 연령구성 추이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기업 인력구성에서도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
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연령은 1980년에는 28.8세에 지나지 않았
으나 1984년 30세를 넘은 다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36.7
세에 이르고 있다(표 6-1 참조). 평균연령의 증대는 이직률의 저하와
함께 평균 근속기간의 증가로 귀결된다. 비농전산업의 월평균 이직률
은 1980년대 초반에는 4%대에 이르렀으나 1985년부터 3%대로, 그리고
1994년부터는 2%대로 하락하여 2002년에는 2.44%를 기록하여 근로자
의 정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30). 평균 근속연수 또한 이직률이 높았던 1980년대에는 4년 미만이었
으나 이직률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1989년에는 4년, 1992년부터는 5
년으로 증가한 다음 2002년 현재 6년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연령의 증대와 기업내부 인력구성비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기
업 내부인력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24세 이하 젊
은층의 기업으로의 유입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세 이하
연령층과 20∼24세 연령층을 더한 비중은 1980년에는 전체 근로자 중
43.4%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에는 24.4%, 2001년에는 11.4%로 격감하
였다. 19세 미만 연령층의 비중은 1980년 15.1%에서 2001년 1.1%로
14%포인트, 20∼24세 미만 연령층의 비중은 1980년 28.3%에서 2001년
10.3%로 18%포인트나 감소하였다. 24세 미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
이 격감한 가장 큰 이유는 진학률의 증대로 인한 고학력화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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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기업내부 인력구성 변화
(단위: 세, 년, %)
평균연령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9.6
29.9
30.0
30.6
31.1
31.2
31.3
32.1
32.6
33.1
33.8
34.3
34.8
35.1
35.2
35.8
36.2
36.0
36.3
36.6
36.7

평균
근속연수
3.1
3.4
3.3
3.6
3.9
3.9
3.8
4.0
4.4
4.6
5.0
5.0
5.2
5.6
5.3
5.6
6.1
5.9
5.9
6.2
6.0

10대
12.3
11.2
10.8
9.5
8.4
9.2
8.4
6.7
6.1
5.5
4.6
3.8
3.4
3.0
2.7
2.1
1.6
1.6
1.3
1.1
1.2

20대
45.6
45.8
45.4
44.4
42.9
41.7
41.8
39.9
38.5
37.3
36.0
33.9
33.1
33.4
33.9
32.4
30.4
30.4
29.6
28.5
28.4

연령대별 분포
30대
40대
24.3
13.5
24.8
13.7
25.5
13.8
26.8
14.3
28.3
14.9
28.4
15.2
29.2
14.8
30.9
15.8
31.2
16.5
32.1
16.2
32.0
17.0
33.9
17.5
33.6
18.2
32.5
19.0
32.2
18.8
32.7
19.7
34.3
20.7
34.4
21.5
33.7
22.8
33.8
24.0
33.6
23.7

50세 이상
4.4
4.5
4.4
5.0
5.5
5.6
5.7
6.7
7.7
8.8
10.4
10.8
11.7
12.1
12.4
13.1
13.0
12.1
12.6
12.6
13.1

주: 10인 이상 비농 전산업 근로자 대상.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각년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1980년 81.0%에서 1990년에는
95.7%로, 2002년에는 99.6%로 높아져 거의 모든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
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
률을 보면 1980년 25.9%만이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1990년에는 33.2%,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이후인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증가하여 시작하
여 1995년 51.4%, 2000년 68.0%, 2002년 74.2%로 빠른 속도로 높아지
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
높아진 진학률은 필연적으로 24세 이하 연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
시켜 기업내부 인력구성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다. 40대의 비중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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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0%에서 1990년 16.5%, 2001년 24.1%로, 5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1980년 3.8%에서 1990년 7.7%, 2001년에는 12.6%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
여 노동력의 중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그림 6-1 및 표 6-2 참조).
[그림 6-1] 연령계층별 비중추이
1980년

1990년

2001년

30.0
25.0
20.0
15.0
10.0
5.0
0.0
19세 이 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 상

주․자료: <표 6-1>과 동일.
<표 6-2> 연령계층별 근로자수 추이
(단위: 명, %)
근로자수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전 체
평균연령

1980
411,610
770,529
467,832
362,654
281,085
203,378
122,732
62,665
27,052
12,267
2,721,804
28.8세

1990
283,608
856,303
943,977
865,384
592,301
437,130
332,923
221,003
96,233
44,375
4,673,237
32.6세

주․자료: <표 6-1>과 동일.

백분율
2001
55,772
535,134
953,231
968,170
792,621
745,133
508,617
323,407
186,314
147,845
5,216,244
36.5세

1980
15.1
28.3
17.2
13.3
10.3
7.5
4.5
2.3
1.0
0.5
100.0

1990
6.1
18.3
20.2
18.5
12.7
9.4
7.1
4.7
2.1
0.9
100.0

2001
1.1
10.3
18.3
18.6
15.2
14.3
9.8
6.2
3.6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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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화 지수 및 고령화 속도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지만,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산업과 기업규모,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도 달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15∼29
세의 청년노동자에 대한 5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의 비중을 고령화 지
수로, 5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을 준고령화 지수로 파악한다. 그리고
분석기(今期)의 고령화 지수를 전기(前期)의 고령화 지수로 나눈 것을
고령화 속도로, 분석기(今期)의 준고령화 지수를 전기(前期)의 준고령
화 지수로 나눈 것을 준고령화 속도로 파악하여 고령화의 진행추이를
분석하였다.
1) 고령화 지수 및 준고령화 지수

먼저 고령화 지수는 1980년에는 2.4%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에
는 6.7%, 2001년 21.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지수의 증가는 노동수요, 노동공급, 그리고 제도적 요인 등 세 가지 요
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층
의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지연과 고령자의 높은 취업의욕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와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에 따른 고령자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제도적 측면
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2)과 고용보험법상의 고연령자 관련 장려금제
도 도입 등 고령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제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 지수가 전체적으로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
지만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2001년 현재 기준으로 산업별 고령화 지수를 보면 부동산․임
2) 정부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준고용률제도의 도입, 정년연
장과 재고용 권장, 취업알선 지원, 직업훈련, 고령자 우선직종 선정과 채용지
도, 고용보조금제도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법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다수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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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7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광업 71.9%,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56.5%로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3.1%로
가장 낮다. 그 외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고령
화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가 많아 고용보험법상의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과 고령자신규
고용장려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역으로 고용보험법상의
고령자 관련 장려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고령자를 많이 채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표 6-3> 산업별 고령화 지수 및 준고령화 지수

전 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고령화 지수
1980 1990 2001
2.4
6.7 21.6
6.1 25.9 71.9
1.4
5.0 15.8
1.5
8.3 12.4
13.6 12.4 21.8
3.1
4.0
9.0
3.3
6.0 14.1
4.4 14.4 56.5
1.2
2.7
3.1
8.4 24.4 73.2
8.4 12.6 21.0

준고령화 지수
1980 1990 2001
6.2
17.4
42.6
23.3 128.6 190.4
3.8
13.2
36.8
9.4
28.0
67.0
25.9
26.2
39.5
7.1
8.4
16.8
8.0
15.3
34.0
12.8
41.3 132.9
7.1
8.4
11.2
17.7
56.6 101.4
19.2
28.4
40.3

주․자료: <표 6-1>과 동일.

한편 준고령화 지수 또한 고령화 지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에서 높고, 금융 및 보험업에
서 낮은 편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고령화 지수를 보면 10∼29인 규모가 27.1%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99인 규모 26.2%, 100∼299인 규모 23.5%로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고령화 지수가 20%대로 평균 이상이지만,
300∼499인 규모는 13.4%, 500인 이상 규모는 7.1%로 평균에도 크게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252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 준고령화 지수는 사업체 규모별
고령화 지수와는 달리 100∼299인 규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고령화 지수와 준고령화 지수 모두 낮다.
[그림 6-2] 산업별 고령화 지수
80
70

전산
업
전산업

60
제조
업
제조업

50
40

운수
창․ 고
신업
운수
창고및및통통신업

30

금융
험업
금융및및보보험업

20

부동산
임대
부동
산 , ․임
대 및
및 사업
사업
서비
스업
서비스업

10
0
1980

1990

2001

주․자료: <표 6-1>과 동일.

사업체 규모별로 (준)고령화 지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기업규모
별 임금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을 통제한 다음 사업체 규모간 순임금격차를 1987년 이후
2002년 기간동안 시기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확대되다가 축소된 이후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10∼29인 사업체에 대비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상대적 임금격차는 1989년까지 확대되다가 1993
년까지 축소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 현재 10∼29인 사업체 대비 30∼99인, 100∼299
인, 300∼499인, 500인 이상 규모사업체의 상대적 임금격차는 각각 약
5%, 9%, 14%, 19%로 추정되고 있다3). 이와 같은 사업체 규모간 임금
격차는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효과와 유사한 변화를 보이
고 있다(정진호, 2003: 334∼335). 또한 현금급여 이외에 복리후생비 또

3) 기업규모별 임금수준을 보면 10∼29인 규모는 1,705천원인데 비해 500인 이
상 규모는 2,718천원으로 1.6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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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체 규모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30∼99인
사업체의 경우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이 442.9천원인데 비해 1,000
인 이상 규모에서는 949.7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기업규모간 기업복
지의 차이는 현행 기업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정
한, 2003: 588).
이와 같은 현금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 즉 인건비의 기업
규모간 격차는 대기업에는 구직난,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연공급제가 지배적인 임
금체계인 현실하에서 고령화의 급진전은 자연적으로 인건비 증가를 초
래하여 명예퇴직 등 인력조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표 6-4> 사업체 규모별 고령화 지수 및 준고령화 지수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1980
6.5
4.3
2.2
1.4
0.5
2.4

고령화 지수
1990
11.4
10.4
6.9
4.3
2.1
6.7

2001
27.1
26.2
23.5
13.4
7.1
21.6

1980
13.5
10.4
6.2
4.5
2.3
6.2

준고령화 지수
1990
23.0
23.5
19.5
14.8
9.1
17.4

2001
46.7
48.2
51.3
34.1
22.3
42.6

주․자료: <표 6-1>과 동일.

직종별로 고령화 지수를 연도별로 보면 당연히 중고령자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농립어업직을 제외하면 분
석연도별로 평균 고령화 지수를 모두 상회하는 직종은 서비스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의 고령화 지수는 1980년 1%에서 1990년
5.1%로 증가한 다음, 2001년에는 무려 46.2%로 급증하여 평균지수의 2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준고령화 지수 또한 고령화 지수
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1990년에서 2001년 기간동안 생산직
종에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게 된 배경으로는 영세업체의 구인난
으로 인한 고령자 채용, 신규졸업자의 채용 감소, 자연감소분 미채용,
생산직 기술․기능 보유,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노력 등 복합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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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론된다.
반면 사무직의 고령화 지수는 1980년 1.3%, 1990년 1.9%, 2001년
2.9%로 생산직에 비해 현격히 낮은 실정이다. 생산직에 비해 사무직의
고령화 지수가 낮은 이유로는 다음에 살펴볼 생산직에 비해 높은 임금
프리미엄, 배치전환으로 인한 전문성의 저위 등에 기인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이 생산직에 비해 빈번하게 행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종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단순화하여 고령화 지수와 준고령화 지
수를 비교하여 보면 1980년에는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높았으나 1990년
이후에는 역전되어 2001년에는 생산직의 고령화 지수는 40.7%로 사무
직의 고령화 지수 10.3%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표 6-6 참조).
<표 6-5> 직종별 고령화 지수 및 준고령화 지수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전 체

고령화 지수
1980 1990 2001
19.3 1,068.2 601.7
8.2
4.6
10.3
1.3
1.9
2.9
17.7
76.7
31.3
0.5
1.1
3.8
16.9
87.2
23.3

준고령화 지수
전체 1990 2001
29.0 2,311.7 891.9
15.6
10.1 23.6
4.2
5.2
6.4
43.1
163.8 69.2
7.2
2.4
7.3
25.3
222.7 37.2

1.0

5.1

46.2

3.1

15.7

88.4

2.4

6.7

21.6

6.2

17.4

42.6

주․자료: <표 6-1>과 동일.
<표 6-6> 사무직․생산직의 고령화 지수 및 준고령화 지수

사무직
생산직

1980
4.7
1.6

고령화 지수
1990
5.1
8.0

2001
10.3
40.7

전체
11.1
4.4

준고령화 지수
1990
2001
11.8
21.2
21.7
78.4

주: 사무직 근로자: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종사자
생산직 근로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
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자료: <표 6-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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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속도 및 준고령화 속도

고령화 속도는 1980∼90년 기간에는 2.8, 1990∼2001년 기간 중에는
3.2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1980년과 2001년 기간동안에는 9.1로 크게 증
가하였다. 준고령화 속도 또한 고령화 속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준)고령화 속도는 (준)고령화 지수와 같이 부문별로는
상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 고령화 속도를 보면 고령화 지수와는 약간 다른 현상
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 지수가 높은 산업인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는 고령화 속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제조업은 고령화 지수는 10%대로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3.2로 높은 편이다. 고령화 지수가 낮은 금융․보험 및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고령화 속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고령화 속도는
고령화 속도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인력운용 측면에서 보면 (준)고령화 지수의 변화추이뿐 아니
라 (준)고령화 속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로서는 고령화 지
수가 높진 않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산업에서는 고령화를
<표 6-7> 산업별 고령화 속도 및 준고령화 속도
고령화 속도

준고령화 속도

1980∼ 1980∼ 1990∼
1980∼ 1990∼
전체
2001 1990 2001
1990 2001
전 체

9.1
광업
11.8
제조업
11.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8.1
건설업
1.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4.2
운수․창고 및 통신업
12.8
금융 및 보험업
2.6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8.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5
주․자료: <표 6-1>과 동일.

2.8
4.2
3.5
5.4
0.9
1.3
1.8
3.3
2.3
2.9
1.5

3.2
2.8
3.2
1.5
1.8
2.2
2.3
3.9
1.2
3.0
1.7

6.9
8.2
9.8
7.1
1.5
2.4
4.3
10.4
1.6
5.7
2.1

2.8
5.5
3.5
3.0
1.0
1.2
1.9
3.2
1.2
3.2
1.5

2.5
1.5
2.8
2.4
1.5
2.0
2.2
3.2
1.3
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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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는 보상, 인사고과, 교육훈련, 채용 등 인적자원관리와 고령자에
적합하도록 직장을 개선하는 등 고령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체 규모별 고령화 속도는 고령화 지수와는 달리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현 시점
에서는 고령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앞
으로 기업 내부인력의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고령화 속도의 급진전은 기업으로 하여금 단순히 명예퇴
직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기업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8> 사업체 규모별 고령화 속도 및 준고령화 속도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1980
4.2
6.1
10.6
9.5
13.0
9.5

고령화 속도
1990
2001
1.7
2.4
2.4
2.5
3.1
3.4
3.1
3.1
3.9
3.4
2.8
3.2

전체
3.5
4.7
8.2
7.6
9.6
2.1

준고령화 속도
1980∼90 1990∼2001
1.7
2.0
2.3
2.1
3.1
2.6
3.3
2.3
3.9
2.5
1.5
1.4

주․자료: <표 6-1>과 동일.

직종별 고령화 속도를 보면 1980∼2001년 기간동안 생산직이 4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위임직원 31.2, 판매종사자 8.2로 비교적 높
은 편이지만, 사무직, 전문가 등의 직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준고령화 속도 또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직종을 단순화하여 생산직과 사무직의 고령화 속도 및 준고령화 속
도를 보면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의 (준)고령화 속도가 훨씬 빨라 생산
직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무관리
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노동조합이 결성되
어 있는 경우 고용안정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하다. 사무직의 이와 같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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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은 2007년 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사무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생산직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유인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표 6-9> 직종별 고령화 속도 및 준고령화 속도
고령화 속도

준고령화 속도
1980∼ 1990∼
1990 2001

1980

1990

2001

전체

31.2

55.3

0.6

30.8

79.8

0.4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1.3

0.6

2.2

1.5

0.6

2.3

사무종사자

2.3

1.5

1.5

1.5

1.2

1.2

서비스종사자

1.8

4.3

0.4

1.6

3.8

0.4

판매종사자

8.2

2.4

3.4

1.0

0.3

3.0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1.4

5.2

0.3

1.5

8.8

0.2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45.4

5.0

9.0

28.3

5.0

5.6

9.5

2.8

3.2

2.1

1.5

1.4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 체
주․자료: <표 6-1>과 동일.

<표 6-10> 생산직과 사무직의 고령화 속도 및 준고령화 속도
고령화 속도

준고령화 속도

1980

1990

2001

전체

1980∼90 1990∼2001

사무직

2.2

1.1

2.0

1.9

1.1

1.8

생산직

26.1

5.1

5.1

17.7

4.9

3.6

전체

9.5

2.8

3.2

2.1

1.5

1.4

주: 사무직 근로자: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종사자
생산직 근로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
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자료: <표 6-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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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령화와 임금수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의 고령화 추세가 물론 기업의 대응
방안, 산업과 직종,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로 그 양상을 달리하긴 하지
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인력구성에도 그대로 전이되어 기업 내부
인력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임금수준은 전체적으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
며, 부문별로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30∼
34세 연령층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연도별로 임금곡선을 보
면 1980년에는 40세 이후에도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유형이었으
나 1990년에는 40∼44세를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임금수준에 큰 차이
가 없는 수평유형이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40∼44세를 정점으로
그 이후 연령층의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6-3 참조).
[그림 6-3] 연도별 임금곡선 추이
1980년

1990년

2001년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9세 이 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 상

주: 연봉=정액급여*12+연간특별급여.

해를 거듭할수록 임금곡선이 상승형에서 수평형, 하락형으로 나아가
고 있으나 직종에 따라 임금곡선의 유형이 상이하다. 먼저 사무직의
임금곡선은 1980년과 1990년 모두 상승유형이었으나 2001년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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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54세를 기점으로 임금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사무직의 이와 같은 상승형의 임금곡선은 연령프리미엄을 초래하
여 이들에 대한 해고유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그림 6-4 참조).
[그림 6-4] 사무직 근로자 연령계층별 임금수준 추이
1980년

1990년

2001년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9세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이상

주: 연봉=정액급여*12+연간특별급여.
자료: <표 6-1>과 동일.
[그림 6-5] 생산직 근로자 연령계층별 임금수준 추이
1980년

1990년

2001년

120

100

80

60

40

20

0
~19세 이 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주: 연봉=정액급여*12+연간특별급여.
자료: <표 6-1>과 동일.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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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생산직의 임금곡선은 1980년, 1990년, 그리고 2001년 모두 30대
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하락 폭은 해를 거듭할수
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5 참조).

제 3 절 고령화의 진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및 문제점

고령화의 진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크게 인원조정(희망퇴
직 또는 정리해고), 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보상관리로의 전환,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1. 인력조정
연공급이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현실하에서 기업이 인력구성의 고령
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인력조정이 있을 수 있다. 최근 기업의 인
력조정은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최근
에는 40세 이상의 중고령자뿐 아니라 30대도 인력조정대상이 됨에 따
라 이른바 ‘38선시대‘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조사
에 의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으로 인
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정년연령은 명목상의 정년연령으로 남
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3,126명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 의하면 체감 정년연령은 36.5세로서 평균 정년연령인 56.6세에 비
해 20세 정도 낮을 뿐 아니라 적절한 정년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65세
와는 무려 30년이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잡코리아, 2003. 10. 9).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고 평생직업의 시대로 진입
하였고, 모든 근로자들이 한 직장에서만 정년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
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력조정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력
개발제도, 전직지원제도, 그리고 취업알선인프라의 미흡, 전략적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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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부재, 연령우대문화로 인한 중고령자 채용 기피, 연공급제 등으
로 사실상 중고령자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가운데 중고령자의 조기퇴
직은 비단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는 ① 노사갈등, ② 잔류종업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③ 조직에의 헌신(commitment) 저하,
④ 고용불안 증대 ⑤ 우수인력 유출 등을 초래하여 개인 및 기업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재유동화의 시대에 인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을 수 없지만, 인력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예를 들면, 체계적인 경력관리시스템의 구
축과 적극적인 지원, 전직지원서비스제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개인 또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견지, 핵심
역량 위주의 경력개발, 지속적인 네트워킹 강화 등의 노력이 함께 요
구된다(김정한․김동헌․오학수, 2001: 140∼146)

2.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임금관리는 크게 임금수준관리, 임금체계관리, 그리고 임금형태관리
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임금수준관리에 보상관리의 주안점이 주어져
왔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면서
보상관리의 내용도 임금체계의 전환과 전환된 임금체계의 정착에 논의
가 집중되어 있다. 즉, 연공 위주의 임금체계에서 성과․업적중심의 임
금체계로의 전환이다.
임금체계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임금의 구성요인을, 협의의 개념으로
는 기본급 결정기준을 의미한다. 임금체계의 결정원칙은 크게 노동대
가의 원칙과 생활보장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노동대가의 원칙이란 임
금은 노동의 질과 양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동일노동․동일
임금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에 반해 생활보장의 원칙이란 연령이나 가
족수가 많을수록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에
게는 보다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동일생계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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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금의 원칙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급 결정기준은 개별임금 격차의 기준과 연관된 문제로서 임금(특
히 기본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연공급, 직무급, 직능
급, 성과급으로 단순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임금체계는 이
들 순수형(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이 상호 결합된 종합급 또는
병존형 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연공급은 연령, 근속
등을,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 직능급은 잠재적인 직무수행능력,
성과급은 실현된 직무수행능력(성과 또는 업적)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
정되는 체계로서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정진호, 2003: 341).
현행 연공급 임금이론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Lazear, 1979; 이정
우(1997)에서 재인용).
첫째,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둘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전체 근로기간 중 일정하다. 따라서 임
금과 노동생산성은 상호 독립적이다.
셋째, 근로자의 임금곡선(w)은 근로생활 전반기에는 자신의 노동생
산성 곡선(v)보다 낮고, 후반기에는 이보다 높게 된다.
넷째, ŵ은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곡선으로 특정 근로자가 근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최저임금선을 의미한다. 여기서 근로의 시작점에서 당
사자가 받게될 임금은 기회비용곡선과 일치하며, 노동생산성과 기회비
용이 교차하는 점에서 최종적인 퇴직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섯째, 해당 근로자의 전체 종사기간 중 임금의 합계와 노동생산성
의 합계는 상호 일치한다.
다음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퇴직시점인 T점 이전까지는 근
로자의 노동생산성의 합과 임금의 합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액
분은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생애임금 중 일정부분을 기업 내에 유보하
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근로자는 T시점까지 근속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신의 노동생산성에 상응하는 생애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근로자는 T시점 이후까지 계속 근로하기를
원할 것이다. 반면에 기업으로서는 일정시점(t1)을 지난 근로자를 가급
적 빨리 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기업은 이러한 임금체계하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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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근로자의 퇴직시점
노동생산성
기회비용
임금

W

W'

D
V
C
F

E

B
A

Ŵ
0

t0

t1'

t1

t2

T'

T

자료: 이정우(1997)에서 재인용. Lazear(1997)의 그림을 수정 작성한 것임.

로자의 자발적인 중도퇴사는 억제하면서 노동강도 등 제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이정우, 1997).
연공급 임금체계는 젊은 적에는 생산성이 임금수준을 상회하고, 중
고령자가 되면 임금이 생산성을 상회하여 장기간에 걸쳐 임금과 공헌
도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 근로자의 조
기퇴직 유도는 근로자들의 이윤을 박탈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의 전략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이해할 여지가 적지 않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연공급 중심의
Ⅲ유형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Ⅴ유형 또는 Ⅵ유형으로 급속히 전
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7년을 전후해서 생산직과 사무관리직을 불문하고 연공형 임금이
정착되었다고 본다면 기 이후의 임금체계 변화는 직능자격제도에 따른
직능급과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확산된 연봉제로 크게 구분된다. 이러
한 변화의 근저에는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이행으로 인한 기업성
장의 정체와 인력구성 변화에 따른 연공임금의 비효율성이 노정되었기
때문이다. 직능자격제도에 의한 직능급은 연공과 능력, 그리고 성과를
조화한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연공급의 성격을 크게 벗
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직능자격제도의 전형적인
임금체계는 연공에 따라 결정되는 기초․공통․생활급, 자격등급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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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기업에서의 임금제도
생활주의
연공주의
능력주의
직무주의
성과주의

기 준
연령
근속(학력)
직무수행능력
직무
성과

임금체계
연령급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성과급

Ⅰ
○

Ⅱ
○
○

Ⅲ
○
○
○

Ⅳ
○

Ⅴ

○

○
○

Ⅵ

○

자료: 高年齡者雇用開發協會(2000a: 25)

해 결정되는 능력급․자격급,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개인 및 집단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앞의 두 경우는 기존 연공급의
명칭만 바꾼 것이 대부분이다(김동배, 2003: 201).
둘째, 임금체계의 두번째 변화는 개인 성과급을 지향하는 연봉제의
도입이다. 연봉제는 사실상 임금의 계산 및 지불방법인 임금형태에 속
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성과와 업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로
전환되어 성과급이란 용어 대신 연봉제로 지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대신 성과급은 주로 집단성과급이나 성과배분제로 활용되
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란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간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연봉제는 임금산정기간이 연간일 뿐만 아니라 임금결정기준이 직무․
성과급제인 임금결정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성과주의 임금결정제도인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
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 1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연
봉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은 37.5%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와 같
은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직후에 급격
하게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봉제 도입의 증가로 연봉제 적용근
로자의 비중은 2002년 6월 현재 18.2%로서 1996년 6월의 1.3%에 비하
여 현저하게 증가하여 연봉제가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확산경향에 있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연봉제 적용사업장 비중에 비해
연봉제 적용근로자의 비중이 낮아 연봉제가 연봉제 적용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무관리직이나 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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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03년 1월
현재 연봉제 도입형태는 혼합형(기본연봉은 현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업적에 따라 개인별 인상률을 적용하고 성과연봉은 비누적방식으로 개
인별로 지급)이 45.4%로 가장 많고, 미국식 순수성과급(merit pay 기본
연봉 및 성과연봉 구분없이 전체에 대한 개인별 인상률을 적용) 형태
는 13.2%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표 6-12>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사업체 비율 및 적용근로자 비율 추이
(단위: %)
1996. 11 1997. 10 1999. 1 2000. 1 2001. 1 2002. 6 2003. 1
연봉제
도입사업체 비율
연봉제
적용근로자 비율

1.6

3.6

15.1

23.0

27.1

32.3

37.5

1.3

2.0

8.0

13.0

15.4

18.2

-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연봉제 적용근로자 비율은 각년도 6월 기준임.
자료: 노동부,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보고서 , 각호.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각년도 원자료.

이와 같이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확산된 주된 원인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상대적으로 낮아진
임금인상 재원을 보다 중점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임금의 동기유발효과
극대화, ② 시장에서의 위험을 근로자와 공유함으로써 위험의 분산화,
③ 중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임금비용 부담 완화, ④ 정년고용의 붕괴
와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 등이 거론된다(정진호, 2003: 341∼342).
기존의 연공급을 대신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연봉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연봉제가 모든 산업, 모든 직
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만병통치
약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연봉제를 도
입․실시하는 경우 ① 직무분석․평가의 선행적 실시, ② 능력․실적
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③ 적용대상의 신중한 선택 등이 요
구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소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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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다.

3. 임금피크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내부인력 구성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 희망퇴직과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은 연공
급제가 지배적인 현실하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공급제가 현실의 임금체계라고 할 경우 중고령자의 계속고용을 가
능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중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수준과
비슷하거나 높게 하는 방안과 중고령자의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춰
낮추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첫번째 방안은 생산성을 높여 중고령자에 대한 해고유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고령 근로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의 개발 또는 직무의 명확화가 요청된다. 증고령자
의 담당직무를 명확하게 할 경우 생산성 향상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리직에 대해
서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계속고용을 인정하
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리직을 고용연장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일반적
으로 제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직위에 얽매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해당직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직
개편 및 직무재설계가 요청된다. 이외에도 ① 고령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 활용, ② 고령자의 의식개혁, ③ 고령자를 위한 직장 개선, ④ 고
령자의 능력개발 등 다양한 전제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
의 생산성 향상방안은 고령자의 고용유지 또는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두번째 방안은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근
기업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내부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
안으로 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40∼50대의 중고령자는 물론
30대까지(사무관리직은 물론 생산직까지) 명예퇴직의 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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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금융권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존 연공급제
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년을 보장하는 대가로 특정 연령을 기점으로 임
금을 조정(일반적으로는 삭감)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현행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
용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할 수 있
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은 젊을 적에는 공헌도
가 임금을 상회하고, 중년 이후에는 임금이 공헌도를 상회하여 장기적
으로는 임금과 공헌이 균형을 이루는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연공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임금과 공헌도의 균형을 붕괴하여 중고령자의 불만과 노동조합의 반발
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주지하다시피 근본적으로 노사간에 신뢰가
낮은 편이다4). 이와 같이 노사간 저신뢰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에서는
임금피크제를 ① 고용도 보장되지 않고 임금만 삭감되는 실효성 없는
제도, ② 생계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중고령자의 임금삭감은 연공급
제하에서는 임금착취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반대입
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를 ① 인건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
고, ② 노사합의가 필요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
며, ③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적합직종이나 직무개
발, 직무재설계, 고령자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전제조건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사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
라도 사회의 고령화로 기업 내부인력 구성 또한 고령화되는 가운데 우
리나라의 경우 중층적 노후생활보장제도가 아주 미흡하여 조직퇴직으
로 인한 사회적인 많은 부작용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는 중고령자의
고용보장은 물론 사회의 활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
4)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김정한(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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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중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연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중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수
준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과 중고령자의 대응
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 4 절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임금피크제 모델은 크게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크게 현행 정
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다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
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나뉜다.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
크제 모델은 각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연령을
고령자가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이다. 반면 고용연
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에 부응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먼저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정
년연령을 보장하는 대가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일본
의 경우 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60세 정년 후 고용연장 방안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현행 정년연령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이 현실적인 것
으로 판단된다.
정년을 보장하는 대가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노사간에 가장 다툼
의 여지가 큰 사항으로는 ① 임금커브의 유형, ② 임금의 굴절연령, ③
임금수준의 감액률, ④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사례와 통계를 참고하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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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커브의 유형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임금커브는 [그
림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섯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5). 그러나
임금커브를 선정할 때 산업과 직무의 특성, 고령자의 직무수행능력 등
도 감안하여야 하지만 기업내 인력구성도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기
업내 인력구성은 일반적으로 ① 피라미드형: 청년층이 많고 중고령자가
적은 유형, ② 범종형: 각연령층이 평균적으로 분포된 유형, ③ 럭비볼
형: 중견층이 많고, 중고령자와 청년층이 적은 유형, ④ 모래시계형: 중
견층이 적고 중고령자와 청년층이 많은 유형, ⑤ 버섯형 : 청년, 중견층
이 적고 중고령자가 많은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가. 제1유형: 상승형
이 유형은 임금수준을 임금피크제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상승시키
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정액급여 중 기본급 항목에서는 정기호봉승
급, 베이스업(base-up)도 종전대로 실시하고, 각종 수당도 그대로 운영
한다. 이 유형은 중고령자의 업적 및 성과가 임금에 상응함으로써 임
금조정 없이도 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다.

나. 제2유형: 상승둔화형
이 유형은 임금인상폭을 둔화시켜 운영하는 방안이다. 임금인상폭을
둔화시키는 방안으로서는 기본급에 대해서는 정기승급분의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베이스업도 일반직원에 비해 낮은 비율로 조정할 수가 있
다. 또한 수당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직내 인력구성 측면에서 중
장년 연령층에 대해 큰 부담이 없고, 기업의 수익여건도 그리 나빠지
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중장년 연령층의 생산성이나 조직기여

5) 한국근로기준협회(2003: 27∼34)를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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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임금곡선의 유형
임금

상승유형
상승둔화유형

수평유형
하락유형
하향→상승유형
하향→수평유형

연령

도가 지급되는 임금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이 유
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간에 큰 부담이 없이 실시할 수
있고, 노동조합으로부터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임금피크제의 초기 도입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일본에
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다. 제3유형: 수평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특정 연령에서 정년연령까지 그 조건을 그대
로 유지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50세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50
세의 임금이 정년까지 유지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임금피크
제가 실시되는 특정 연도부터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 보너스 등이
정년에 이를 때까지 동결되는 유형이다.
또한 정기승급은 동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베이스업은 전부 또는 일
부 반영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직의 인력상황은 중장년 연령층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 인건비 부담이 있는 기업에서 고려해 볼만한 유형
으로 마이너스 유형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기업에서 고려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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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형이다.

라. 제4유형: 점감(漸減)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특정 연령에서 정년에 이를 때까지 서서히
임금을 감소시키는 유형이다. 50세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50세 이후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기본급에서 일정부분 강급을
통해 감액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기존에 받고 있던 기본급
이 하락하여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어 노동조합과의 합
의는 물론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조직내
인력구성 유형 중 버섯형과 같이 청년층과 중견층이 적고 고령자가 많
아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에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유형이다.

마. 제5유형: 하락후 상승형
정년 전 특정 연령에서 임금을 정액 또는 정률로 일단 감액시킨 다
음 정년까지 임금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유형이다. 점감형과는 달
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기존 임금을 일시에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
액으로 하락시키기 때문에 다른 임금보완 방안이 없을 경우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의 반발이 아주 클 수 있고, 점감형과 같이 근로조건 불이
익변경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유형은 인사제도가 코스별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에서
유용한 방법이 된다. 즉, 관리직에서 전문직이나 전임직으로 코스를 변
경하게 되면 관리직에서 받았던 직책수당을 해제하면 자연스럽게 임금
이 하락하게 한다. 또한 하락 후에는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이 상응하
는 코스에서 정년까지 임금이 상승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
과를 반영하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272

바. 제6유형: 하락후 수평형
정년 전 특정 연령에서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이 하락된 뒤 정년까지
임금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6가지 유형 중
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형으로서 기업의 경영실적이 미래에도
개선될 여지가 적고, 현재 중고령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상당하여
더 이상 감원이나 대폭적인 임금삭감 없이는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
보너스 등이 감액 내지는 동결이 불가피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
형 역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동
의가 필요할 수 있다.
전술한 여섯 가지 임금조정 유형 중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반발
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은 점감유형, 하락후 상승유형, 하락후
수평유형이다. 이 유형들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임금의 삭감이 불가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저하는 종업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
승둔화형 또는 수평유형, 아니면 점감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다른 방안
<표 6-13> 기본급 커브 변화유형

JIL
전 체
상승형
상승둔화형
수평형
점감형
하락 후 상승형
하락 후 수평형
직무․사람에
따라 상이
기타

전체

100.0 100.0
7.7
3.7
39.5 24.0
19.9 19.4
8.5
4.1
5.2 12.4
6.0
9.2

3,000인
이상
100.0
31.4
11.8
2.0
9.8
3.9

(단위: %)
노무행정연구소
1,000∼ 1,000인
제조업 비제조업
2,999인 미만
100.0
100.0 100.0
100.0
4.4
5.1
2.8
5.3
16.2
25.5
24.6
22.7
20.6
22.4
19.0
20.0
7.4
3.1
5.6
1.3
14.7
12.2
12.0
13.3
8.8
12.2
4.2
18.7

11.1

15.2

19.6

17.6

11.2

19.7

6.7

2.1

12.0

21.6

10.3

8.2

12.0

12.0

자료: 1) 노무행정연구소(1999. 11. 12: 9).
2) 일본노동연구기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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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에 정년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노
사합의하에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최근 기본급 커브유형을
보면 상승둔화형, 수평형 등이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금 굴절연령
임금을 어느 시점에서 조정하는가의 여부는 해당기업의 정년연령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에서는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
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55세에 가장
많이 임금이 굴절되는 연령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55세에 이어 56∼59세도 임금이 굴절되는 연령대
로 나타났으며, 50세 미만에서 임금이 굴절되는 비중은 작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현행 평균정년이 56.6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 산업 및
직종의 성격, 기업내 인력구성 유형, 정년보장에 대한 인식정도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만, 평균적으로는 임금이 굴절하기 시작하는 연
령대로 설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표 6-14> 임금 굴절연령
(단위: %)
전체
JIL
노무행정연구소

100.0
100.0

50세
미만
14.7
5.5

50세 51∼54세 55세
16.1
12.4

7.5
6.9

32.1
45.5

56∼59세
21.9
29.0

60세
이후
6.3
-

자료: 1) 노무행정연구소(1999. 11. 12: 9).
2) 일본노동연구기구(2000).

3. 임금감액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임금 굴절연령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은 임
금감액률이다. 정년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임금감액률이 지나치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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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정년도달 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을 감액할 때
감액률을 보면 임금커브가 하락 후 상승형인 경우에는 평균 17.9%, 하
락 후 수평형인 경우에는 24.2%로 하락 후 수평형이 감액률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감액률을 보면 임금커브가 하락 후 상승형에서는 15∼
20%, 하락 후 수평형에서는 20∼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 이상 감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표 6-15> 정년도달 전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지급률
(단위: %)
전 체
70% 미만
70∼75% 미만
75∼80% 미만
80∼85% 미만
85∼90% 미만
90∼95% 미만
95% 이상
평균

하락 후 상승형
100.0
4.3
13.0
4.3
34.8
17.4
13.0
13.0
82.1

하락 후 수평형
100.0
13.3
13.3
33.3
20.0
6.7
6.7
6.7
75.8

자료: 노무행정연구소(1999. 11. 12: 11).

4.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정기호봉승급분 또는 베이스업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호봉승급분에
대해서는 승급분을 일반직원과는 달리 감액하거나 승급정지하는 방안
이 있을 수 있으며, 베이스업에 대해서도 일반직원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정기승급분에 대해서는 정기
승급이 없다는 비중이 3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반종업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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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23.4%, 감액 지급 15.0% 등의 순이다. 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작
을수록,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정기승급이 없다는 비
중과 일반종업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비중이 높아 동일규모, 동일
산업 내에서도 그리고 동일규모 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정기승급분 처리방식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정기승급과 달리 베
이스업에 대해서는 일반종업원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비중이 60.1%
로 가장 높으며, 규모별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6-16> 임금을 일정연령부터 조정하는 경우 베이스업과 정기승급 실시현황
(단위: %)

전 체
일반종업원과
동일
감액
정기승급 없음
마이너스 정승
(베이스업) 적용
직무․사람에
따라 상이
제도없음
기타

정기승급
베이스업
3,000인 1000∼ 1,000인
비제
3,000인 1000∼ 1,000인
비제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이상 2999인 미만
조업
이상 2999인 미만
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3.4

20.4

20.3

27.1

21.7

26.3

60.1

62.5

58.5

60.0

61.2

58.1

15.0
32.2

14.3
20.4

15.9
31.9

14.6
38.5

18.1
29.0

9.2
38.2

14.9
14.9

14.6
4.2

16.9
16.9

13.7
18.9

15.7
13.4

13.5
17.6

2.3

-

2.9

3.1

2.9

1.3

1.0

-

-

2.1

0.7

1.4

13.1

14.3

18.8

8.3

16.7

6.6

6.3

10.4

6.2

4.2

6.0

6.8

7.0
7.0

12.2
18.4

7.2
2.9

4.2
4.2

5.1
6.5

10.5
7.9

2.9

8.3

1.5

1.1

3.0

2.7

자료: 노무행정연구소(1999. 11. 12: 11).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조정 방안으로는 기본급 조정 이외에
도 수당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안으로는 관
리직(역직) 정년제도로서 관리직 정년제도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부
장 등 관리직으로부터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역직 정년제를 채택한 일본 기업에서 역직 정년연령을 보면 사무기
술부문과 현업부문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임금이 굴절되는 연령인 55
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6∼59세, 정년연령이 60세 이후 등의 순
이었다. 관리직 정년제를 도입할 경우 그 연령은 고령자의 경험과 지
식정도, 직무의 성격, 기업의 인력구성 유형에 따라 산업과 기업규모별
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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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역직 정년연령 현황
(단위: %)
전 체
사무․기술부문 (588)100.0
현업부문
(513)100.0

50세
미만
0.7
0.8

50세 51∼54세 55세 56∼59세
1.7
2.9

4.1
3.5

45.9
43.9

38.9
38.6

60세
이후
5.4
4.9

주: ( )안의 수치는 조사대상 기업수임.
자료: 일본노동연구기구(2000).

관리직 정년 후 소속되는 부서를 보면 사무․기술부문 79.9%, 현업
부문 79.5%에서 이전 부서와 동일하다고 응답하였다. 역직 정년 후에
도 소속부서가 동일한 이유로는 지금까지의 지식․기능․경험을 활용
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사무․기술부문 85.1%, 현업부문 83.6%
로 나타났다. 역직에서 제외된 다음의 직무를 보면 ‘경험과 인맥 등을
살린 제일선의 업무’가 사무․기술부문 65.1%, 현업부문 6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후진에의 조언․지도‘가 사무․기술부문 58.2%, 현
업부문 54.4%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본노동연구기구, 2000).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조정 방안으로는 기본급 조정, 수당
조정 이외에도 특별급여(상여금)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기
본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급여도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특
별급여를 조정할 필요가 없지만, 정기승급과 베이스업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급여 중 정기상여의 비중을 줄이고 성
과에 따라 조정되는 성과상여의 비중을 증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인사고과의 신뢰성과 수용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5. 현행 정년 고용보장 임금피크제 모델 도입시 고려사항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비해
특히 노동조합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
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하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근
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기존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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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금수준의 하락은 퇴직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수령액의 저하를 낳
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물론 조합원으로부터도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
크제는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기퇴직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퇴직금과
국민연금 등에서 일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정년까지 수령하게 될
임금액과 정년보장에 따른 사회적 신분유지로 얻는 이득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입을 손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
는 손실로서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수령액을 들 수 있지만 퇴직금에서
그 손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이라고 하는 불확정한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을 지닌 임금6)이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사용
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
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이므로 정년보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도달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금이 줄어드
6)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 임금후불
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의 지급의무, 지급요
건 및 지급률에 관한 최저기준을 법정함으로써 퇴직금이 후불임금이라는 점
에 판례(예를 들어,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조흥은행사건)
참조)와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퇴직시 지급되
는 퇴직금의 성질에 대해서는 달리 보고 있다. 즉,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13336 판결(피아트지오테크노사건)에서는 “조직의 변경 또는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근무인원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은 일종의 정
리해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
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근무인원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된 신분
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라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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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특히 퇴직금누진제
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폭은 더욱 커진다.
퇴직금누진제는 산업별로는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
이다(김정한․문무기․전재식, 2001: 259).
퇴직금 삭감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명 퇴직금중간정
산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1997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
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는 규정(제34조 제3항)을
신설하였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이 굴절되는
시기에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굴절 이후
시기에는 삭감된 임금수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불만이 경감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중간정산제는 지불
능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 실시가능한 제도로서 모든 기업에서 도
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
기 어려운 기업에서는 임금이 하락하기 직전에 퇴직금을 채무확정하
고, 채무확정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시장정기예금이자율을 가산하여 채
무변제시에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나. 국민연금
현행 국민연금액은 퇴직 직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퇴직금과는 달리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뿐 아니
라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도
고려하여 결정된다.
즉, 국민연금액=기본연금액×연금종별 지급률 및 제한율＋가급연금액
으로 산정된다. 기본연금액=[2.4(A＋0.75B)×P1/P＋1.8(A＋B)×P2/P]×(1
＋0.05n/12)의 식으로 계산된다. 이 때 A는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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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의 평균액,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
의 평균액7), P1은 1998. 12. 31 이전 가입월수, P2는 1999. 1. 1 이후 가
입월수, P는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이며, n은 20년 초과월수이다.
기본연금액의 산정에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
액이 포함되므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국민연금수령액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특정연령 이후 임금을 하락하더라도 국민연금수령액에는 가
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보수월액 또한 포함되어 있어 근로
자 개개인의 손실액은 퇴직금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중층적 노후보장 생활원천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임금피크
제의 도입으로 인한 국민연금수령액의 삭감은 다른 노후보장 생활원천
이 거의 없는 근로자에게는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6.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개정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임금의 하락을 초래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
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에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
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0조 제1항).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구속력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키키타
(秋北)버스사건(最高裁 1968.12.25)에 대해 “새로운 취업규칙 작성 또는
7)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된다.

280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변경으로 기존의 권리가 박탈되고,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노동조건의
집합적 처리, 특히 그 통일적 내지 획일적인 결정을 방침으로 하는 취
업규칙의 성질에 대해 당해 규칙조항이 합리적인 한 개개 노동자가 그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원칙
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노동조건의 통일적 처리요청에 입각하여 합
리성이 있는 변경일 경우 반대하는 노동자도 구속한다는 판시(취업규
칙의 합리성 변경법리)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인 법규범
설8)과 계약설9) 어느 학설의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관되게 아키키타사건 판결을
답습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구속력을 변경하는 합리성의 유무
에 의해 판단하여 왔다. 최근 학계에서도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
자 취업규칙에 의한 노동조건의 합리적 변경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管野和夫, 1999: 114∼115).10)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이용긴코(第四銀行)사건에 대한 판결
(1997. 2. 28)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구속력에 대해 아키키타 판
결의 판시를 인용하는 가운데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틀과 기준을
집대성하였다. 지방은행인 다이용긴코에서 정년을 55세(58세까지는 통
상 재고용)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의 급여와 상여를 삭감
(삭감폭은 55∼60세까지 합계임금액이 구정년제하에서 재고용되는 경
8) 법규범설이란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해석하는 입장으로서 법규범성의 근거
를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① 소유권설(경영권설), ② 관습법설, ③ 수권설
(법규설)로 구분된다(김형배, 1999: 204∼205).
9) 계약설이란 취업규칙이 갖는 구속력의 근거를 근로자의 동의에서 구하는 견
해로서, ① 순수한 계약설, ② 사실규범설, ③ 사실관습설 내지 정형계약설로
다시 구분된다(김형배, 1999: 205∼206; 임종률, 2001: 316∼317).
10)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이론을 지지하는 학설로는 ‘계약설에서의 노동자의
동의를 擬制하는 설, 일정요건하에서 사용자의 노동조건 변경권한을 단적으
로 인정하는 긍정하는 설, 계약설에서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
로 치환하는 설, 변경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
의 해고를 인정하는 설, 일정요건하에서 사용자에 의한 집단적 변경해약고
지를 용인하는 설 등이 있다(管野和夫, 2001: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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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 55∼58세까지의 합계임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함)한 사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행원의 고령화의 상황, 임금제도 개정내용, 개정 후 임금
수준을 다른 은행과 비교․검토하고 또 다수노조와의 교섭․합의를 감
안하여 합리성을 인정하였다.
다이용긴코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최고재판소가 제시한 그 틀과 기준
을 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리성 여부는 [그림 6-8]에서와 같이
당해 변경의 내용(불이익의 정도․내용)과 변경의 필요성과의 비교형
량을 기본으로 하여 불이익의 정도․내용의 작량(酌量)에서 변경으로
이루어진 노동조건 개선의 유무․내용을 충분히 고려함과 아울러 변경
의 사회적 상당성과 노동조합과의 교섭경과, 기타 종업원의 태도 등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6-8]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판단기준
변경내용(불이익의 정도․내용)
노동조건 개선의 유무
․내용
변경의 사회적 상당성
여부

합리성의 종합판단

변경의 필요성

노동조합 등의 교섭경위, 다수종업원의 수용
유무

판례의 사안의 내용으로서는 처음에는 경영측에서 볼 때 불합리한
특정 노동조건제도를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전형적이
었지만(아키키타버스사건, 다케타시스템사건). 이후 최고재의 판결에는
합병 후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불이익변경, 정년연장
시 고령종업원의 기본급․상여 인하(다이용긴코사건), 주휴 2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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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일 노동시간의 연장 내지 변형근로시간제 등 전체적으로는 노동자
에게 유리한 변경 가운데 부분적인 불이익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이 대두되었다(管野和夫, 1999:
116).
특히 최근에는 경영체질 강화와 경영재건을 위한 사업재구축의 일환
으로서 개정된 인사․노동조건제도가 전체적으로 종업원의 불이익이
되는 사안(미치노쿠긴코사건) 또한 합리성이 있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
다. 미치노쿠긴코(みちのく銀行)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판시되었으나, 2심인 센다이(仙台)高裁에서는 종업원의 고령화
에 대처하여 경영체질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리직 정년제와 고령
자 임금인하를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1심 판결을 번복하였다(仙台高裁
1996. 4. 24,

平成05(ネ)231等みちのく銀行役職制度變更事件,

http://

courtdomino2.courts.go.jp/roudou.nsf/Listview01/7789EF38937BD23549
256A57005AEF01/? OpenDocument).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이러한 규정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
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고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게는 무효로 본다는 견해가 통설이다(임종률, 2001: 323).
이 때 근로자대표성의 문제와 적용범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근로자대표성의 문제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의 집단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대법원은 1992년 이전에는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
가 없을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
였다(1990. 12. 7, 대법 90다카19647).11) 또한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
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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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대법원1992. 12. 8, 91다38174).12)
그러나 대법원은 2002년 이후에는 종전의 입장을 수정하여 “취업규
칙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집단적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2001다16722)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일본 최고재가 다
이용긴코사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
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 관련된 다른 근로조
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
자의 대응, 동종 상황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 변경시 처음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절대적으로
전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둘째, 취업규칙 변경 후 입사한 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절
대적 무효설과 상대적 무효설이 대립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무효로 보는 절대적 무효설은 1992년 이전
에 대법원이 취하였던 태도였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31443
참조). 그러나 199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그 견
해를 바꾸어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
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11)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 규정의 개정안에 노무원만 동
의하고 사원의 동의가 없다면 사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다.
12)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
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
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90다
30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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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 38174).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최근 취
업규칙 변경에 대한 불이익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
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
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신용보증기금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2003년 7월 1일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13). 신보의 임금피크제14)는 일정연
령(만 55세) 도달시 임금은 줄이고 직책은 반납하되 정년은 보장하는
현행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에 해당된다. 신보의 임금피크제
는 만 55세에 일반직에서 별정직(업무지원직)으로 직군을 전환한 다
13) 물론 금융권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다. 외환은행에
서는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역직위 운용기준’에 따라 단
계적으로 일반역으로 먼저 전환한 다음 조사역, 전담역으로 전환하여 급여
를 삭감한다. 일반역의 임금은 정상급여의 62%, 조사역은 40%, 전담역은
36%로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퇴직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상 명예퇴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직무 또한 일반역은 부실여신
관리 등의 직무가 있지만, 조사역과 전담역은 직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전담역은 재택근무가 원칙이다. 기업은행에서도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고령
자는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 운영에 따라 만 55세에는 교수역을, 만 57세
에는 업무연구역으로 전환된다. 교수역의 경우 1년차는 정상급여의 75%, 2
년차는 51%, 업무연구역은 39%를 받는데 그쳐 퇴직금에도 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직무 또한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직무에 종사한다. 반면 신보는
담당직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외환은행과 기업은행과는 크게 대비된다.
14) 신보에서는 임금피크제라고 지칭하지 않고 work sharing제도라고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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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15) 55세부터 정년연령인 58세까지 3년간 임금이 직군전환 전 임금의
평균 55%를 받는다. 1차년도는 75%, 2차년도는 55%, 3차년도는 35%
이다. 수행업무는 부점장으로서 기존의 지휘통제나 정책판단 중심의
종합업무에서 벗어나 오랜 경험과 직무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전문업
무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채권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되어 상각처리된 특수채권의 회수업무 담당), 소송수행업무(5천만원 이
하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컨설팅업무, 연수원교
수, 콜센터상담원, 신용조사서 감리 등의 기타업무를 수행한다(신용보
증기금, 2003). 직군전환 후의 업무지원직은 신보 전체적으로 보면 중
요한 업무는 아니지만 필요한 업무로서 오랜기간에 걸친 노하우와 경
험이 필요하며, 자기완결형 직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부록 4 참조).
또한 신보의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뿐 아니라 정년 후 재고용, 그리
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
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신보의 재고용제도는 만 58세 정년
퇴직 후 본인이 희망하고 업무실적이 양호한 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
간 재고용하며, 신분은 계약직으로서 임금은 월 100만원이다. 단 연간
회수실적이 자기 연봉의 3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계약을 자동해지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보는 2003년 상반기에 8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80명을 추가 채용하여 2002년에 비해 40명
이 증가한 총 16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다. 40명의 추가 신규채용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절감된 예산으로 충당하였다는 점에서 청년실
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유지와 아
울러 청년실업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5) 직군전환 전인 만 54세에 부점장의 관리직에서 조사역으로 발령받아 만 55
세에 직군이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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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다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구분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다시
60세 정년연장 모델과 65세 정년연장 모델(점진적 모델)로 구분된다.
전자는 현행 평균 정년연령인 56.6세를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노력의
무연령 및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며, 후자
는 60세로 일단 연장된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1세가 되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은 정년연장 기간만큼 정년 전 동일기간
만큼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년연령을
현행 55세에서 3년 연장한 58세로 한 경우 임금조정은 53세부터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특히 노동조합으로부터는 실제로 정년이 보장될 경
우에는 우호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으나 다음에 살펴볼 정년연장의 문
제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기업으로부터는 부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
으로 보인다.

1. 고용연장 방안
고용연장 방안에는 ① 정년연장, ② 재고용제도, ③ 근무연장제도,
④ 정년제 폐지, ⑤ 자회사에서의 재고용, ⑥ 전적(轉籍) 등이 있다. 자
회사에서의 재고용과 전적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을 퇴사한 다음,
입사한 다른 회사에서 고용이 연장된다는 점에서 앞의 4가지 고용연장
방안과는 구분된다. 일본에서는 정년 후 고용연장제도를 계속고용제도
로 지칭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보상관리

287

가. 정년연장
정년연장은 현재 60세 미만인 정년연령을 60세 또는 그 이상으로 하
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65세 정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는 1991년 12월 31일 고령자고용촉진법(법률 4487호, 시행은 1992년 7
월 1일부터)을 제정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동법 19조). 그
리고 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정년이 현저
히 낮을 경우에는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그러나 정년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 12월 말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은 56.6세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60세보다 낮을 뿐 아니라 계속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61세로 조정되
고, 그 후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에 수급하게 된다. 그
동안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구조조정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응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의 고령화 및 기
업내부인력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정년연령을 높이려는 노력을 전개하
여,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노사합의로 정년연령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행 정년연령을 지키는데 주안점이
주어져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1세가 되는 2013년경에는 정
년연장에 대한 노조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에서는 1998년 ｢고연령자등의고용의안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1999년 책정한 고용대책기본계획에
서는 “앞으로 10년간 65세 정년제의 보급을 지향하고, 적어도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재고용 또는 타기업에의 재취직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65세까지 계속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하
여 65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65세 정년을 법제화하려
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대해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經連)16)는 근로자의
의식이 다양화되고, 심신의 상황․근로의욕의 격차, 기업이 처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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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65세로의 정년연장 법제화는 현실
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성도 결여되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정년연장은 법규제가 아닌 노사자치의 문제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笹島芳雄, 2001: 32). 이에 반
해 렝고(連合)는 ‘2004∼2005년도(2003. 7∼2005. 6) 정책․제도요구와
제언’에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라 65세까지의 정년연장
과 희망자 전원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을 기업에게 강력
하게 요구하고 있다(http:// www.jtuc-rengo.or.jp/new/download/2004-2005/
part2_2_1.html).
정년연장은 연공급제하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여 기업
경쟁력의 제고에 저해된다는 이유 등으로 보급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후지(富士)전기의 선택적 정년연장제도에 대해서는 부록 참
조).
실제 정년실태에서 보았듯이 정년제가 정년연령까지의 고용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① 평균수명의 증대, ② 핵가족화와 부양의
식의 변화, ③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④ 고령자의 직장적
응조건의 정비, ⑤ 젊은 층의 노동공급 감소, 특히 ⑥ 노후생활보장제
도의 미흡 등은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시대에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공임금체계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다. 현행 연공에 기초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직무급이나 연봉제 등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나 개인
의 업적․성과에 기초하는 임금체계로 바꾸거나 연공급제를 유지하더
라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수준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 정년연장
은 먼저 현금급여뿐 아니라 퇴직금, 법정복리비 등을 포괄하는 현금급
여 외 노동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 사용자들로부터의 반발은 필연적이
다.
16) 일경련은 2002년 5월 28일 경제단체연합회와 통합하여 일본경제단체연합회
(日本經団連)를 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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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공적 인사관리에 의한 인사적체 및 종업원의 사기저하이다.
연공적 인사관리시스템하에서의 정년연장은 그 만큼 승진승격의 정체
로 인한 인사적체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
시대로 이행하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가운데 정년연장은 인원구성의
고령화 및 조직비만화를 초래하여 인사적체를 초래하고, 그 결과로서
종업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게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셋째, 고령근로자의 비능률․직장불적응이다. 고령자 개인이나 직무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고령근로자의 비능률․직장 불적응문제를 들 수
있다.
① 신기술의 도입, 직무의 고도화 및 전문화, 국내외의 시장구조 변
화 등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적응이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② 고령자 적합직무 또는 직종 부족이다. 종래 청년층 중심형의 직
무로부터의 전환, 직무재설계, 직무재편성 노력이 행해진다 하더
라도 고령자 비중이 지나치게 빨리 증대될 경우에는 격차 발생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사무관리
직은 일반적으로 직군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령자 적합직무
또는 직종 개발은 고령자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전제조
건이 된다.
③ 획일적인 고령자관 및 고령자 자신의 자기소외의식이다. 일부 기
업에서 고령자는 능력과 의욕이 낮고, 체력․기력도 낮다는 획일
적인 선입관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고령자 자신도 과거에만
매몰되어 경험과 습관에 몰두하여 새로운 기법의 개선이나 혁신
에 대한 도피 및 반발 등으로 직장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④ 능력평가제도의 불비(不備)이다. 고령자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하
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육체연령을 척도로 하지 않고 능력과 성
과에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객관적인 능력평가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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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률적인 정년제라는 형태가 되어 결과적으로 정년연장과 고
령자의 고용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넷째, 고용탄력성의 상실이다. 정년제는 종신고용제도하에서 유보되
어 오던 유일한 고용탄력성이다. 이런 가운데 정년연장은 기업내 과잉
고용을 초래하든지 일정시기까지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든지 아니면 양
자의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탄력성을 상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인한 기업활력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전술한 이유 등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에 따
른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에서도 60세 이상으로의 정년연장은 쉽
지 않은 실정이다.

나. 재고용제도
재고용제도란 정년연령인 60세에 일단 퇴직한 후 재고용계약을 체결
하는 제도이다. 정년퇴직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어 고용관계는 일단 종
료된다. 재고용제도는 고용연장 방안 중에서도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
용되는 방안으로서,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제도와 기업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자만 재고용하는 제도로 구분된다.

다. 근무연장제도
근무연장제도란 정년연령이 설정되어 있지만, 정년연령에 도달한 자
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로서 주로 중소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재고용제도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라. 정년제 폐지
정년제 폐지란 모든 사원을 인위적으로 정년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해서 취업을 희망하고 직업능력이 있는 경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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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제 폐지제도는 고용에 있어서의 연
령차별금지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계속고용결정은 연령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능력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일본의 고용연장 실태 및 고용연장의 저해요인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에 의해 60세 정년이 보장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후생연금 기초부분의 수급개시연령이 61세로
상향조정된 된 다음 3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65세에 지급
된다(여성은 5년 늦은 2018년에 65세). 그리고 후생연금의 비례부분도
2025년에는 65세에 지급된다. 후생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에 따
라 일본에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60세 정년 후 계속고용문제를 사
용자측에 요구하고 있다.
<표 6-18> 정년제 채택 비중 추이
(단위: %)
정년제 채택기업
전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후생노동성(2003).

합계

일률

직종별

기타

91.8(100.0)
93.4(100.0)
94.5(100.0)
91.3(100.0)
90.2(100.0)
91.3(100.0)
91.4(100.0)
91.5(100.0)
92.2(100.0)
92.2(100.0)
100.0(100.0)
99.8(100.0)
99.4(100.0)
98.0(100.0)
89.6(100.0)

(96.8)
(96.2)
(96.0)
(94.7)
(97.1)
(97.8)
(96.4)
(96.0)
(97.5)
(97.5)
(95.0)
(97.8)
(97.0)
(97.6)
(97.5)

(2.5)
(2.9)
(2.8)
(3.3)
(2.1)
(1.6)
(2.6)
(2.9)
(1.6)
(1.6)
(3.7)
(1.6)
(2.4)
(1.6)
(1.6)

(0.7)
(0.9)
(1.2)
(2.0)
(0.8)
(0.5)
(1.0)
(1.1)
(0.9)
(0.9)
(1.2)
(0.6)
(0.6)
(0.8)
(0.9)

정년제
미채택
기업
8.2
6.6
5.5
8.7
9.8
8.7
8.6
8.5
7.8
7.8
0.2
0.6
2.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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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년제
유형은 일률정년제의 비중이 2003년 1월 현재 97.5%로 압도적이다. 기
업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정년제 채택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률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정년연령은
60세 89.2%, 61세 이상 9.6%로 나타났다. 정년연령을 61세 이상으로
한 기업의 비중은 1980년 3.2%에서 1985년 4.3%, 1995년 7.2%, 2000년
7.6%, 2002년 9.1%, 2003년 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표 6-19> 정년연령
(단위: %)
일률정년제
61∼
66세 60세 61세 65세
를 채택하고 59세 60세
65세
64세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있는 기업
1995
(96.8)100.0 14.2 78.6
2.0 5.4 0.1 85.8 7.2 5.5
1996
(96.2)100.0 11.7 80.4
1.7 6.1 0.1 88.3 7.9 6.2
1997
(96.0)100.0
9.8 82.0
1.5 6.6 0.1 90.2 8.2 6.8
1998
(94.7)100.0
6.7 86.7
1.4 5.1 0.0 93.3 6.6 5.2
1999
(97.1)100.0
0.8 91.2
1.8 6.2 0.0 99.2 8.0 6.2
2000
(97.8)100.0
0.8 91.6
1.8 5.6 0.1 99.2 7.6 5.8
2001
(96.4)100.0
1.0 90.6
1.6 6.7 0.1 99.0 8.3 6.7
2002
(96.0)100.0
0.6 90.3
2.3 6.6 0.2 99.4 9.1 6.8
2003
(97.5)100.0
1.1 89.2
2.7 6.8 0.1 98.9 9.6 7.0
5,000인 이상
(95.0)100.0
- 98.4
1.3 0.3
- 100.0 1.6 0.3
1,000∼4,999인
(97.8)100.0
- 97.2
2.0 0.9
- 100.0 2.8 0.9
300∼999인
(97.0)100.0
0.2 93.3
3.1 3.1 0.4 99.8 6.5 3.5
100∼299인
(97.6)100.0
0.0 90.8
3.5 5.7 0.0 100.0 9.2 5.7
30∼99인
(97.5)100.0
1.6 88.0
2.4 7.8 0.1 98.4 10.4 8.0
광업
(98.0)100.0
- 91.9
2.0 6.1
- 100.0 8.1 6.1
건설업
(96.6)100.0
1.3 87.8
3.6 7.3
- 98.7 10.9 7.3
제조업
(99.0)100.0
0.4 94.0
0.9 4.7 0.0 99.9 5.7 4.7
전기․가스․수도업 (94.7)100.0
- 98.5
1.5
- 100.0 1.5
운수․통신업
(96.4)100.0
1.5 84.7
5.0 8.8
- 98.5 13.8 8.8
도소매 및 음식점업 (96.6)100.0
2.6 89.2
3.2 5.0
- 97.4 8.1 5.0
금융․보험업
(97.8)100.0
- 95.6
3.5 1.0
- 100.0 4.4 1.0
부동산업
(91.9)100.0
- 91.0
3.9 5.1
- 100.0 9.0 5.1
서비스업
(97.1)100.0
0.8 84.0
3.4 11.2
0.5 99.2 15.1 11.7

자료: 후생노동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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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에 대해 그다지 긍정
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년연령을 61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고령자의 경험과
능력활용이 5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요청, 연금수급연
령과의 조정, 공적급부로 인해 인건비 억제가능의 순이며, 노조의 요청
이라는 비중도 5.6%에 이른다. 정년연장 이유는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
한 실정이다. 모든 규모에서 고령자의 경험․능력활용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조의 요청에 의해 정년연령을 높였다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 가지 언급하여야 할 사항은 사회적 요청과 연
금수급연령의 조정에 따라 정년연령을 높였다는 비중이 적지 않아 일
본 기업의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표 6-20> 정년연령을 61세 이상으로 한 이유(복수응답)
(단위: %)
경험․
정년 61세
능력
이상 기업
활용
합계
100.0
55.7
5,000인 이상
100.0
88.9
1,000∼4,999인
100.0
57.5
300∼999인
100.0
48.7
100∼299인
100.0
53.8
30∼99인
100.0
56.4

직장
공적 급부가
노조의
연금수급 사회적
기타
사기
있어 인건비
요청
연령조정 요청
앙양
억제 가능
8.1
5.6
18.9
32.0
34.7 8.9
11.1 22.2
33.3
33.3
77.8 11.1
20.9 35.1
6.0
38.1
37.3 11.9
3.1 20.5
17.2
46.2
36.4 7.2
8.6 17.9
14.6
26.1
34.0 9.3
8.1
1.9
20.0
32.5
34.7 8.9

주: ( )안의 수치는 정년연령이 61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임.
자료: 노동성(2000: 46∼47).

계속고용제도 중 정년연장 이외의 제도인 근무연장제도와 재고용제
도의 도입비중을 보면 모든 규모에서 근무연장제도에 비해 재고용제도
의 도입비중이 높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근무연장이나 양 제도 병행의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정년 후의 계속고용제도 중 재고용제도를 통한 계속고용의 비중이 기
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정년연장이나 근무연장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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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 추이
(단위: %)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제도가 있는
기업
71.0
76.1
70.1
67.6
73.8
70.5

근무연장
제도만
14.7
3.4
3.7
5.7
11.5
17.1

재고용제도만 양 제도 병행
42.6
68.7
57.0
52.3
50.5
38.4

13.7
4.0
9.5
9.6
11.8
15.0

자료: 후생노동성(2003).

계속고용제도를 정년연장과 재고용․근무연장제도를 나누어 이들
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년연장을 할 경우 과제
가 되는 사항을 보면 임금체계의 변경이 3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 건강면에서의 배려, 작업능률 방지, 직무내용․작업환경 개선 등
의 순이다. 반면 근무연장․재고용의 경우에는 정년연장과 마찬가지로
임금체계의 변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건강면에서의 배려, 작업능
률의 유지, 직무내용․작업환경 개선 등의 순으로 정년연장의 과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이사항 없음의 비중이 정년
연장에 비해 근무연장이나 재고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연
장이나 재고용시에는 정년연장에 비해 기업의 고려사항이 많음을 간접
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정년연장이나 재고용․근무연장시 과제로 나타난 사항은 이들 과제
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경우에는 정년 후 계속고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으로 말해준다.
일본에서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 의해 1998년에야 60세 정년이 법
제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5세 정년연장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초반 또는 그 이전부터 60세 정년제의 필요성이 특
히 노동조합으로부터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에는 상당한 기
간이 소요되었다. 정년연장은 필연적으로 임금․퇴직금제도의 개정, 고
령자를 위한 직장개선, 각종 인사관리상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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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정년연장, 재고용․근무연장시 과제(복수응답)
17.8

특이사항없음
재교육

2

35.5

3.4

본인의 자기개발

10.3

근무시간, 근무형태의 개정

13.3
근무연장,
재고용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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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8.7

인사관리면에서의 문제
13.1

퇴직금제도의 개정

22.6

직무내용, 작업환경의 개정

29.8

22.7

작업능률저하의 방지
건강면에서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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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후생노동성(2003).
[그림 6-10] 65세까지의 고용연장 개념도
정년제
없는
기업
7.8%
65세 정년기업
(6.9%)2)
일률
정년제
채택기업
<97.5%>
(100%)

60~64세 정년기업
(91.9%)

정년제
있는
기업

적어도
65세까지
계속 고용
가능한 기업

원칙적으로
희망자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71.8%

28.8%

적어도 65세까지의
근무연장제도,
재고용제도 채택기업
채택 기업
(64.3%)

92.2%
<100%>
직종별 등 기타
정년제 채택기업
(2.5%)1)

자료: 후생노동성(2003).

이 중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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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0세에서 65세로의 정년연장은 55세에서 60
세로의 정년연장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그 실현에는 상
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60세 이후에는 건강상의 문제,
직업능력의 개발 및 유지문제, 체력적인 문제가 그 이전 시기보다 현
저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6-10]은 지금까지 논의한 일본에서의 65세까지의 고용연장제
도와 그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률정년
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일률정년제 채택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 60세
를 정년연령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그 중 65%의 기업에서 근무연장제
도나 재고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원칙적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만을 재고용하는 비중이 높다.

3. 고용연장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정년 후 고용연장제도 중 재고용제도나 근무연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노사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많지만, 중요한 고려사항을
일본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적용기준
재고용제도나 근무연장제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사간에 다툼의 여지가 큰 부분이다. 사용자는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제한하려고 할 것인데 반해 노
동조합에서는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근무연장제도와 재고용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양
제도 모두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국한’한다는 비중이
50%대로 가장 높고,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
합하는 자’의 순이다.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사실상 회사
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국한한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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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로자의 요구보다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재고용하는 비중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아주 크거나 작은 기
업에서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계속고용하다는 비중이 다른 규모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정년퇴직 후 본인이 희망하고 업무실적이 양호
한 자만을 재고용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필요가 합치
되는 경우에만 재고용되어 사실상 회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재고
용 기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6-22> 근무연장제도, 재고용제도의 적용대상자(2003년 1월 현재)
(단위: %)
회사가 정한
회사가 특별히
원칙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필요하다고
희망자전원
자 전원
인정한 자에 국한

근무
연장
제도

재고
용제
도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29.4
21.1
19.7
6.1
26.8
31.4
23.6
21.1
13.9
11.4
20.1
27.1

13.4
26.3
10.7
17.9
16.0
12.6
16.7
30.9
19.1
19.9
18.1
15.5

52.2
52.6
69.0
70.2
51.9
50.9
56.4
45.3
65.7
67.1
60.2
53.2

기타
2.1
2.7
2.6
1.9
1.6
2.7
1.0
1.1
1.2
1.8

주: 무응답 제외.
자료: 후생노동성(2003).

근무연장제도와 재고용제도의 적용기준을 보면 능력, 전문적인 자
격․기술, 건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장제도의 경우 1,000∼4,999
인 규모에서 역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지만, 능력,
전문적인 자격․기술, 건강의 비중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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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근무연장제도, 재고용제도의 적용기준(복수응답)
(단위: %)
적용기준 규정
역직
기업
근
무
연
장
제
도
재
고
용
제
도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23.1)
(40.0)
(21.1)
(22.9)
(20.6)
(23.9)
(21.1)
(26.1)
(25.5)
(20.9)
(18.8)
(21.8)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8.6
*
34.2
7.0
11.8
21.1
11.8
17.5
6.5
10.7
9.4
12.8

능력
72.5
*
94.7
67.3
74.6
72.1
79.0
70.0
85.0
78.1
88.3
75.8

전문적인
자격․ 건강
기술
60.3
73.7
*
*
73.7
63.2
66.1
59.1
66.9
83.2
58.1
72.3
53.2
76.7
60.0
82.5
72.6
74.6
59.6
68.5
50.8
75.5
52.6
78.0

기타
7.8
*
14.8
7.6
7.4
7.0
22.5
12.7
8.9
14.1
4.1

주: 1) 무응답 제외.
2) *는 해당기업수가 적기 때문에 공포하지 아니함.
자료: 노동성(2000: 70∼71).

나. 재고용기간 및 최고 고용연령
계속고용제도의 고용기간은 노동계약의 기간으로서, 현행 근로기준
법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
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제23조). 일본의 노동기준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고
용계약기간의 상한은 1년이지만, 2000년 4월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제14조 3호).
일률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 중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를 가지
고 있는 기업 가운데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중은 근무연장제도 채
택기업은 44.5%인데 반해 재고용제도 채택기업은 63.6%로 높은 편이
다. 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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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고용기간은 근무연장제도와 재고용제도 채택기업 모두 1년의 비
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계
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비중이 압도적인 이
유는 고령자의 경우 건강면에서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3년에 걸친 장
기간의 고용계약에는 기업으로서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고령자의 건
강상태가 허용하는 한 1년의 고용계약기간을 반복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4> 고용기간
(단위: %)
일률정년제
기업중 정년후
제도있는 기업

고용기간의 정함 있음
계

1년
미만

1년

1∼
3년
미만

고용기간
3년 정함없음

근
무
연
장
제
도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24.9)
(6.2)
(13.5)
(16.3)
(20.4)
(2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4.5
84.2
66.9
65.8
56.7
39.9

6.0
26.3
10.0
11.7
10.0
4.6

28.8
52.6
52.4
47.3
34.0
26.0

4.2
4.1
5.0
7.2
3.4

5.6
5.3
0.3
1.8
5.5
5.9

49.6
10.5
29.3
30.4
40.2
53.4

재
고
용
제
도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53.1)
(72.6)
(64.5)
(63.6)
(59.8)
(4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3.6
95.1
88.7
86.1
78.3
53.5

7.8
10.8
9.8
12.6
8.5
6.7

48.1
75.8
69.0
65.5
61.5
39.4

4.5
5.8
7.1
5.1
5.6
3.8

3.3
2.7
2.9
2.9
2.7
3.6

33.7
4.5
9.6
11.7
20.2
43.3

주: 무응답 제외.
자료: 후생노동성(2003).

한편 정년 후 최고 고용연령을 보면 근무연장제도이든 재고용제도이
든간에 65세 이상이 8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비록 고용기간은 1년이
압도적이지만, 고령자의 건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1년 계약기간을 반
복하여 65세까지 고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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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5> 정년 후 최고 고용연령
(단위: %)

합계
합계
근무연장제도만
재고용제도만
양제도병행기업

48.21)
49.31)
1)
49.6
35.11)

(100.0)
(100.0)
(100.0)
(100.0)

최고 고용연령 채택기업
60세
61세 62세 63세
이하
(1.8) (2.8) (4.7) (7.0)
(2.1) (0.9) (3.8) (3.6)
(1.0) (3.8) (5.8) (8.8)
(1.0) (0.1) (0.6) (4.3)

최고고용연령
65세
미채택기업
이상
(1.1) (82.7)
51.8
- (89.5)
50.7
(1.5) (79.1)
50.4
(0.5) (93.5)
64.9

64세

주: 1) 일률정년제를 채택한 기업 중 정년 후 제도가 있는 기업(67.4%)을
100으로 한 다음 최고 고용연령 채택기업의 비중임.
자료: 후생노동성(2003).

다. 고용형태
정년 후 고용된 고령자의 고용형태는 계속고용제도가 근무연장제도
인지 아니면 재고용제도인지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근무연장제
도와 재고용제도 모두 고용형태가 촉탁사원인 비중이 가장 높지만, 근
<표 6-26> 고용형태
(단위: %)

근
무
연
장
제
도
재
고
용
제
도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정사원
42.4
40.0
27.2
32.3
34.7
45.6
19.1
4.6
3.1
6.2
11.3
24.1

주: 무응답 제외.
자료: 노동성(2000: 78∼79).

계약사원 촉탁사원 파트타임머
7.9
43.7
15.5
10.0
70.0
10.0
10.6
56.7
16.7
7.5
55.4
12.5
9.7
54.7
18.8
7.4
39.3
14.6
11.1
67.6
17.6
12.4
75.2
13.7
10.8
84.1
18.6
13.0
82.5
17.0
10.4
77.8
16.0
11.2
61.5
18.3

기타
8.9
10.0
1.1
8.7
7.6
9.3
4.2
7.8
6.7
4.4
3.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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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장제도하에서는 재고용제도에 비해 정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재고용제도하에서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정사원의 비중
이 높으며, 근무연장제도하에서는 기업규모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기업에서 정사원의 비중이 다른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라. 근무형태
정년 후 고용된 고령자의 근무형태는 근무연장제도와 재고용제도 여
부, 그리고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기업규모별로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정년 전과 동일하다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재고용제도하에서는 기업규
모가 작을수록 근무형태가 정년 전과 동일하다는 비중이 높은 반면,
근무연장제도하에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근무형태가 정년 전과 동일하
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6-27> 근무형태(복수응답)
(단위: %)
근무일수는 정년전에 비해 정년전에 비해
정년전
동일, 일근무 근무일수 짧지만, 근무일수와 일 기타
과 동일
시간은 짧음 일근무시간 동일 근무시간 짧음
근
무
연
장
제
도

합계
85.5
5,000인 이상
100.0
1,000∼4,999인 88.3
300∼999인
90.5
100∼299인
88.8
30∼99인
84.1

재
고
용
제
도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86.5
78.4
81.0
87.6
86.2
86.8

3.4
2.2
4.2
4.1
3.1

6.4
20.0
11.7
8.7
5.3
6.5

9.4
10.0
11.1
4.3
6.2
10.7

7.2
1.1
6.0
11.6
6.0

7.0
26.1
13.2
7.8
8.8
6.0

8.2
30.7
16.1
9.4
7.3
8.0

5.8
22.9
14.2
5.4
7.4
4.9

7.9
7.2
11.5
8.3
7.5
7.8

주: 기타에는 근무일과 시간대 자유설정,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재택근무가 포
함됨.
자료: 노동성(2000: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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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년 후 재고용시 처우
정년 후 고용시 처우변화 정도를 보면 직무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비
중이 70%대로 가장 높지만, 자격과 역직은 변함이 없다는 비중이 변한
다는 비중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특히 임금은 50.5%의 기업에서
하락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재고용제도하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
록 임금하락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자격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변함이
없다는 비중이 높다.
<표 6-28> 정년 후 계속고용시 처우변화
(단위: %)

근
무
연
장
제
도
재
고
용
제
도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역직
변함 불변 미정
33.5 37.7 28.8
30.0 30.0 40.0
51.1 36.1 12.8
43.6 35.1 21.3
39.1 40.0 20.9
30.9 37.2 31.9
55.6 19.9 24.5
83.7 10.5 5.9
69.0 15.0 16.1
64.9 14.7 20.5
60.4 17.4 22.2
52.3 21.6 26.1

자격
변함 불변 미정
30.6 43.9 25.6
10.0 70.0 20.0
56.7 36.7 6.7
36.6 43.9 19.5
32.6 46.7 20.8
29.2 43.1 27.7
49.1 28.0 22.9
85.0 9.2 5.9
74.0 14.1 11.8
66.2 18.2 15.6
54.8 20.4 24.8
44.2 32.4 23.4

직무내용
변함 불변 미정
10.7 72.4 17.0
- 60.0 40.0
20.0 62.8 17.2
11.9 75.9 12.2
10.0 73.4 16.6
10.7 71.9 17.4
18.1 64.4 17.5
33.3 36.6 30.1
28.2 50.9 20.9
21.7 58.0 20.2
18.7 62.9 18.4
17.0 66.2 16.8

하락
50.5
40.0
71.7
53.6
48.0
50.8
72.9
86.3
84.5
82.3
76.9
69.9

임금
불변 미정
32.0 16.4
40.0 20.0
21.1 7.2
30.4 15.2
36.0 15.7
30.9 16.9
13.0 13.7
1.3 12.4
3.9 11.6
3.8 13.9
10.3 12.3
15.4 14.3

자료: 노동성(2000: 84∼85).

바. 임금감액률
정년 후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임금조정 유형은 크게 승계형
과 비승계형으로 구분된다(高年齡者雇用開發協會, 2000a: 31). 먼저 승
계형은 정년 전의 임금체계 또는 임금액을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시키
는 제도로서 다시 ① 정년 전 일체방식(원칙적으로 정년 전의 임금체
계 또는 임금액을 동일한 방식), ② 정률방식(정년 전 임금액×일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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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액+정률방식(정액+정년 전 임금액×일정률), ④ 정액제(직능자격
등에 따라 복수의 정액제), ⑤ 개별산정방식(개인별로 감액폭 설정)으
로 구분된다. 비승계형은 정년 전의 임금체계 또는 임금액을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시키지 않는 제도로서 ① 독자방식(정년 전의 임금체계
또는 임금액과는 별도로 직무금 등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임금체계의
변경을 수반함)과 ② 정액일률방식(전원 일률적으로 정액제도로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신용보증기금의 재고용제도는 월 100만이라는 점에
서 정액일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재고용자의 초임금 결정방식을 보면 정률방식이 4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액일률방식 15.9%, 일부의 수당을 제외하는 방식 8.0%
등의 순이다(政經硏究所, 2003. 8. 1: 9).17)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인 근무연장 또는 재고용 후의 임금이 정년 전에
<표 6-29> 근무연장 또는 재고용 후 임금감액률(정년 전과 비교시)
(단위: %)
감액률
기준내 임금이
10% 10∼15% 15∼20%20∼30%30∼40% 40%
하락하는 기업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근
무
연
장
제
도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50.5)
(40.0)
(71.7)
(53.6)
(48.0)
(50.8)

100.0
*
100.0
100.0
100.0
100.0

20.9
*
7.0
12.8
12.8
24.0

13.6
*
10.1
10.8
12.5
14.1

17.4
*
20.2
23.0
22.4
15.5

23.6
*
16.3
26.6
26.0
22.8

13.8
*
10.1
13.3
12.7
14.2

8.6
*
20.2
12.3
9.2
8.0

재
고
용
제
도

합계
5,000인 이상
1,000∼4,999인
300∼999인
100∼299인
30∼99인

(72.9)
(86.3)
(84.5)
(82.3)
(76.9)
(6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
1.5
4.1
3.9
7.1
10.7

10.0
2.3
4.6
8.1
11.9
9.7

17.3
8.3
11.6
13.6
19.0
17.4

25.0
15.2
24.5
27.7
23.3
25.4

18.2
21.2
21.7
16.3
18.1
18.4

7.6
41.7
29.2
27.6
15.8
16.5

주: *는 해당기업수가 적기 때문에 공포하지 아니함.
자료: 노동성(2000: 84∼85).
17) 이 조사는 政經硏究所가 2003년 4월 1일 현재 시점에서 재고용과 촉탁자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로서 조사대상업체는 252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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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감소한다는 비중은 근무연장제도에 비해 재고용시에 임금을 감액
한다는 비중이 높다. 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하락한다
는 비중이 높다. 임금감액률은 근무연장이든 재고용이든간에 20∼30%
미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40% 미만 18.2%, 15∼20% 미만의
순이며, 40% 이상 감액한다는 기업도 일부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근무연장제도의 경우 1,000∼4,999인 규모의 경
우 감액률이 15∼20% 미만과 40% 이상의 비중이 20.2%로 가장 높은
반면 30∼99인 규모에서는 10%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다. 재고용제도
에서는 5,000인 이상 규모에서는 40% 이상 삭감한다는 비중이 41.7%
인 반면 30∼99인 규모에서는 16.5%로 낮은 편이다. 근무연장에 비해
재고용될 경우 임금삭감액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기업에서
근무연장제도보다는 재고용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는 요인의 하나로 설
명할 수 있다.

제 6 절 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
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전되고 있다. 한편 성과조직인 기업은 한편
으로는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기업내부인력 구성의 고령화로 인한 인
건비 부담의 증대,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으로 인건
비 절감이라는 상반된 현실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은 명예퇴직 등 조
기퇴직의 실시와 연봉제로의 전환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
다. 그러나 조기퇴직은 중고령자의 재취직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
금 등 중층적 노후생활보장제도의 미흡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전체적으
로도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봉제로의 임금체
계의 전환도 인사고과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확산에 한계가 있다.
연공급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건비 절감방안으로서 나온 방안이 임
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 또는 고용연장을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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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제도이다.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정
년보장 또는 고용연장 방안으로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고령자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활력있는 사회구축을 위해서
도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임금피크제는 65세 현역
사회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연봉급제가 지
속될 경우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임금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임금피크제 모델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에 임금피크제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에 노사정이 상생할 수 있는 과제를 임금피크제와 관련하
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 업
65세 현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 기업이 취하여야 할 과제는 노동
조합이나 정부에 비해서 아주 많다. 기업이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가. 최고경영자의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 인식 및 명확한 방침
제시
기업의 제1의 목적은 성과를 창출하여 조직의 유지 및 발전에 있지
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주어진 고용창출 및 고용유
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된다(일본경단련의
방침 참조).
50대 중반의 중고령자를 고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최고경
영자의 결단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내부에서 고령자에 대해 ‘작업속도가
느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지 못한다’, ‘고임금’이라는 등 ‘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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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이유’를 열거하여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사내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는 경영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고
령자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노동력으로서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
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고령자 고용은 복지정책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코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최고경영자
가 고령자를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사내외에 대해 고령자 고
용의 추진을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
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 다음 사내에 고령자 고용을 검토하는 특별
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경우 고령자 고용은 착
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

경영노동정책위원회 보고 2003년판 : 일본경단련

고연령자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능력과 의욕에 부응하는 고용기회의 확
보․창출이 최대의 과제이다. 이른바 단카이(團塊)세대가 앞으로 수년
내에 60세 정년을 맞이할 시기가 오고 있다. 대량의 고연령자 실업이 발
생하지 않도록 재고용․재취직 등 60세 이후의 취로의 길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령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에 입각하여 취
로와 연금급부의 접속에 배려하면서 고연령자의 노동방식과 노동조건방
식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은퇴의 자유를
확보하고, 고령자가 어느 시기에는 걱정하지 않고 은퇴할 수 있도록 유
연하고 취로에 중립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 임금제도 개선
고령화 사회에서의 보상관리정책으로는 ① 직무급이나 연봉제로 임
금체계 전환, ② 연령과 관계없는 임금제도 구축, ③ 복선형 임금제도
구축, ④ 시니어직 신설 등이 있다.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인사고과제도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 연령과는 관
계가 없는 임금체계이다. 직무급이 보편화된 구미에서 고령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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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이유도 직무급 중심의 임
금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고
령자의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으로 중고령자에 대한
해고유인을 느끼는 기업뿐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직무급의 도입은 노사가 상생할 수 있
는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18).
둘째, 연령에 구애받음이 없는 임금제도란 60세까지의 고용을 전제
로 한 임금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연령대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임금부
담이 적은 임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
로 20대는 생활임금, 30∼40대는 능력주의, 50∼60대는 연봉제를 주축
으로 하는 임금제도를 들 수 있다. 연공급제하의 A-B커브를 향후에는
C-D곡선 또는 E-F곡선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6-11] 임금곡선의 수정
임금

B
D
F

E
C
A
45세

연령

주: A-B: 연공임금, C-D:능력주의 임금, E-F: 능력주의+성과주의
18)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2003년 10월 14일 대
의원 간담회에서 영남노동운동연구소에 의뢰한 ‘생산직 노동자의 고령화 경
향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해 검토하였다. 동 조사연구보고서에는 생산직 노
동자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현행 연공급제에
서 직무급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현대자동차노
동조합, 2003. 10. 1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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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방안은 코스별로 임금체계, 즉 복선형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승진 및 이동코스를 다양화하여 코스별로 별도의 임금체계
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게 승진 및 이동코스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① 관리직(부장, 팀장, 과장 등 조직의 장으로서 라인의 관리직),
② 전문직(특정 분야에서의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로서 직무를 수행하
는 specialist로서 이론적․체계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창조적이
고 독창적인 연구와 개발업무를 단독 또는 팀으로서 업무수행), ③ 전
임직(일정분야에서 오랜기간 동안 배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고도의
숙련된 기능과 풍부한 경험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expert. 대표적인
직무로서는 영업, 경리, 인사, 생산 등의 분야에서 직무수행)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전술한 승진코스별로 복선형 임금체계를 구축하여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네번째 방안은 특정 연령 이후 ‘시니어직’을 별도 설정하여 별도의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특정 연령, 예를 들면 50세
이후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직군을 불문하고 직무급 중심의 ‘시니어직’
을 신설하여 처우하는 방식이다(부록 6 참조). 직무급 중심의 시니어직
을 구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으로는 ① 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원칙 준수, ②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결
정, ③ 주요 직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식, 숙련도, 작업조건 등의 요소
를 종합하여 곤란도와 중요도를 평가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 결정 등
이다.

다. 직무재설계 등 직장개선
고령자가 되면 육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능력
이 저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직무분석과 직무
재설계를 통한 직장개선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직무분석과 직무재설계를 통한 직장개선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업은 고용조정을 통해 고령자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을 받기 쉽다. 그러므로 정부는 고령자 고용

고령화 시대의 보상관리

309

에 필요한 직장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소요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연령우대문화의 불식
최근 기업에서는 성과주의적 인사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성과주의’
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연령과 근속연수에 구애받음이 없이 종업원의
개인의 능력과 업무성과에 주안점을 두어 처우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
적이다. 그러므로 연령에 구애받음이 없이 일률적으로 능력기준이나
실력기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종업원
가. 직업능력개발
상시적 구조조정이 행해지는 사회에서는 고용안정의 의미도 변화된
다. 즉,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고용보장을 의미하는
직장안정(job security)의 개념보다는 어느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취업
이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고용안정(employment security)의 개념
이 보다 중시된다는 것이다. 즉, 평생직장시대가 평생직업의 시대로 전
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시장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로서 고령자를 고용하
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경영상 중요한 전력
으로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21세
기 조직에서 경력개발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평생직업시대에 걸맞는 자신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 자신의 부단한 능동적․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조정의 항상화 시대에는 기존의 심리
적 고용계약이 붕괴되고 대신 새로운 고용관계의 핵심내용인 ‘경력탄
력적인 인력’이 요구된다. 이 새로운 개념은 경력관리와 개발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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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고
용하기를 원하는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은 종업원의 책무가 아
닐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이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를 항상적
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경력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해 자신의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경력개발의식을 지니는 것은 청
년층부터 중견층만의 과제로서 이미 50세가 넘은 중고령자에게는 의미
를 지니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없진 않지만 중고령자도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에 맞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나. 변화적응력 배양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가 되면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
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고령자의 경
우에는 나이에 구애받음이 없이 끊임없이 직업능력의 유지․개발이라
는 측면에서 학습하여 오히려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건강 유지
현역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심신 모두 건강하여야 함
은 말할 나위도 없다. 65세까지 현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부
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일에만 몰두하여 취미나 운동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머리의 유연성이 상실되거나 생활관습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
므로 일과 일 이외의 활동과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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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적극적 협력자세 견지
기업은 성과조직으로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가장 기
본적인 목표인 고용안정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없음은 말
할 나위도 없다. 노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작업장 수준에서의 각종 활동에 노조 차원에서 뿐 아니라 조합원들
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전
환하려는 노사 양측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나. 배치전환 등 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타파
세계는 1980년 말부터 기술의 발전, 소비자 기호의 변화, 경쟁격화
등의 이유로 과거의 소품종 대량생산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시대로
접어들어 단능공보다는 다능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능공이 되기 위
해서는 배치전환 등 이동이 절대적으로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는 배치전환을 정리해고의 전 단계로 인식하는 등 배치전환에 대해 일
본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이 농후한 실정이다.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도 다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배치전환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를 근로자는 물론 노조 스스로도 불식해야 할 것이다.

다. 정년보장과 고용연장의 필요성 제시
일본의 경우 2001년 4월부터 후생연금의 기초연금부분의 지급이 61
세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다수의 노조에서 춘투에서 경영측에 대해 정
년 이후의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여 실현시켜 왔다. 제도 수립
시 노조의 역할은 아주 크지만,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가 필요하다. 인사부는 직장실태를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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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종업원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진실을 모르고 있다. 본사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직장의 실태에 입각해서 종업원의 본심을 파악
할 수 있는 조직은 노조뿐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
던 정보를 취합하여 경영측에 상이한 시각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자 고용의 실현에 대해 경영측에 제안마저 못한다면 그 노조는 노
조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부터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61세가 되므로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평균 정년연령이 56.6세에 지
나지 않아 국민연금 개시연령 60세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화이트칼라
관리직의 경우 조기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정년을 거의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노조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뀔 필요성이
있다. 물론 중고령자인 화이트칼라 관리직의 경우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노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합원도 가까운
시기에 비조합원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라. 임금인상 위주의 노동운동 불식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는
경제여건, 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이지만 세계화
로 인한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과거의 고도성장시대가 끝나며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21세기에는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에 주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합원의 고령화는 어느 일부 산업에
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노화와 이에 따른 산업재해 문제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노조 조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종전의 임금인상 위주의 노동운동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러므로 노조는 과거의 고율의 임금인상 실정에 연연하기보다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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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고령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나아가 정년연장 등 계속
고용을 위한 방안 강구에 조합활동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정 부
가.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 및 고용연장 분위기 조성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령자는 능력이 부족하다’, ‘고령자는 노동력으
로서 다루기 어렵다’라는 편견이 널리 존재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특정 유형의 능력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력으로서 완전히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어느 유형의 능력은
향상되어 젊은 층이 담당할 수 없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
므로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정부가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
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데 노
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고령자 적합직무 또는 직종 개발
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령자를 고용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의 주재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령자 적합직무의 개발은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
는데 불가결한 요인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 또
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령자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각 산업마다 신규․성장분야를 전망하여 이 분야의 직무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령자
에 적합한 훈련형태 및 훈련지도방법 등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이와 아울러 채용패턴,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경험․지식․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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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게 부가되어야 할 직업능력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
다.

다. 선진사례 홍보
현재 고령자를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고령자도 유력한 노동력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
들 기업의 경우 연령이 아니라 개인차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하여 활용
하기 때문이다.

라.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단체 설립
일본에서는 1978년 재단법인 고연령자고용개발협회19)를 설치하여
65세 현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
협회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적정 노동조건의 확보 및 기타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고령자의 고용증진을 위한 환경정비를 위한 기업진단
시스템(직장개선 진단, 건강관리 진단, 교육훈련 진단, 인건비․임금분
석진단시스템) 운용, 사업주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정보 및 자료제공, ｢고
연령자등의고용안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
사업 등을 실시하여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과
함께 고령자 고용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고령자 고용을 전담하여 촉진시키
는 공공단체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령
자 고용에 정부의 분명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 고령자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중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연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19) 2003년 10월부터는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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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삭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중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수준을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의 유무에 따라 기업과 노동조합의 대응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
속고용정착촉진장려금,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긴급고용창출특별
장려금, 시행고용장려금, 재직자구직활동지원조성금 등 우리나라에 비
해 아주 다양한 제도를 통해 중고령자의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특히 60세 정년 후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 기업연금,
재직노령연금과 고연령고용계속급부를 감안하여 고령자의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적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음에도 계속
취업하고 있는 60∼64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급료에 의해 결정되는 표
준보수월액20)과 연금월액(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합계수입에
따라 재직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표준보수월액과 연
금액에 따라 상이하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재직자에 대해서도 후
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2년 4월부터 재직노령연금을 지급하
고 있으며, 그 액수는 표준보수월액과 연금액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나라에서도 60∼65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미만의 감액 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감액 또는 완전노령연금의 가입기간별 기본연
금액의 50%에서 90%까지 매년 10%씩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
는 재직자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년연령
이 60세로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직노령연금을 60세 이후에 지급
해도 무방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정년연령이 56.6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을 삭감할 경우 이를 보완할 제도
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정년 후 고용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뿐 아니
라 고령자 개인에 대해서도 급부금을 지급하는 고연령고용계속급부제
20) 표준보수월액이란 지난 3개월간 월례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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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마련하고 있다. 동 제도의 지급대상자는 피보험자기간이 5년 이
상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다. 고연령고용계속
급부제도는 ① 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금, ② 고연령재취직급부금 등
두 종류가 있다. 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금이란 60세 정년도달 후 실
업급여를 받지 않고 고용을 계속하는 고령자에 대해 65세까지 지급된
다. 지급액은 정년 후 받게되는 임금수준에 따라 상이하다21). 고연령재
취직급부금은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직한 자에 대해 지급되며, 실업
급여의 잔여일이 200일 이상이면 2년간, 100일 이상이면 1년간 지급된
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다수고용장
려금, 신규고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을 일정기간 지급하고 있으나 일본
과 같이 고령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령근로자에 대한 재직노령연금과 고연령고용계속급부제도
등 공적 급부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
나 공적 급부가 지급됨으로써 고령자의 임금이 본래 받아야 될 임금보
다도 낮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우 60세 이
후의 고령자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
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적 급부제도는 축소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笹島芳雄, 2001: 77).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공적 연금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만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제 7 절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
행되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기업내부인력의 고령화도 산업, 직
21) 지급액은 임금이 60세 임금월액의 61% 미만일 경우에는 수령임금의 15%
를, 60세 임금월액의 61∼75% 미만일 경우에는 일부 삭감하여 지급하고,
71%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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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그리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착실히 진
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회의 고령화와 기업내부인력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300인 이상 대기업)은 56.6세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
기퇴직으로 평균 정년연령마저 산업현장에서는 사실상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조기퇴직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
진 평생직업의 시대에 개인이나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에 반드시 바
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경우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고용인프라의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조
기퇴직은 개인은 물론 기업,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기업내부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방안은 크게 인력조정,
성과주의임금제도로의 전환,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인력조
정이나 직무급 또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은 나름대로 문제점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연공급제하에서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
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임금피크제
이다.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현행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을 전
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본고에서
는 일본과는 달리 현행 정년연령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모델을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임금피크제 모델
을 기업에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물론 임금피크제만이 고령화 사회의 임금정책은 결코 아니다. 고령
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60세, 중기적으로는 65세, 장기적으로는 연령에 구애
받음이 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
있다고 볼 때 임금피크제는 그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임금피크제 모델에 대한 연구는 중층적 노후보장생활제도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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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업 없는 노동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가운데 조기퇴직이 현실의
고용조정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일 뿐 아
니라 현실적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신뢰부족으로 노동조합은 현행
정년도 보장하지 않고 임금만 삭감하는 임금제도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한 기업은 직무재설계, 고령자를
위한 직장 개선, 연령우대문화, 직위부족 등의 이유로 고령자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본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우리나라에
앞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모델별로 제시하
였다.
먼저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에서는 임금 굴절연령, 임금
감액률,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정년보장형 임
금피크제 모델 도입시 노사간 가장 큰 쟁점사항이 될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제와 중간정산제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을 채무확정한 다음 퇴직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취업
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집단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과 우리나라의 판례와 함께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분석을 통해 취업
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지만, 최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불이익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취
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
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
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방
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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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구분된다. 노동조합이 가장 선호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정년연령을 55세에
서 60세로 연장하면서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
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
고는 부정적인 것이 일본의 경우에도 현실이다. 따라서 정년연장형 임
금피크제 모델대신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이 정년퇴직 후 근로자
의 계속고용을 도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이든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이든간에 도
입시 고려하여야 할 요인으로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적용기준, 고용기
간 및 최고 고용연령, 고용 및 근무형태. 정년 후 고용시 처우, 임금감
액률 등을 일본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노사정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인 임금피크제 모
델을 노사합의하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
다. 그 중에서도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기
업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 인식 및 명확한 방침 제
시, 고령자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임금제도 개선, 고령자 고용을 원활
하게 할 수 있는 직무재설계와 직장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변화적응력 배양, 그리고 건
강유지를,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자세 견지, 배
치전환 등 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타파, 정년보장과 고용연장의 필
요성 제시, 임금인상 위주의 노동운동 불식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리고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 및 고용연장 분위기 조성, 고령
자 적합직종 및 직무 개발, 선진사례 홍보, 고령자고용단체 설립, 고령
자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
어야만 한다.
고령화는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도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고령화 사회는 청년사회에 비해 고용방식, 임금
제도, 노사정의 태도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의 전환
이 이루어질 때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각종 폐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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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고용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일본)
노사정은 2002년 11월 26일 내각총리대신의 요청에 따라 고용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번 별지와 같이 노사정 3자가 서로 협
력하여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고용정세의 악화는 일본 사회의 안정에 심각한 문제로서 향후 경제
의 건전한 발전,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고
용유지․확보는 긴급한 과제라는 공통인식하에 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근로자가 일에 의욕을 가지고, 기업은 활력으로 가져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을 위해 노사정은 협력한다.
정부는 이 합의에 입각하여 보정예산 및 2003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시급히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노사
단체는 정부의 시책에 이해․협력함과 아울러 상호 이해로서 경영의
안정과 고용의 유지․확보에 일치 협력한다.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 적
정한 노무관리를 위해 협의한다.
향후 노사정은 필요한 협의를 행하고, 일치 협력하여 합의사항의 확
대를 지향하여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에 기여한다.

1. 고용의 유지․확보
경영측은 고용의 유지․확보가 사회적 사명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종래 이상으로 고용의 유지․확보에 최대한 노력한다. 한편 경영환경
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의 고용유지․확보노력에는 어려움이 있어 고용
에 관한 비용의 경감이 중요하다.
노동측에서는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상응하여 worksharing을 포
함한 취업형태의 다양화,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등 경영기반의 강화
에 협력한다. 또한 고용비용을 삭감하여 고용유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노동조건의 탄력화에도 대응한다. 즉, 노사는 노동시
간 관리 등 노무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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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전술한 노사의 노력에 대응하여 노동보험제도의 효율
화, 중점화를 행함과 아울러 기업에 의한 고용유지․확보노력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한다.

2. 취직촉진
현재 어려운 고용실업 정세하에서 의욕을 지닌 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신규학교 졸업자를 포함한 구직자가 그 의욕을 살려 취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이를 위해 재취직 촉
진체제의 정비, 고용취업기회의 확대는 급선무이다. 또한 고용보험제도
재원의 적정 활용이 불가결하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취업촉
진체제를 구축한다.

가. 재취직 촉진체제의 정비
취업의욕이 높은 구직자에 중점을 둔 종합적․개별적 취직촉진체제
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 인재도 활용하면서 취직지원요원을 증
원하고 구인개척, career consulting, 직업소개 등의 서비스를 일체적으
로 제공하는 등 공공직업안정소의 기능개혁을 도모함과 아울러 민간직
업소개기관의 활용을 도모한다. 또한 시행(trial)고용과 order-made 직
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경영측이 신졸자의 채용과 이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위해 강구하는 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나. 고용창출
향후 고도의 물건만들기 산업의 육성, 금융의 재생, 물류거점 정비
등의 산업기반의 발전에 연계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모든 서비스
부문을 주체로 하는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창업․신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고용기회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시 필요한 최저자본금의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도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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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창업․신사업 진출에 대한 자
금공급의 원활화, 기술개발에 의한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사업재생
에 기여하는 인재육성, 학생 등에 대한 起業家교육, 起業지원, 평가체
제의 정비 등을 강화한다.
한편 구조개혁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긴
급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① 현재 긴급지역고용창출특별교부금을 증액함과 아울러 동 사업에
서 중소기업의 활용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② 또한 불량채권 처리의 가속화에 의한 고용실업 정세의 심각화에
대응하여 현재 긴급고용창출특별기금을 확충하고, 이직자의 취
업․起業에 대한 지원과 자회사, 관련회사의 설립 등을 포함한
고용의 장의 확대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한다.
③ 그리고 긴급대응형 worksharing의 실시에 대한 조성의 개선․확
충을 도모함과 함께 다양취업형 worksharing에 관한 노사정의
협의를 강화한다.

다. 고용보험제도 개혁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고용실업 정세 및 보험재정에 비추
어 볼 때 장래 safety net으로서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재취직을 촉진하는 급부수준의 설정, 통상노동자와 파트노동자의 급부
내용의 一本化, 도산․해고 등에 의한 이직자 등에의 급부의 중점화,
고용보험 3사업의 중점화, 합리화 등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율의 수준에 대해서
는 경기의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도 고려하면서 검토한다. 또한
노재보험요율도 함께 검토한다.

3. 노동시장 개혁
현재 고용실업 정세에 대응함과 아울러 장래의 고용기회의 확대, 경

고령화 시대의 보상관리

323

제 발전을 고려하여 취업형태의 다양화를 진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노동법제를 개정한다.
또한 중고연령자의 재취직이 용이하도록 현행 관행의 개정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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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의 고령자 고용대책 추이
① 1963년 7월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중고령실업자의 취업촉진제도 창설
◦직업안정법 : 인정을 받은 실업자에 대한 취직촉진조치 창설
② 1966년 7월 고용대책법 제정,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중고연령자고
용률제도 창설
◦고용대책법
- 適職의 선정
- 중고연령자의 고용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별도 시
책 강구
◦직업안정법
- 중고연령자(35세 이상)의 직종별 고용률 설정
- 고용요청
③ 1971년 10월 중고법(中高法) 제정으로 특정지역제도 창설
- 중고연령자(45세 이상) 직종별 고용률 설정
- 구인 불수리, 고용 요청
- 특정지역의 지정, 고용촉진을 위한 계획 작성, 흡수율의 적용
④ 1973년 9월 고용대책법 개정으로 정년연장 상정, 재취직원조계획
제도 창설
◦고용대책법
- 정년연장을 촉진하는 시책 실시
- 정년도달자에 대한 재취직원조계획 작성 요청
⑤ 1976년 10월 중고법 개정으로 포괄적인 고용률제도 창설
◦민간에 대해 고연령자(55세 이상)의 포괄적인 고용률(6%) 설정
- 구인의 불수리, 계획작성 지시, 고용 요청, 고용상황 보고
- 선정직종에 대해서는 구인 불수리, 고용 지도
- 관공서 등은 중고연령자고용률제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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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986년 4월 중고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고연령자등의고용의
안정등에관한법률｣로 개칭
- 60세 정년의 노력의무화
- 정년연장 요청, 계획의 적성 명령, 계획 시정․적정실시 권고,
공포
- 재취직원조의 노력의무화 및 계획대상자의 확대(55세 이상)
- 고연령자고용안정센터, 실버인재센터 지정
- 민간에 대해서는 고연령자고용률제도 폐지
⑦ 1990년 10월 고령법을 개정하여 계속고용 노력의무 창설
- 기본방침 책정
- 희망자에 대한 계속고용 노력의무화와 안정소에 의한 권고
⑧ 1995년 4월 고령법 개정으로 60세 정년 의무화
- 60세 정년 의무화(시행은 1998년 4월 1일부터)
-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시, 변경․적정
실시 권고
- 직업경험활용센터 지정
⑨ 1996년 10월 고령법 개정으로 실버인재센터연합회 창설
- 실버인재센터연합회 지정
⑩ 2000년 10월 고령법 개정으로 재취직원조계획제도 확충
- 정년연장 등에 의한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 노력의무화
- 재취직원조계획의 개별교부와 대상자의 확대(45세 이상)
- 실버인재센터의 업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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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고연령자 고용취업대책
가. 지식․경험을 활용하는 65세까지의 고용확보
1)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촉진

- 공공직업안정소에 의한 사업주에의 지도 및 상세한 상담․지도
- 지역 경제단체와 제휴하여 고연령자의 職域개발 추진 및 65세까지
의 계속고용제도의 도입비율 상승을 위한 지도․원조 강화(65세
계속고용달성사업)
-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조성조치(계속고
용정착촉진조성금)

나. 중고령자의 재취직 원조 및 촉진
1) 정년퇴직자 및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중고연령자의 재취직 원조를
행한 사업주에 대한 지도․원조

- 사업주에 의한 이직예정 중고연령자에 대한 재직 중의 지원 추진
(재취직원조계획제도의 보급 및 활용 촉진)
- 이직예정 중고연령자의 재취직 원조를 행한 사업주 등에 대한 조
성조치(재직자구직활동지원조성금)
- 기업그룹 내의 중고연령자를 받아들인 사업주에 대한 조성조치(이
동고연령자등고용안정조성금)
2) 공공직업안정소 등에서의 직업상담․직업소개
3) 중고연령자 trial 고용사업 추진
4) 중고연령자 실업자의 관민 일체가 된 재취직 지원(career 교류사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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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사회참여 촉진
1) silver 인재센터사업 추진

- 육아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 밀착된 사업 추진
- senior work program사업(사업주단체의 參劃하에 기능습득, 합동
면접회, 직장체험강습 등 실시)
2) 고연령자 등에 의한 창업지원

- 3인 이상 고연령자 등에 의한 창업시 지원조치(고연령자등공동취
업기회창출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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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를 위한 각종 조성금(장려금)
제도의 명칭
계속
고용
제도
의
도입

계속고용정착촉진장려금
(계속고용제도장려금, 제Ⅰ종)
계속고용정착촉진장려금
(다수계속고용조성금, 제Ⅱ종)

설비 고연령자고용환경정비융자
투자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특정취직곤란자고용개발조성금
긴급취직지원자고용개발조성금)

중고
령자
의
고용

제도의 개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한 사업
주 또는 고연령자사업소를 설치한 사업
주(제Ⅰ종 수급사업주)
제Ⅰ종 사업주로서 고용기간 1년 이상 60
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자를 15% 이상
고용한 사업주
고연령자를 위한 시설․설비 개선 등을
한 사업주
고연령자를 계속해서 고용한 사업주

제도의 내용
제도의 내용, 제도의 연장기간, 기업규모, 고연
령자수 등에 따라 최대 5년간(연 1회) 지급
1인당 월 1.5만엔(중소기업 2만엔)을 최대 5년
간 지급, 단시간노동자는 반액
정책금리로 융자비율은 30%
1년 임금액의 1/4(중소기업 1/3)
6개월 임금액의 1/4(중소기업 1/3)

재취직원조계획 대상자(45세 이상 65세
재직자구직활동지원조성금
미만)를 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인당 30만엔
(재직구직고연령자등수입급부금) 고용한 사업주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제 페지한 경
사업재구축사업주로부터 고연령자 등의 65세까지의
우 계획대상 노동자 1인당 30만엔 지급 등
이동고연령자등고용안정조성금 이적출향을
받은 자회사 등의 사업주
(2005년 3월 31일까지의 한시제도)
고용상황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고연 대상노동자 1인당 30만엔
령자 등 비자발적 이직자 등을 고용한 사 (2005년 3월 31일까지의 한시제도)
긴급고용창출특별장려금
업주
신규․성장분야고용창출특별장려 신규․성장분야의 사업주로서 비자발적 대상노동자 1인당 70만엔
금(신규․성장분야고용장려금)
이직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
(2005년 3월 31일까지의 한시제도)
試行고용장려금
중고연령자를 시행적으로 고용한 사업주 1인당 5만엔(3개월 상한)
불량채권처리의 영향으로 이직이 부득이
불량채권처리취업지원특별장려금 하게 된 지원대상자(30세 이상 60세 미 1인당 60만엔(신규․성장분야 사업주 70만엔)
만)를 고용한 사업주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6개월 이내에 지불한 창업경비의 1/3
地域雇用受皿(수명)사업특별장려 서 행하는 법인을 신설한 경우 1년 이내 창업후
(상한 500만엔) 및 30세 이상의 비자발적 실업
에 3인 이상 재취직을 희망하는 자를 상 자
금
1인당 30만엔
시고용한 사업주
고연령고용계속급부(고연령고용 60세 시점에 비해 임금이 25% 이상 삭감
계속기본급부금, 고연령재취직급 된 상태로 계속고용된 피보험자
임금삭감폭에 따라 상이
부금)
실시장려금(사업주): OJT수강생 1인당 월
24,100엔, 座學 훈련시간의 1할 초과할 경우
월 90,000엔,
수강장려금(수강생) : 일 6,500엔
이직예정인 고연령자 등의 재직중 구직 휴가일수 1일당 5000엔 지급
활동을 위한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005년 3월 31일까지의 한시제도)
이직예정인 고연령자 등을 민간재취직지 직업소개사업자 위탁에 소요된 비용의 1/4(상
한 1인당 30만엔)
원회사를 활용하여 이직으로부터 3개월 지급대상인수는
동일재취직원조기본계획서에
이내에 재취직시킨 사업주
대해 300인 상한
이직예정인 고연령자 등의 이직전 재취 재취직지원체제 정비에 소요된 경비의 1/2.
직 원조를 위해 지원체제를 정비한 중소 100만엔 한도
기업사업주단체의 장
기업규모의 축소 등에 의해 퇴직전 휴업 장기휴업에 대해 지불한 수당액에 상당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노동자의 희망 액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퇴직 모집을 행하는 사업주
의해 선출된 액의 1/3

능력 신규․성장분야고용창출특별장려 신규․성장분야의 사업주로 30세 이상 60
세 미만의 비자발적 이직자 등을 대상으
개발 금(신규․성장분야능력개발장려
금)
로 직업훈련을 행한 사업주
재직자구직활동지원조성금
(구직활동지원급부금)
재직자구직활동지원조성금
(재취직지원회사활용급부금)
재취
직
원조 재직자구직활동지원조성금
(재취직지원체제정비조성금)
퇴직전장기휴업조성금

고연
이상 고연령자 등 3인 이상이 스스
령자 고연령자등공동취업기회창출조성 45세
설립등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지불된
로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출자하여 법인
등에 금
경비(인건비 제외) 합계액의 2/3(500만엔 상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
의한
한)
주
창업

주: 고연령자 등(45세 이상 65세 미만), 고연령자(60세 이상 6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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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1. 도입목적
① 인사적체 해소
② 승진기회 확대
③ 고령자의 사기 제고
④ 명예퇴직의 대체제도로 활용
2. 임금피크제의 내용
① 직군전환 : 만 55세에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 별정직에 업무지원직 신설
② 직무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직무
- 채권추심, 소송수행업무, 기타업무(컨설팅, 연수원 교수, 신용조사서
감리 등)
③ 임금 : 전환 전 임금의 평균 55%
○ 임금의 구성 : 임금+성과급+연월차수당(미사용시)
- 임금 : 1차년도 전직 전의 75%, 2차년도 55%, 3차년도 35%
- 성과급 상한 : 연도와 담당업무에 따라 차등, 2차, 3차년도로 갈수
록 한도 확대
④ 퇴직금 중간정산
⑤ 복리후생 : 전환 전과 동일
⑥ 처우 : 전환 전과 동일(예컨대 신분, 호칭 등)
⑦ 복선형 고용제도 도입
- 55세시 명예퇴직, 직군전환, 업무연구역으로 전환 등
3. 노사의 협의과정
- 2002년 4월부터 노사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4월 노사합의 후 동년
7월부터 실시
4. 효과
① 고용불안 해소
② 사회적 신분 유지
③ 구조조정 효과
④ 인사적체 해소 및 인건비 절감
⑤ 직원 및 조직의 moral hazard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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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후지(富士)전기의 선택적 정년연장제도

1. 선택적 정년연장제도의 도입배경
① 2001년부터 노령후생연금(정액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
조정
② 종업원의 니즈(60세 이후 안정된 수입, 높은 취업의욕 등)
③ 회사의 니즈(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령인재 활용
2. 선택적 정년연장제도의 내용
① 본인의 의사 존중 : 55세 시점에서 60세 정년 또는 정년연장 선택
② 담당직무 : 회사가 지정(현직근무 포함)
③ 근무형태 : 통상근무 원칙
3. 임금조정 방안
1) 임금
① 60세까지는 56세부터 임금․상여 15% 삭감
② 60세 이후는 55세 연봉의 약 50%
- 노령후생연금의 비례부분과 고연령계속고용급부금을 고려하여 설정
2) 퇴직일시금제도 개정
3) 기업연금(후생연금기금)제도 개정
3. 노사간 협의과정
① 1999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노사 각 4인으로 노사검토위원회
구성하여 협의
② 2000년 춘투 전에 합의
4. 노사간 쟁점사항
① 급여수준의 감축액
② 선택내용 변경 : 정년연장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시 퇴직위로
금 지급(정년까지의 잔여기간 기준)
③ 60세 이후의 근무형태 : 원칙 통상근무
5. 향후 과제
① 직무개발 : 외주업무
② 근무형태 다양화
③ life plan 연수 충실
④ 공적급부(연금, 고용보험)제도의 개정에 다른 노동조건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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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산요(三洋)전기의 ‘60세 이후의 고용연장제도’

1. 고용연장제도의 도입배경
① 2001년부터 노령후생연금(정액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
조정
② 종업원의 니즈(60세 이후 안정된 수입, 높은 취업의욕 등)
③ 회사의 니즈(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령인재 활용)
2. 고용연장제도의 내용
① 대상 : 보직자를 제외한 희망자 전원
② 신청시기 : 55세에 신청
③ 특징 : 60세를 기점으로 전후 기간을 같이 하여 재고용기간에 따라
임금을 감액
3. 고용 및 처우의 내용
1) 정년까지의 처우
① 임금 : 기본급의 25∼30% 감액 → 상여도 동일비율로 감액
② 퇴직일시금제도 신설 : 정년 전에 임금․상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퇴직일시금제도 신설
2) 재고용 후의 처우
① 신분 : 60세까지는 사원, 그 후는 senior staff
② 조합원자격 : 유지
③ 직무 : 정년까지는 원칙적으로 현직, 재고용 후 이동
④ 노동시간 : 정사원과 동일
⑤ 임금 : 최저 200만엔(월례임금 월 15만엔+상여 20만엔)+α(직무․성
과)
- α는 상여로 지급
⑥ 임금산정 기준 : 재직노령연금과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의 수급을
전제로 외부노동시장의 임금을 고려하여 임금산정. 직업안정소에서
의 구인배율로 고려
⑦ 재고용 종료시 일시금 지급(일종의 공로금)
3. 노사간 협의과정 및 노사간 쟁점사항
① 1998년부터 노사 공동으로 ‘고용처우검토프로젝트’ 설치하여 2000년
4월 동 제도 도입
② 노사간 쟁점 : 정년 전의 임금삭감액, 퇴직일시금
4. 향후 과제
① 60세 이후에도 계속가능한 직무개발
② 다양한 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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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일본 기업(중견식품유통업체)의 시니어급 사례

1. 시니어직 도입목적
① 본인의 정년퇴직에의 soft landing
② 직위 이양으로 조직 활성화
③ 총액인건비 관리
④ 장래 정년연장 대비
2. 처우의 내용
① 역직정년제 도입 : 55세부터 개인별로 역직 정년을 정해 58세에는
전원 역직 정년
② 시니어직제의 도입 : 55세에 도달한 사원 전원을 현행과는 전혀 다
른 별도의 처우체계인 ‘시니어직’제로 이행
3. 시니어직제의 내용
가. 등급 : 없음
나. 급여
① 기본급 : 연령급+시니어급
- 연령급 : 55세 131,200엔으로 1만엔 삭감, 58세에 121,200엔으로
또 1만엔 삭감
- 시니어급 : 현재 직능급액의 0∼-15% 범위 내에서 설정. 정기승
급분 폐지. 베이스업제도 유지
② 수당
- 관리․전문직수당 : 6등급 이상인 직무담당자에게는 58세까지만
지급
- 기타 특수작업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은 현행
대로 지급
③ 시니어급의 내용
- 직무등급에 따라 임금조정
․직무내용이 동급이면
종래 직능급의 0% 삭감
․직무내용이 1등급 하락하면 종래 직능급의 5% 삭감
․직무내용이 2등급 하락하면 종래 직능급의 10% 삭감
․직무내용이 3등급 하락하면 종래 직능급의 15% 삭감
- 동일한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등급보다 낮은 직무
수행시에는 임금 삭감
- 정기승급분 : 폐지
- 베이스업 : 유지
④ 상여 :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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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된 사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하고 고령자
도 은퇴해서 사회적인 피부양자가 되는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국가 수
준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과 연령
차별금지라는 원론적인 방향제시를 한 바는 있지만(장지연, 2003), 현
실 수준에서 이것은 더욱 깊은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하는 문제
이다.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제I편의 결론에서는 잠정적으
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임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
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고연령자의 임금수준을 다소 낮추더라도 고용
을 안정시키고 근로생애를 연장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고령화 사
회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임금체계 개선
과 병행하여야 할 정책의 방향은 명백한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이 채용이나 해고의 기준이 되는 관행
은 일종의 차별이며 비합리적인 노동시장 관행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
다.
본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제II편은 제I편의 발견과
잠정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근거로 좀더 구체적인 고용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I편에서는 넓고 얕게 고령취업자 전반의 특성을
다루고 그 일부로서 임금노동자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이번에는 좁고
깊게 ‘임금노동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특히 임금노동시장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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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력이 고령화되는 추세에 주목하면서 중고령 인력의 고용안정과 퇴
직시점의 연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임금체계, 정년제도, 그리고 연령차별의 문
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연령차별의 문제와 정년제, 임금체계는 따로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
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연
공중심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기업이 고연령자를 배제하고 싶은
인센티브를 형성한다. 이 때문에 제도로서의 정년제는 현실에서 그 기
능을 거의 상실하였고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에서 고연령자가 우선적으
로 선정되는 기제를 통하여 고연령자의 조기퇴직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연령차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파하여야 할 비합
리적인 노동시장 관행이다. 정년제는 연공중심의 임금체계와 친화성을
갖는 제도로서 현재로서는 고령자에 대한 보호막의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크게 볼 때는 연령차별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은퇴연기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있
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제
학, 법학, 경영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모여 학제적인 연구
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공중심의 임금체계와 제도로서의 정년제, 그리
고 고연령자의 조기퇴직 경향이라는 현실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경제학
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마련
을 통한 법적인 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 선진국
의 법규정에 대한 연구와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검토 등의 방식을 통
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배제적이지 않은 노동시장 형성
을 위해서는 연공중심의 보상체계에 대한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
는 전제하에 임금피크제도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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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개념의 명료화

먼저 퇴직연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개념적으로 명료화하
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정년연장 논의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논의에서는 세 가지 퇴직연령 개념이 자주 혼동되
어 사용되고 있다. 첫째, 법정퇴직연령 또는 법정정년연령의 개념이 있
다. 우리나라는 법이 정한 정년연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60
세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으며 다만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권고 내지 장려의 의
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
년 또는 퇴직연령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 때로는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를 연령차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공식은
퇴직연령(official retirement age)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이것은 공적연
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연령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법정정년연령
60세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한다. 연금제도가 기능하는 대부
분의 국가에서 연급수급연령은 65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OECD, 2003).
둘째, 개별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정년연령이다.
한국노동연구원(2002)이나 노동부(2003)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
업의 75%는 정년을 정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는 97% 정도가 정년을 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정하고 있는 정
년연령의 범위는 대체로 55∼57세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권장하는
연령이자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인 60세에 현저히 못미치는 연령이다.
셋째, 민간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퇴직하는 연령은 이보다도
훨씬 낮다. 임금근로자 전체를 놓고 볼 때, 30대에 14% 정도가 퇴직하
고 50세가 되기 전에 절반 이상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지연, 2003), 경총의 조사결과는 평균 45세에 기업에서 퇴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경총 김정태상무 인터뷰). 이 세 가지 퇴직연령 중에서
어떤 연령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인지가 매번 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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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안정이나 은퇴연기를 위해서 퇴직연령을 늦추어야 한
다고 할 때, 이 때의 의미는 근로자의 실질 퇴직연령을 연기해야 한다
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흔히 논의되는 것은 첫
번째 또는 두번째 개념의 퇴직연령의 연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런
데 자주 간과되는 것은 법정정년연령을 높이는 것이 개별 기업이 정한
정년연령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점과 또 궁극적으로 실질 퇴직연
령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
식 없이 법정정년연령의 연장을 실질 퇴직시점 연기를 위한 정책적 대
안으로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점을 지적하면서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 2 절 조기퇴직의 확산: 실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년으로
정한 연령은 대체로 55∼57세 정도이다. 이 연령도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이른 연령이라는 주장이 많은 터에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년연령까지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 감소
하고 있고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고용조정의 많은 사례들에서는 고연령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
관행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장지연, 2003).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65세 정도까지는 경제활동을 지속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문에서 보면, 대다
수의 기업에서 55∼57세 전후의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장지연,
2003). 게다가 정년연령까지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대다
수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50대 초반이나 심지어 40대 후반에 직
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흔하다.
정년제는 ‘평생직장’의 개념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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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비교적 장기간의 안정된 고용을 암묵적으로 보장한다는 전제하
에서 단기적인 생산성과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하지 않는 연공급적인
보상체계가 운영되는 경우, 노동이 공급되는 전체 기간에 대한 합의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연령에 따라 배분되는 방식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정년제는 차별이 아니라 사회
적 합의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노동의 공급과
보상에 대한 계약이 그때그때의 조건에 따라 단기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정년제는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연령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이러한 두 가지 시스템이 공존․혼재 상황 또
는 전환기의 와중에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정년제가 보호막의 구
실을 해온 점이 인정되는 가운데, 최근 약 10년간의 변화의 과정에서
보호막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언제인가는 정년
제가 주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정년연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퇴출시키지 못한다’는 정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년연령에 도
달했으니 당연히 퇴직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정당한 것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정년제는 노동시
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약하면, 현재의 상황은 적어도 임금근로
자의 일부는 정년의 연장으로 인하여 고령기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고
용의 안정을 기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조기퇴직의 확산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고령
화 추세이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노동력 공급의 절대규모가 커졌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조기퇴직의 확산이 설명되지
는 않는다. 연금제도가 자리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자의 자발적
인 조기퇴직은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대부분은 비자발적인
퇴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업에서 왜 고령자를 밀어내려는 추
세가 두드러지게 되었는가가 주된 질문이 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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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3절과 제4절에서 다룬다.

제 3 절 경제학적 접근

먼저 제2절에서 제기한 질문은 남성 고연령자의 노동력 공급이 급속
히 확대될 경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고연령자의 고용의 증가로 나타날
것인가의 문제와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나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김대일(제2장)은 성과 연령계층(15∼34세, 35∼54세, 55∼64세)별로
노동력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수요 및 공급함수를 설정한 후 연립
방정식 체계로 노동수요 및 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노동수요함수는
각 성․연령별 평균임금을 가지고 추정하였고, 노동공급함수는 임금과
소득, 그리고 유년 및 노년 부양비율로 추정하였다. 노동수요 추정결과
는 대체로 이론과 부합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노동공급함수는 일부
성․연령계층에서 임금탄력성이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모형에 한계가
있음은 인지하고 결과의 해석에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55세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그 이하 연령층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대일은 나아가 정년연장 등 제도적인 개입이 있어서 고연령층 남
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예상되는 고용 및 임금의 변화를 제시
하였는데, 먼저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55세 이상 남성의 경우 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하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그러나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
년연장의 효과로 55세 이상 남성의 노동공급이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실제 고용증가는 1.6%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실제 크지 않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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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고연령층 남성의 노동공급 증가는
노동력간의 대체성에 따라 다른 유형의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규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책입안에 있어서 노동수요의 상호 작
용에 대한 검토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김대일은 법정정년연령의 연장이나 60세 정년의 의무화
와 같은 직접적인 정책개입으로 남성고령자의 노동공급을 급격히 확대
할 경우 다른 성․연령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남성고령자의 실제 고용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다
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일은
국가적 수준의 부양비 문제와 그 대응책으로서의 은퇴연기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나 제도개선의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석결
과가 주는 시사점의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선진 고령사회가 당면한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문제는 국가 수준의 부양비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사
회보장 재정을 비롯한 국가재정의 문제이므로 정책의 기본방향은 가능
한 한 많은 사람을 고용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동시에 청년실업의 문제도 안고 있는 EU 여러
나라의 고용전략이 여성고용의 촉진과 고령자의 은퇴연기를 동시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EU 홈페이지). 인위
적이면서도 급격한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 마련
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노동시장의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 정착되어 있는 연공중심의
보상제도와 인사관리 관행이 고령화된 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를 물으면서 연공급적인 임금체계와 정년제도, 연령차별적인 고용관행
간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신동균(제3장)과 조
준모(제4장)의 연구이다. 노동시장의 합리화를 견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340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 만연
한 비합리적인 노동시장 관행의 문제는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그 폐해
가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이 연구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동균(제3장)은 정년퇴직제도와 연령차별의 관련성에 대하여 Lazear
류의 장기인센티브계약이론에 근거한 경제학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Lazear에 따르면 효율적인 고용-임금체계는 근로생애의 후반에 상대
적으로 큰 보상을 해주는 지연인센티브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무한정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정년퇴직
제도를 두 축으로 유지시킨다. 특정 시점에서 보면, 젊은 근로자들은
그들의 한계생산보다 낮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임금차별을 받는 것처럼
보이며 근로생애 후반에 있는 고령자들은 반대로 한계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관상의 현상은 효율적인 장기인센티브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횡단면적인 특성일 뿐이다. 특정 시점에서 고령자의 임
금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느 한 시점에서 볼 때, 고령자가 ‘부담’
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기업이 먼저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불황이 심화될수록, 기업의 당면한 상황이 절박할수록 기업이 암묵적
인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정년에
도달하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서 조기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계약위반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장기인센티브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신동균은 지연인센티브와 정년제를 두 축으로 하는 장기인센티브시
스템이 생산성을 측정하기 힘든 직종의 경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임금피크제
도와 정년연령의 연장은 다같이 기존 시스템을 흔드는 것으로 노동시
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년연장을 전
제로 근로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일할 기회를 더 주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신동균이 반대하는 것은 장기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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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는 정책들, 즉 근로생애 중간부터의 임금삭감
이나 명예퇴직 유도를 통한 조기퇴직의 확산 등이다. 정년제는 장기인
센티브시스템의 한 축이므로 그 자체를 폐지하거나 무조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둘째, 장기인센티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령차별을 금지함
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채용과 승진과정에서
고령자가 배제되는 등 현상적으로는 차별적으로 보이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은 ‘차별’이라고 쉽게 정의 내려지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지만 고
령자에 대한 편견은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방지한다는 것은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의의를 넘
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노동시장론적
인 의의를 갖는다. 장기인센티브시스템의 틀 안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인 해고나 퇴직압력을 연령차별금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억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논리는 정년제와 차별, 연공임금체계간의 관련성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사 및 보상체계와 고령자 배제
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장기인센티브시스템을 앞으로도 지속될 보편적인 임금체계
로 설정하는 점에 있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
다. 우선 Lazear 모형 자체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비판이 있다. 효율적
인 장기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나
정보비용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다는 점(H. Simon, 1976; Craswell,
1984)과 정년시점에서 정년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의 임금과 생산성의
비(ratio)가 정년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않다
는 경험적인 연구결과가 그것이다(Chon, 1981). 또한 아직은 연공급에
근거한 폐쇄형 내부노동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우세하지만 직무중심의
원칙에 근거한 개방형 내부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추세도 미세하
나마 감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는 논리가 가
능하다(조준모, 제4장).
조준모(제4장)는 우리나라에서 55세 정년제에 대한 암묵적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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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제의한
고용보장이라는 선물(gift)의 성격을 띠고 성립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정년제에 관한 암묵적인 계약은 인사적체형 인사관리, 속인적 임금체
계, 폐쇄형 내부노동시장 구조, 그리고 경직적인 해고제도 등과 친화성
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인사적체형 인사관리나 속인적 임금체계는
연령 의존적인 인사관행과 관련성이 높다.
인사적체형 인사관리나 속인적 임금체계에 대비되는 인사관리의 원
칙은 ‘직무중심의 원칙’이다. 이것은 직무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분석
에 근거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를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임금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속인적 특성이 아니
라 직무 자체와 관련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일정 직무등급에서 승진
없이 평생 일정직무등급에서 정해진 최고임금을 받으며 자발적인 퇴임
으로 이어지는 것도 흔히 관찰된다. 이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대표
적인 예를 찾을 수 있으며, 개방형 내부노동시장 구조와 친화성을 갖
는다. 개방형 내부노동시장은 성장기업에서 중견간부 부족문제와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 형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고령사회의 인적구성에도
적합하므로 우리 사회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유도할 구체적인 정
책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조준모는 우선 연령의존적인 인사 및 보
상체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개별 근로자와 기
업간에 정년연장을 위한 암묵적 계약의 재협상이 가능해지도록 인프라
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협상인프라란 노동법상 정년연장에 관한 협
상의 옵션을 명문화하고 정부지원을 통하여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의 재
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임금조정옵션제’를 제안하였
다. 임금조정옵션제란 정년 3년 전에 재직기간 동안의 고과를 토대로
잔여기간 동안 조정된 임금트랙과 연장된 정년의 옵션을 기업이 원하
는 중고령 근로자에게 임금과 정년의 변화된 트랙을 옵션으로 제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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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것은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에게 선별적으로
제의되는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옵션을 택하지 않으면 적
어도 현재의 임금트랙과 정년은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은 없는 것
이다.
조준모의 논의는 직무중심의 원칙에 근거한 개방형 내부노동시장으
로 전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속인적인 임금체계와 연령중심의 비합리
적인 인사관행의 해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의미를 지닌
다. 또한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기업
의 55세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55세 정년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가로운 문제의식으로 느껴질 만큼 실제
퇴직연령은 더욱 낮은 연령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평균 45세 퇴직이라는 현상, 점점 더 퇴직연령이 낮아지
는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연령차별금지’의 논리를 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신동균(제3장)과 조준모(제4장)의 논의를 비교하여 요약하면, 신동균
은 우리나라의 기존 모델인 장기인센티브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
로 노동시장 합리화의 방안을 연령차별금지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조준모는 연령차별금지나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서 직무급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서
당면한 문제를 푸는 중단기적인 정책으로서 임금피크제의 한 유형인
‘임금조정옵션제’를 제안한다. 이는 노사간 단체협상이 아닌 협상단위
를 개인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
프라의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각각 연
령차별금지의 법제화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기업의 임금
피크제 도입의 유형과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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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의 가능성과 정년제

조용만(제5장)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법의 철학적 기초는 노령화에
따른 정신적이고 생리적인 퇴화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원칙이다. 2002
년 12월에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
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인 금
지에 머무를 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국제기준을 살펴보면 ILO의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제162호
1980년)’에 따르면 회원국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는 국가정책과 이에 관한 법령 및 관행의 틀 내에서 고
령근로자에 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제3조). 또 EU의 2000년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
한 지침(제78호 지침)’은 연령을 차별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로써 EU 소속 국가는 2006년까지 관련 법령을 채택하
여야 한다. 미국은 이미 1967년에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기준을 근거로 조용만은 우리나라의 연령차별금지 입법
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령차별 보호대상자 범위의 포괄적 설정, 연령
차별 판단기준의 구체화,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제,
연령차별금지 영역의 구체화,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제도의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함에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 고
령자고용촉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현행법을 내용적으로 보충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
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등 각종 차
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고용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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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용만은 포괄적 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독립적인 연령차별금지법은 연령차별의 특수성에 부
합하는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령이 다른 차별사유
(예컨대, 성별 등)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차별의 결과를 발생하는 경
우에 효과적인 구제를 곤란케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다만, 차별사유 통합형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경우 각 차별사
유에 고유한 특수성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
기 위해서 미국이나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정년제를 두는 것 자체가 연령차별이 될 수 있
으므로 정년제와 연령차별금지가 함께 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
러나 조용만은 일정 연령의 도달과 근로자의 퇴직을 결합하는 일체의
방식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의 발달과정과 현재 아일랜
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의 사례에 따라 법적용대상이 되는 연령의 상한선
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당장 모든 정년제를 불법화함으로써 나타
날 충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처음에는 57세까지로 제한하고 이후 차츰 60세, 65세 등으로
상향조정해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상한연령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대상연령의 상향조정은 결국 강제적인 정
년연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제한
연령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용만은 연령차별금지에 입각한 정년제의 규제가 무능
력하고 비생산적인 노동력을 기업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계속적으로
끌어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연령차별금지
의 법적 취지는 능력에 합당하는 평등한 대우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
다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능력과 무관한 연공서열제는 연
령차별금지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연령차별금지
의 입법적 강화는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상체계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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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리시스템의 확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 5 절 대안적 보상체계로서 임금피크제의 검토

김정한(제6장)은 보다 마이크로한 수준에서 기업의 인력관리와 보상
체계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먼저 임금피크제를 ‘고
용보장(현행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
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모델을 현
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분류
한 다음 각각의 임금피크제 모델을 기업에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실을 돌아보면,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모두 비판적이
다. 노동조합은 현행 정년도 보장하지 않고 임금만 삭감하는 임금제도
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기업은 직무재설계, 고령자를 위한 직
장 개선, 연령우대문화, 직위부족 등의 이유로 고령자 고용에 대해 이
전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중요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판례와 함께 노동부
의 질의회시 내용분석을 통해 볼 때, 최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불이
익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
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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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김정한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우리나라에
앞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모델별로 제시하
였다. 먼저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에서는 임금 굴절연령, 임
금감액률,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도입시 노사간 가장 큰 쟁점사항이 될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제와 중간정산제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을 채무확정한 다음 퇴직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고용
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구분된다. 노동조합이 가장 선호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정년연령을 55세에
서 60세로 연장하면서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
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
고는 부정적인 것이 일본의 경우에도 현실이다. 따라서 정년연장형 임
금피크제 모델대신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이 정년퇴직 후 근로자
의 계속고용을 도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이든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이든간에 도
입시 고려하여야 할 요인으로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적용기준, 고용기
간 및 최고 고용연령, 고용 및 근무형태. 정년 후 고용시 처우, 임금감
액률 등을 일본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 6 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제I편의 연구결과
를 토대로 고연령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퇴직시점을 연기하
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이다. 이 연구가 기본 전제로 삼는 것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여타 부
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시장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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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를 통해서 인구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제I편의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한 현실인식에 기반하여 임금체계의 개선과 연령차별에 대한
규제도입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이론적․논리적
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의 변화는 임금체
계, 정년제도, 그리고 연령차별적인 인사관행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
라보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충실하고자 노동경제학
적인 시각에서의 이론적 논의와 계량분석을 통한 전망을 근거로 삼았
고 연령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금체
계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예
상되는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각 장의 논의를 기초로 향후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화는 모든 연구자들
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정책방향이다. 오직 연령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
상자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는 현상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 45세 퇴직이라는 실질 퇴직연령 하락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아니라, 직무에 따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승진․임금 등 인
사와 연동시키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향의 선순환
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 때 정년제는 연령차별금지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연령한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령
차별금지법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할 수 없도록 유도해 나가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정한 정년연령을 연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임금체계의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 자신이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원칙을 도입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동시에 연공급적인 임금체
계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방식인 여러 가지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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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델의 개발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제적이 뒷받침은 정부의 몫이다. 적용가능한 하나의 유형으로
‘임금조정옵션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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