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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기의 노동시장 경험이 동일하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
는 점에 주목하여 청년집단별 노동이행 궤적을 관찰하였다. 일자리의 입체적
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괜찮은 일자리’를 통해 이행과정을
측정하고, 개인의 이행이 노동시장 내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
여 이행상태에 가사․양육을 포함하였으며, 성과 학력을 교차하여 4개 집단
별로 고유한 궤적의 유형을 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에 따라 괜찮
은 일자리 비율의 격차가 크고, 대졸여성은 대졸남성보다 세분화된 유형을
갖고 있었다. 고졸여성과 남성은 비슷한 유형을 보이지만, 고졸남성은 괜찮
지 않은 일자리가 지속되는 반면, 고졸여성은 미취업상태와 가사․양육형태
까지 나타나 복잡한 이행 궤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정책의 대상을
단일한 청년으로 상정하지 않고 개별 청년이 지닌 특징과 그들이 처한 상황
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 청년 노동시장, 일자리 이행, 괜찮은 일자리, 사건배열분석, 최적일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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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차이를 중심으로｣(2019)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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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년을 떠올리면 연상되었던 졸업-취업-결혼(독립)이라는 흐름은 더 이상 자
연스럽지 않다.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청년실업률과 치열한 공무원 시
험의 경쟁률은 비좁은 취업문을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혼인건수는 결
혼에 대한 거부 혹은 부담을 나타낸다(통계청, 2017; 국민일보, 2018.3.22). 성
인으로의 이행을 버거워하는 청년들은 ‘88만 원 세대’, ‘N포 세대’, ‘캥거루족’
이 되었고, 젊은이들의 끈기 부족을 탓하며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것을
당부하는 ‘세대론’은 청년을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실제 눈을 낮출
필요가 없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낮출 눈높이가 없는 청년도 있다. 무
언가를 포기해 온 청년은 과거부터 꾸준히 존재했고, 미래에도 졸업-취업-결혼
을 순탄하게 가져갈 청년도 있다. 다만 일부 청년의 어려움이 최근 조명된 이유
는 일자리 이행과 혼인 등의 과업이 청년 일반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
며(정수남․권영인․박건․은기수, 2012), 이 문제는 요즘 세대가 만들어낸 현
상이 아닌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산업구조 변화의 결과이다(김은정, 2014).
청년 일반에 닥친 위기라고 해서 모든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다. 우선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받는 학력 미스매치(mismatch)
가 청년문제의 핵심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고학력자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데 집중하다보니 ‘고졸’청년이 관련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
다. 또한 성별 직종분리로 인한 여성의 저임금․저숙련 일자리 집중은 ‘남성’청
년 입장에서 당면한 과제로 다가오기 힘들다. 이러한 청년 내부의 학력별, 성별
이질성은 정책수립 과정에서도 종종 간과되어 왔다. 고졸 이하 청년 취업준비
자가 전문대 이상 청년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나지만, 청년고용 이슈와 정
책은 대졸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기헌․한지형, 2017).1)
1)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지원 정책들
은 소득활동 제한과 낮은 일자리의 질로 인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창업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대학생에게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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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질성은 제대로 인식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청년세대가 포기했다
고 일컬어지는 연애, 결혼, 출산, 안정적 취업, 주택구입은 근대적 젠더관계에
기반을 둔 전형적인 ‘남성의 정상적 생애주기’의 표준이다. ‘여성 88만 원 세대’
는 존재조차하지 않으며, 여성청년의 문제는 청년문제가 아닌 여성에 대한 과
제로 다루어진다(배은경, 2015).2)
한편 청년은 장년층과 달리 노동시장에 대한 경험 없이 미숙련 상태로 노동
시장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실업, 안정된 고용을 위한 노동시
장 진입 유예 등의 다양한 이행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은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단일한 사건을 넘어 일정 기간 동안 역동적인 이행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권혁진․유호선, 2011; 박미희․홍백의, 2014).
일부 선행연구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transition)’들을 연결하여 노동이행과정
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학력과 성별의 유의성을 도출하였다(권혁진․유호선, 2011; 김성남․최수정,
2012; 문혜진, 2013; 박미희․홍백의, 2014; 박지애․남춘호, 2015; 변금선,
2018). 이러한 결과는 성과 학력을 교차한 각 청년집단에서 청년 전체를 대상
으로 한 유형화 결과와 다른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상기의 연구들은 ‘노동이행상태’와 관련하여 단지 취업여부, 임금유무, 노동안
정성 등의 기준만을 활용하고 있다(박미희․홍백의, 2014; 박지애․남춘호,
2015; 변금선, 2018). 노동상태를 확장한 경우도 노동진입의 직전단계인 교육
과 훈련, 혹은 이탈의 한 형태인 니트(NEET)만을 포괄하고 있다(권혁진․유호
선, 2011; 김성남․최수정, 2012). 그러나 이행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이행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재교육이나 여가 또는 가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측면
과도 조응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접
근이 필요하다(Schmid, 1998;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력과 성별로 구분되는 ‘청년 집단별 노동이행 궤적의 유
어 있다(남재욱․김영민․한기명, 2018).
2) 여성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이행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이행 이전단계에서는 성 고정
관념을 반영한 성별 전공분리가 진행되며, 이행단계에서는 성차별적 면접과 성비를 정해
놓고 채용하는 관행으로 인해 낮은 고용률로 이어진다. 이행 이후에는 남성보다 낮은 임
금, 불안정한 고용형태, 근로복지상의 격차뿐 아니라, 사내 분위기로 인해 결혼과 출산 이
후 노동시장 이탈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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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어떠한지’, 그리고 ‘각 청년집단 간 노동이행 궤적의 유형은 서로 어떤 차
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을 규명하고 각 청년집단이
가진 고유한 맥락과 취약성을 부각하며,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성과 학력의 특성은 두 특성을 교차한 세부수준
(대졸남성, 대졸여성, 고졸남성, 고졸여성)에서 분석하였다. 추가로 노동이행상
태의 사회적 측면인 ‘가사․양육’ 상태를 포함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상태는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여 ‘괜찮은 일자리’, ‘괜찮지 않은 일자리’, ‘미취업’, ‘가
사․양육’으로 구분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행노동시장이론(Transitional Labour Market)
이행노동시장이론은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이후 국제협동연구를 통해 수
정된 완전고용의 확대, 기존의 유럽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통합 달성,
사회적 위험관리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정원호․나경선․류기락․박경순, 2011).
수정된 완전고용은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이고 의존적인 전일제 노동으로 남성
생계부양자를 유도했던 과거의 완전고용과 달리, 다양하고 독립적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참여하는 노동을 지지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라는 변화를
반영한다(Schmid, 1998). 이를 위해 내부노동자들의 희생을 동반한 유연안정성
(flexicurity)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평생교육, 노동시간 유연성, 노동의 공간적
자율성 등을 지원해 사회적 배제를 예방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기존의 노동
시장정책은 실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애주기를 만드는 세계화, 새로
운 경제환경, ‘새로운 가족’의 출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
며,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노동시장 내의 이행뿐 아니라 가사․
은퇴 등과 같은 비시장영역과 노동시장 간의 이행도 통합해야 함을 주장한다
(Schmid, 2003).
하나의 유용한 분석적 틀로서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 규정하는 이행은 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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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각각의 이행은 각 단계에서 직면하
게 되는 위험에 더해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3) 청년들에게는
위의 다섯 가지 유형 중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간의 이행, 즉 학교에서 노동으
로의 진입이 전체 생애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다(Korpi et al., 2003: Brzinsky-Fay, 2007에서 재인용). 한편, 사적 가사노동과
노동시장 간의 이행 측면에서 여성은 노동지속 기간이 짧고,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직장 내 훈련에 대한 접근성이나 기간이 남성에 비해 부
족하다. 노동시장 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좋은 교육과 훈련은 노동시장 통
합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지만, 이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성별 격차가 발생
하기 때문에 성 중립적 위험(gender-neutral risk)의 공유가 사회보호와 고용정
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Schmid, 2003).
[그림 1] 이행노동시장의 개념

자료 : Schmid(2003: 78)에서 재구성.
3) 첫 번째 유형은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으로 인적자본과 소득역량 부족의 위험이 존
재한다. 이에 평생에 걸쳐 지원되는 훈련과 소득역량의 개발 및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형은 다양한 고용관계 간의 이행 또는 피고용과 자영업 간의 이행이다. 수요변
동이나 이행을 위한 공백으로 인해 불안정한 소득의 위험이 발생하며, 이행기간 동안 안
정적 소득이 제공되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인 고용과 가사노동 간의 이행에서는 소득역
량이 제약되기 때문에 시장소득 역량의 공백 기간 동안 소득지원이 요구되며, 네 번째 유
형인 고용과 실업 간 이행에는 일시적 소득상실에 따라 소득유지 보장이 필요하다. 마지
막 유형으로 고용과 은퇴로 인한 실업으로의 이행은 소득역량이 영구적으로 감소하거나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가 필요하다(Schmid & Schömann, 2004; Schmid, 2008;
Schmid, 2011: 정원호 외, 2011에서 재인용; Schmi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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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의 가장 큰 기여 중 하나는 시장영역과 개인의 삶 전반을 포괄하여
분석의 틀을 확장했다는 데 있다. 이행과정에서의 위험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
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생애과정이론의 정치학적 보완물이라
는 평가를 받는다(Brzinsky-Fay, 2010; 정원호 외, 2011). 이행노동시장이론이
다루는 사회적 차원의 변화에 가족구성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변화가 명시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를 제안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 청년 노동시장의 실태와 이행과정
노동으로 인한 경제적 독립은 청년의 다른 과업인 주거 독립, 새로운 가정
형성 등의 밑거름이 되며, 이때 형성되는 노동지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많은 청년들은 적절한 노동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예한다(이병희, 2002). 학교교육 후 취업, 결혼, 출산과 양육으로 비교적 단선
적이었던 이행은 최근 비선형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하였으며(안선영․김희진․
박현준․김태령, 2011), 취업의 단계에서 새로운 인구집단인 청년 니트가 등장
하였다. 이들(15~29세)의 규모는 9.9%로 200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김종
욱, 2017). 특히 구직의사가 없는 비구직 니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니트
상태 기간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남재량․김세움,
2013; 김종욱, 2017). 다른 국가에서도 청년층은 경제적 곤란과 불확실한 미래
에 처한 새로운 취약집단이 되어왔다(Arnett, 2004: 김수정, 2010에서 재인용;
박권일, 2009; 김문길․이주미, 2017). 교육과 구직기간의 증가, 저임금과 불안
정고용의 위험은 20세기 후반부터 선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청년의 문
제이다(Aassave, Iacovou & Mencarini, 2006). 청년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가
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지난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은 성인실업
의 평균 3배에 달하며,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 역시 크게 감소하고 있다(ILO,
2012). 청년기에 겪는 실업이 일시적인 노동공백 상태로 지나가지 않고 낙인효
과(scarring effect)로 남아 생애소득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에 대한 국가적 해결방안 마련이 촉구된다
(Matsumoto et al., 2012; Schmi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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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표 1>을 보면, 전체 실
업률은 3.8%로 OECD의 5.9%보다 2%p가량 낮지만, 연령집단별 실업률을 비
교했을 때 청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15~34세 집단 모두 전체 실업률보
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의 무급가족종사자와 학원통학
을 하는 취업준비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소극적 구직활동’을 구직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실업률이 과소평가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청
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황수경, 2010). 또한 노동시장에 진
입했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단시간 근
로를 반복하고 있다(변금선, 2018). 신규 채용되는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의 55.0%에서 2015년의 64.0%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김복순․정
현상, 2016), 연령별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15~24세(46.1%)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다(통계청, 2017).
<표 1> 한국과 OECD의 연령집단별 고용률과 실업률
(단위 : %)

15~19세
고용률

실업률

20~24세

25~29세

30~34세

15~64세

한국

8.4

45.3

68.7

74.7

66.6

OECD

23.6

58.3

74.5

77.5

67.8

한국

8.7

10.6

9.5

4.1

3.8

OECD

14.5

10.9

7.6

5.8

5.9

자료 : OECD(2018).

이렇듯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를 가진 청년들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
행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각 이행단계에서의 전환율 이상의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권혁진․유호선, 2011; 이병희, 2002; 이병희․안주
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 2002). 이에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 이행과정(process)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강순희, 2014, 2016; 권혁진․유호선, 2011; 김성남․최수정, 2012; 문혜
진, 2013; 박미희․홍백의, 2014; 박성재․반정호, 2012; 박지애․남춘호, 2015;
김진주․조민효, 2016; 박미경․김진주․정기덕․조민효, 2016; 변금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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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배열(sequence)을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청년과 ‘노동시장 이행’
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상정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코호트별 혹은 동시대의 다
른 특성을 가진 청년들에 대한 노동시장 이행의 유형을 살피거나 이행의 원인
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권혁진․유호선(2011)은 1972~1981년에 출생한 청년들의 성별
과 학력별 집단을 교차하여 각 집단의 졸업 후 4년간의 이행을 추적하였다. 이
들은 학력 인플레이션에 따른 니트의 증가에 주목하였는데, 분석 결과 니트를
경험하는 비율은 대졸자들이 많지만, 니트에 머무르는 기간은 고졸자들에게서
더 길게 나타났다. 분석 기간 내에 경험하는 이행 변화의 수 또한 대졸 이상이
3.2개로 고졸의 2.5개보다 많았지만, 대졸 이상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대졸자의 잦은 이행은 일종의 기회로 간주
된다고 판단하였다. 박미희․홍백의(2014)는 최종학력 졸업 이후 48개월 동안
의 노동 및 교육 상태를 유형화하여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인적자본(학력,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이 높을수록 취업이 포함
된 이행유형에 속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성별과 학력 혹은 두 변수 모두가 노동시장 이행에 유의미
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권혁진․유호선, 2011; 문혜진, 2013; 박미
희․홍백의, 2014; 변금선, 2018). 성별과 학력에 대한 유의미한 격차는 성별․
학력별 집단의 상이함을 나타내며, 이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형화에서
발견되는 유형과 다른 새로운 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청년
집단별 이행을 분석한 경우는 존재하지만(권혁진․유호선, 2011), 이행과 궤적
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 사례는 없었다. 단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이행 유형화 연구에서 성별과 학력 집단에 따른 고유한 유형을 발견한 바 있다
(한준, 2001; 최옥금, 2008; 이순미, 2015).4)
이처럼 노동시장의 이행을 분석한 연구들은 이행의 궤적과 유형화를 통해 분
석대상들이 어떤 상태를 얼마나 빈번하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경험하는지 분
4) 특히 최옥금(2008)은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성별로 분류할 경우 남성 근로빈곤층은 총 6
개 유형이 지속형, 이동형, 혼합형으로 묶이는 반면, 여성근로빈곤층은 혼인․출산 등으로
인해 총 4개 유형이 지속형, 단절형, 재진입형으로 묶여, 성별에 따라 상이한 이행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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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의 세대와 무관하게 ‘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태
인 취직과 실직,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과 연
결된 다른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지 못하고, 이는 가사․양육 상태로 빈번하게
편입되는 여성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노동이
행연구라 하더라도 교육이나 여가 또는 가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영역 또한 생
애 이행과정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생활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측면에
서 일자리의 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노동시장 내 학력과 성별 격차
다수의 청년들은 적절한 노동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
지만, 취업을 미룰 만한 여력이 없는 청년들은 졸업 후 곧바로 괜찮지 않은 일
자리에 들어서기도 한다(이병희, 2002). 일반적으로 실업상태를 유지할 여유가
없는 상황은 저학력 청년들과 관련이 깊다(Matsumoto et al., 2012).5) 후기산업
사회 들어 괜찮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동시에 학력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어 일자
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비대졸자’들은 괜찮은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관심은 특정 학력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그래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예하는 대졸자들에게
쏠려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도 대졸 이상 청년들의 전일제 노동시장 진입이 과
거에 비해 늦거나 축소되었지만, 정부는 고졸청년의 취약성에 더욱 주목하는
것과 상반되는 경향이다(권혁진․유호선, 2011; Blanchflower and Freeman,
2000a: 김안국․신동준, 200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고졸 이하 청년들도 다른 학력집단의 청년들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에 취약하다. 채창균․양정승(2015)이 2003~2014년도 만 15~29세 청년에 대한
학력별 고용률 추세를 분석한 결과, 고졸청년은 2003년 64.2%에서 2014년
59.3%로 크게 떨어진 반면, 전문대졸청년은 75.4%에서 77.7%로 상승하였고,
4년제 대졸청년은 73.6%에서 71.7%로 소폭 하락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고졸

5) 대체로 보편적인 실업급여제도가 부족한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Matsumot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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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다른 학력집단 청년의 두드러진 고용률 격차는 유사하게 관찰된다(장상
수, 2008; 남재량․이철인․전영준․우석진, 2011; 최동선, 2017). 정규직 취업
비율 또한 대졸 이상 청년은 증가하는 데 반해 고졸청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최동선, 2017), 정규직을 유지할 확률도 대졸이상청년이 고졸청년보다
높게 나타난다(강순희, 2016). 화이트칼라 상층 직업 진입에 있어서도 4년제 대
졸자의 학력효과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장상수, 2008). 임금수준의 차이 역시
심각한데, 2014년 기준으로 전문대졸청년과 4년제 대졸청년의 시간당 임금이
고졸청년에 비해 각각 1.2배와 1.7배가 더 높은 등 상대적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다(채창균․양정승, 2015; 최동선, 2017). 이러한 학력차이는 가구소득과도
연관될 여지가 크다는 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김성식, 2008; 노혜진, 2012;
김종성, 2013; 김종성․이병훈, 2014).
한편 여성청년들의 경우, 취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시점에 ‘사회적인 역
할’과 끈기를 이유로 채용차별이 가해진다(송민영․이승윤, 2018). 이는 여성의
M자 고용곡선, 유리천장, 높은 성별 임금격차와 연결되어 남성과는 다른 노동
이행 궤적을 갖게 한다.6) 청년층(20~29세)의 경우, 남성(55.9%)과 여성(59.6%)
의 고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고, 심지어 실업률은 남성(11.6%)에 비해 여성
(8.4%)이 더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통계청, 2017). 그러나 공식실업자, 시간 관
련 추가취업가능자,7)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에서 여성은 시
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남성은 공식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난다. 남성청년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준비에 몰
두하는 반면, 여성청년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이준협, 2016).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
수록 고용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남성 고용률은 군복
무 기간인 20~24세를 최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20~24세
에만 남성에 비해 높고, 25~29세에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30~34세 이후 하락
하여 해당 연령의 남성과 25%p가 넘는 격차를 갖게 된다.
6)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어 2017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64.7%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7) 추가적인 일을 원하고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시간(36시
간)보다 적은 사람을 의미한다(이준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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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7년 OECD 회원국 평균과 한국의 연령집단별 고용률

자료 : OECD(2018).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는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청년패널(YP2007)자료
를 사용한다. 청년패널은 만 15~29세 청년 10,206명을 표본으로, 2016년(10차
년도)까지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 이행 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졸청년이 상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만 19세를 하한연령으로 설정한다. 상한연령은 표본의 상당수를 차지
하는 4년제 대졸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만 34세로 정
한다. 고졸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조사시점 동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
년을 말하며, 대졸청년 또한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행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고졸남성의 경우 졸업 후 분석기간인 7년 내에 입대한 경우
는 제대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한다. 한편 임유진․정영순(2015)의 연구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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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노동이행률이 노동시장 진입 6년 후에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6년에
1년을 더한 총 7년을 분석기간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졸업 후 7년을 병합(merge)하고
덧붙여(append) 분석에 활용한다. 졸업시점부터 7년 동안 필요한 문항을 모두
응답하여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총 742명이다.

2. 개념의 정의
가. 이행과정 상태와 코드값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이행과정 상태는 ‘괜찮은 일자리’, ‘괜찮지 않은 일자리’,
‘미취업’, ‘가사․양육’의 총 네 가지로 <표 2>와 같다. 가사․양육 상태는 이행
노동시장이론에서 규정하는 사적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이 부분을 이
행상태로 포함할 경우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 규정한 5개의 상태(교육, 노동시
장, 사적 가사노동, 실업, 장애․은퇴) 중 청년기에 경험하기 어려운 장애․은퇴
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8)
<표 2> 이행과정 상태와 코드값
코드값

1

2

3

4

상태

괜찮은
일자리

괜찮지 않은
일자리

미취업

가사․양육

나. 괜찮은 일자리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일자리의 질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선행된 괜찮은
일자리(또는 좋은 일자리)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관한 조작
화를 시도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임금 기준을 임금근로자 월평균
중위임금의 50%이상으로 측정하였으며(박정우, 2018; 이성균, 2008; 최옥금,
2005), 고용안정성은 대부분 상용직으로 갈음하였다(김범식․김묵한․황민영,
8) 각 상태는「청년패널 2007」
의 ‘지난 1주간 주로 한 활동’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
문에 가사․양육과 미취업은 모두 비경제활동상태이면서 상호배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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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박상현, 2011; 박정우, 2018; 임유진․정영순, 2016; 최옥금, 2005). 근로
시간 항목을 포함하는 연구는 근로시간을 임금산정의 기초로 보아 전일제 일자
리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임유진․정영순, 2016; 최옥금, 2005)와 일과 생활이
공존되는 적절한 노동시간을 고려하는 경우(김범식 외, 2011; 박상현, 2011)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임금,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을 ‘괜찮은 일자리’의 측정항목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
란 ‘월평균 중위임금의 50% 이상이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9시간
이하인 상용직’을 의미한다. 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자리는 괜찮
지 않은 일자리로 간주하며, 자영업(창업),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위에서 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 기준만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일자리 이행을 나열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건배열분석과 최적일치
법을 사용하였다. 사건배열분석은 배열들에 존재하는 패턴을 찾아내어 해석하
는 탐색적 방법으로 선험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 연속적인 사건에서 경험에
근거한 분류틀을 작성하는 것이다(이순미, 2017; 최옥금, 2008). 이러한 분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의 단위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관
찰되는 연속적인 사건연쇄이므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다. 둘째, 동일한 취
업상태라도 경로유형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 정
규직’은 가교(bridge)의 의미이지만 ‘비정규직 → 비정규직’은 함정(trap)의 의미
를 갖는다. 셋째, 수많은 배열들을 분류하고 간결하게 유형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배열분석은 총체적 맥락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Abbott and Tsay, 2000: 박지애․남춘호, 2015에서 재인용).
최적일치법의 기본은 각기 다른 상태의 배열을 지닌 자료에 대해, 각 시점에
서 교체(substitution), 삽입(insertion), 삭제(deletion)하는 조작을 몇 번이나 해
야 각 쌍의 사례들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최적일치법에
서는 각각의 교체, 삽입, 삭제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계열의 쌍에 대해 비용을
초래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교체, 삽입, 삭제의 빈도가 늘어날수록 비용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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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게 되며, 이는 각 사례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최적
일치법은 계산되는 각 쌍 간의 거리에 수반되는 비용이 가장 적은 일련의 조작
을 찾아 이들 배열 간에 전반적인 거리의 값을 부여하는 것이다(한준, 2001).
본 연구에서는 각 상태 간의 거리 값을 1로, 삽입 값을 1.5로 입력하였다. 유형
화를 위한 방법으로 wards 연결법(wards linkage)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수행하
였고, 최적군집 수에는 Pseudo-F 검증이 사용되었다. 분석의 전 과정에 사용한
통계패키지는 Stata 13이다.

Ⅳ. 연구결과

1. 사건배열분석
가. 일반적 특성
연구의 전체 분석대상은 742명이며, 남성은 347명(46.77%), 여성은 395명
(53.23%)으로 여성이 5%p가량 많다. 성별과 학력을 모두 고려한 집단의 구분
은 대졸여성 329명(40.57%), 대졸남성 301명(44.34%), 고졸여성 66명(8.89%),
고졸남성 46명(6.2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평균은 25.09세로 분석 종료
지점의 연령은 30대 초반이다. 성별과 학력을 모두 고려하면, 대졸남성은 평균
27.01세, 대졸여성 24.61세, 고졸남성 23.37세, 고졸여성 19.88세 순으로 나타
난다.9)

나. 집단별 구성요소 수와 에피소드 변화
분석대상의 배열들이 가지는 구성요소(상태)의 수와 에피소드 변화(이행)의
수는 <표 3>와 같다. 전체 청년들은 7년 동안 약 2개의 상태를 경험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약 3번의 이행을 겪었다. 구성요소 수와 에피소드 변화는 학력 내
9) 고졸여성에서 20세보다 낮은 연령이 나타나는 이유는 당시 정규교육과정에 조기 입학한
1, 2월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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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단별 구성요소 수와 에피소드 변화
n

구성요소 수

에피소드 변화

742

2.17

2.84

남성

347

2.04

2.68

여성

395

2.69

2.97

대졸

630

2.15

2.79

고졸

112

2.29

3.09

대졸남성

301

2.04

2.68

대졸여성

329

2.25

2.89

고졸남성

46

2.04

2.70

고졸여성

66

2.45

3.36

전체
성별
학력

성별
×
학력

성별, 성별 내 학력에 대해 모두 유효한 차이를 가지며(부표 1), 남성 내 학력에
대해서만 유효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상태와
이행을 갖는데, 이는 여성에게만 가사․양육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별로는 고졸청년이 대졸청년보다 많은 상태와 이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졸청년의 더욱 복잡한 이행이 유추된다. 한편 여성 내에서 고
졸이 대졸보다 유의하게 많은 에피소드 변화를 겪는 반면, 남성 내에서는 학력
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고졸남성과 달리 고졸여성은 경험
하는 상태와 경험에 있어 성별과 학력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집단별 상태(element) 길이
다음으로 연구에서 상정한 괜찮은 일자리, 괜찮지 않은 일자리, 미취업, 가
사․양육이라는 상태가 배열에서 얼마만큼 유지되는지를 나타내는 상태 길이
는 <표 4>과 같다. 전체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차지하는 기간이 3.55년으로 가
장 길고, 그다음으로 괜찮지 않은 일자리 1.79년, 미취업 1.46년, 가사․양육
0.2년 순으로 나타난다. 통계검정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괜찮은 일자리는 고졸
내 성별차이를 제외한 대졸 내 성별, 남성 내 학력, 여성 내 학력에서 모두 유효
한 차이를 보였고, 괜찮지 않은 일자리와 미취업은 모든 집단에서 그 차이가

16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3호

<표 4> 집단별 상태(element) 길이
괜찮은
일자리

안 괜찮은
일자리

미취업

가사․
양육

714

3.55

1.79

1.46

0.20

남성

347

3.68

1.97

1.35

0.00

여성

395

3.43

1.63

1.57

0.37

대졸

630

3.79

1.65

1.36

0.21

고졸

112

2.19

2.58

2.08

0.15

대졸남성

301

3.90

1.80

1.30

0.00

대졸여성

329

3.68

1.51

1.41

0.40

고졸남성

46

2.22

3.09

1.70

0.00

고졸여성

66

2.17

2.23

2.35

0.26

n
전체
성별

학력

성별
×
학력

유효했다. 남성의 가사․양육 상태는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비교가 포함된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 내 학력별 유의
한 차이도 발견된다(부표 2). 대졸인 경우 고졸보다 가사․양육 상태를 지속
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이는 대졸자들의 평균연령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종합하면 괜찮은 일자리는 성별보다 학력에서 더 큰 차이를 나타내며,
가사․양육은 남성의 배열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이성 때문에 성별 차이를 보
인다.
집단별로 각 상태의 요소의 길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
해 괜찮은 일자리와 괜찮지 않은 일자리 모두에서 더 긴 기간 동안 머물렀다.
즉 노동의 질과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며, 미취
업 상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오래 경험한다. 이때 미취업은 첫 취업 이전일
수도 있고 퇴사 후 미취업일 수도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집단의 괜찮은
일자리 기간(3.79년)이 고졸집단(2.19년)에 비해 1.6년 더 길게 나타나고, 고졸
집단(2.58년)에서 괜찮지 않은 일자리가 대졸집단(1.65년)보다 0.9년가량 길게
나타나, 학력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와 괜찮지 않은 일자리에서 머무는 기간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력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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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가구소득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혜진(2012)의 연구에서 저소득가구 청년은 고소득가구 청년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낮았으며, 일자리 이행에 있어서도 고소득가구 청년이 실제로 괜
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비율이 높았다(노혜진, 2012; 박미희․홍백의, 2014).10)
세부집단별로 살펴볼 경우, 괜찮은 일자리의 길이는 대졸남성(3.90년), 대졸여
성(3.68년), 고졸남성(2.22년), 고졸여성(2.17년) 순으로 나타나 고졸여성이 괜
찮은 일자리에 머무는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미취업상태에 있는
기간을 비교해 보면, 고졸여성이 2.35년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긴 수치를 보이
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고졸여성이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가사․양육은 학력을 불문하고 남성에게 단 한 시점에서
도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청년의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전혀 관찰되지 않
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강력하게 고착화된 성별분업의 잔재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괜찮은 일자리 이행과정의 유형
앞서 살펴본 배열분석을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이행과정과
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총 여섯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전체의 25.74%를 차지하는 ‘유형 1’은 주로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졸업 후 초반에 약간의 미취업 또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로 이행했거나, 괜찮은
일자리가 아닌 다른 상태로 이행하더라도 대체로 괜찮은 일자리 상태를 유지하
는 이상적인 유형이다. 전체의 17.92%인 ‘유형 2’는 초반에 괜찮지 않은 일자
리 또는 미취업을 경험한 후 오랜 시간 괜찮은 일자리를 유지하였다. 이는 사회
에서 자주 일컬어지는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전형적인 방식에 가까우며,
‘유형 1’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괜찮은 일자리 유형에 가깝다. 7.95%를 차지
하는 ‘유형 3’은 대부분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경험이 있지만, 2번 이상의 이
행을 경험하고 있다. 분석 시작 후 4년차부터 가사․양육 또는 미취업이 나

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괜찮은 일자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노혜진(2012)은 ‘정규직’을 사용
하였고, 박미희․홍백의(2014)는 일자리 이행 유형으로써 ‘상용지속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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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 유형
전체(n=714)

괜찮은 일자리

유형1(n=191)

유형2(n=133)

유형3(n=59)

유형4(n=124)

유형5(n=81)

유형6(n=154)

안 괜찮은 일자리

미취업

가사․양육

타나는 배열들이 증가하여 괜찮은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형
4’는 전체의 16.71%로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괜찮지 않
은 일자리를 지속하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유형 5’는
전체의 10.92%로 ‘유형 2’보다 상대적으로 긴 괜찮지 않은 일자리 또는 미취업
상태를 이행 후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괜찮지 않
은 일자리에서 경력을 쌓아 괜찮은 일자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어
‘유형 1’, ‘유형 2’와 마찬가지로 ‘괜찮은 일자리’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유형 6’은 전체의 20.75%를 차지하며, 미취업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
가 많으며, 일자리로 진입하더라도 괜찮지 않은 일자리이거나 이행이 빈번한
배열들이 발견되었다. 니트나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각 유형에 속한 성별․학력별 집
단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대졸남성은 괜찮은 일자리 이행에 속하는 ‘유형
1’(30.23%)과 ‘유형 2’(22.92%)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졸여성은
괜찮은 일자리 이행인 ‘유형 1’(26.14%)과 가사․양육 상태가 존재하며, 불안
정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형 6’(20.97%)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
났다. 고졸집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유형 4’(34.78%, 21.21%)와 ‘유형 6’
(26.09%, 39.39%)의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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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형별 성별․학력별 비중
대졸
남성
대졸
여성
고졸
남성
고졸
여성

%
(n)
%
명
%
명
%
명

유형 1
30.23
(91)
26.14
(86)
15.22
(7)
10.61
(7)

유형 2
22.92
(69)
16.72
(55)
10.87
(5)
6.06
(4)

유형 3
3.65
(11)
12.16
(40)
0.00
(0)
12.12
(8)

유형 4
17.28
(52)
12.77
(42)
34.78
(16)
21.21
(14)

유형 5
10.30
(31)
11.25
(37)
13.04
(6)
10.61
(7)

유형 6
15.61
(47)
20.97
(69)
26.09
(12)
39.39
(26)

전체
100
(301)
100
(329)
100
(46)
100
(66)

성별과 학력이 교차된 집단별로 일자리 궤적과 유형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대졸남성의 일자리 궤적과 유형화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유형은 총 3개이며, ‘유형 1’은 24.25%를 차지하는 괜찮은 일자리 지속형이다.
2년차에서 4년차 사이에 미취업 또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체로 괜찮은 일자리를 7년차까지 지속하는 안정적인 유형
이다. 한편 49.83%를 차지하는 ‘유형 2’ 또한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되는데, 첫
시점부터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한 ‘유형 1’과 달리 미취업 또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를 경험한 후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여 해당 상태를 유지한다. 마지막
‘유형 3’은 25.91%로 대부분 괜찮지 않은 일자리를 지속하거나 미취업 상태를
거쳐 괜찮지 않은 일자리에 진입하게 된다. 일부는 7년 내내 미취업 상태가 유
지되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은 일자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졸남성
청년 집단은 표본수가 전체의 42%를 차지하는데도 유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
게 분류되고 있다.

[그림 4] 대졸남성 유형
전체(n=301)

괜찮은 일자리

유형1(n=73)

안 괜찮은 일자리

유형2(n=150)

미취업

유형3(n=78)

가사․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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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대졸여성에 대한 일자리 궤적과 유형화는 [그림 5]와 같다. ‘유형 1’
은 전체의 12.77%로 조사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은 일자리만 지속하고,
‘유형 2’는 12.16%로 괜찮지 않은 일자리 혹은 미취업을 짧게 경험한 후 괜찮
은 일자리를 지속하여 두 유형 모두 안정적인 괜찮은 일자리 유형으로 분류된
다. ‘유형 3’은 전체의 15.20%를 차지하며, 대부분 괜찮은 일자리를 경험은 하
지만 지속하지는 못하고 빈번한 이행을 보였다. ‘유형 4’는 14.29%로 ‘유형 2’
보다 괜찮지 않은 일자리를 비교적 길게 경험한 후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 5’는 8.51%로 대부분 괜찮은 일자
리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관측 5~6년차에 가사․양육 상태가 나타나, 전체 유
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가사․양육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6’은 괜찮지
않은 일자리가 지속되며 일부 배열에서 가사․양육 상태를 경험하였다. ‘유형
7’은 10.03%로 대부분 미취업 상태를 지속하며, 긴 가사․양육 상태가 일부 보
인다. 전체의 16.72%인 ‘유형 8’은 ‘유형 1’, ‘유형 2’, ‘유형 4’와 마찬가지로
괜찮은 일자리 상태로 종결되는 유형이지만, 앞선 유형들과 다르게 미취업 상
태를 2~3년가량 경험한 후, 바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배열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
[그림 5] 대졸여성 유형
전체(n=329)

유형1(n=42)

유형2(n=40)

유형3(n=50)

유형4(n=47)

유형5(n=28)

유형6(n=34)

유형7(n=33)

유형8(n=55)

괜찮은 일자리

안 괜찮은 일자리

미취업

가사․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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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고졸남성의 일자리 궤적과 유형화는 [그림 6]과 같다. ‘유형 1’은 전
체의 23.91%로 대체로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 유형
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형 2’는 13.04%로 미취업 또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를
경험한 후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였지만, 배열 사례 중 절반(3개)은 다시 괜찮
지 않은 일자리로 이탈하였다. ‘유형 3’은 39.13%로 고졸남성청년 집단 중 가
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대체로 괜찮지 않은 일자리를 지속하는 모습이 나타나
고 있다. ‘유형 4’는 23.91%로 미취업 상태를 지속하거나 긴 미취업상태를 가
졌으며, 이 중 절반은 일자리에 진입한 상태로 종결되었다. 각 유형은 적은 배
열 수를 갖고 있으며, 각 배열들은 대체로 단순한 이행순서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고졸남성 유형
전체(n=46)

유형1(n=11)

괜찮은 일자리

유형2(n=6)

안 괜찮은 일자리

유형3(n=18)

미취업

유형4(n=11)

가사․양육

마지막으로 고졸여성의 일자리 궤적과 유형화는 [그림 7]과 같다. 총 유형은
4개로 나타나 대졸여성청년 집단보다 적은 수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대
졸여성보다 사례 수가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관찰대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
아 가사․육아와 같은 경험이 나타나기 이른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형 1’은 전체의 10.61%로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하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
다. ‘유형 2’는 33.33%로 대부분 괜찮은 일자리를 경험은 하였으나, 괜찮은 일
자리로 종결하는 수는 절반에 그쳤다. ‘유형 3’은 37.88%로 대부분 괜찮지 않
은 일자리를 경험하는 동시에 미취업상태로 이행한 경험이 있으며, 다른 유형
에 비해 잦은 상태이동을 가지고 있다. ‘유형 4’는 대체로 미취업상태가 지속된
다. 한편 ‘유형 1’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가사․양육 상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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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졸여성 유형
전체(n=66)

유형1(n=7)

괜찮은 일자리

유형2(n=22)

안 괜찮은 일자리

유형3(n=25)

미취업

유형4(n=12)

가사․양육

이상을 종합하여 각 유형에서 나타난 주요한 이행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7년의 관찰기간 동안 괜찮지 않은 일자리로의 이행이 종결되면
‘괜찮은 일자리’로, 주로 괜찮지 않은 일자리가 지속되거나 미취업이 지속될 경
우 각각 ‘괜찮지 않은 일자리’, ‘미취업’으로, 여러 이행이 혼재되어 나타나면
‘혼합’으로, 가사 또는 육아로 이행이 종결되는 경우는 ‘가사․육아’로 정리하
였다. ‘괜찮은 일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중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유형이
54.6%로 3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대졸남성은 괜찮은 일자리 유형이 2개뿐이지
만, 전체의 74.1%로 가장 많은 괜찮은 일자리 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대졸여성
의 괜찮은 일자리 유형은 4개이지만 그 비율이 55.9%로 대졸남성에 비해 약
20%p 가까이 낮았다. 고졸자의 괜찮은 일자리 배열은 대졸여성에도 한참 못
미치는 비율로, 고졸남성은 23.9%, 고졸여성은 10.6%로 나타나 대졸자와 큰 일
자리 격차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학력과 성별이 결합된 서
열이 괜찮은 일자리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괜찮지 않은 일자
리’ 배열은 대졸집단이 남성 25.9%, 여성 10.3%인 데 비해 고졸집단은 남성
39.1%, 여성 37.9%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나
눠지는 현상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졸남성은 가장 적은 유형으로
분류된 동시에 모두 일자리 유형에 속해 있는 반면, 대졸여성은 가장 많은 유형
으로 분류되는 동시에 ‘가사․육아’라는 다른 집단에는 없는 유형이 생성되었
다. 관측 종료시점에 대졸여성의 연령이 30대 초반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여
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졸여성의 경우
관측 종료시점의 연령이 약 27세로 대졸여성에 비해 젊기 때문에 이러한 배열
이 비교적 적게 관측되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
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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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행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괜찮은
일자리

안 괜찮은
일자리

미취업

혼합

유형

1, 2, 5

4

6

3

20.8(154)

8.0(59)

분류
전체

가사․
육아

100
(742)

%(n)

54.6(405)

16.7(124)

대졸
남성

유형

1, 2

3

%(n)

74.1(223)

25.9(78)

대졸
여성

유형

1, 2, 4, 8

6

7

3

5

%(n)

55.9(162)

10.3(34)

10.0(33)

15.2(50)

8.5(28)

고졸
남성

유형
%(n)

1
23.9(11)

3
39.1(18)

4
23.9(11)

2
13.0(6)

고졸
여성

%(n)

유형

1
10.6(7)

전체

100
(301)

3

4

2

37.9(25)

18.2(12)

33.3(22)

100
(329)
100
(46)
100
(66)

Ⅴ.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청년들이 최종학력 졸업 후 7년간 경험하는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노동이행 과정 유형을 성과 학력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배열에 나
타나는 구성요소 수와 에피소드 변화를 먼저 짚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갖
는 구성요소 수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시점과 배열을 통틀어
여성에게만 가사․양육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성의 배열에서 에피소드
변화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가사․양육을 들 수도 있지만, 가사․양육 상태가
더 적은 고졸여성이 대졸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에피소드 변화를 갖고 있
다는 점에서 가사․양육은 빈번한 에피소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
다. 이는 고졸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빈번한 상태이동에 성별뿐 아니라
학력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집단별로 각 상태(괜찮은 일자리, 괜
찮지 않은 일자리, 미취업, 가사․양육)가 배열 내에서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기
간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괜찮은 일자리는 대졸남성(3.90년), 대졸여성(3.68
년), 고졸남성(2.22년), 고졸여성(2.17년) 순으로, 괜찮지 않은 일자리와 합친 일
자리 유지 기간도 대졸남성(5.7년), 고졸남성(5.31년), 대졸여성(5.19년), 고졸여

24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3호

성(4.4년) 순으로 나타나, 고졸여성이 노동시간에 머무르는 기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짧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자리 유지기간에서는 고졸남성이 대졸
여성을 앞지르는 양상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력과 성별로 구분되는 집단별 노동이행의 유형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집단에서 ‘괜찮은 일자리 지속’, ‘짧은 미취업
또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 후 괜찮은 일자리 지속’, ‘일자리 경험 후 미취업 또는
가사․양육’, ‘괜찮지 않은 일자리 지속’, ‘중기(中期) 괜찮지 않은 일자리 또는
미취업 경험 후 괜찮은 일자리’, ‘미취업 지속’의 총 6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세
부집단에서는 이 유형과 유사하거나, 각 유형의 변주가 생성되었다. 대졸여성
은 대졸남성에 비해 세분화된 유형을 가지는데, 이는 대졸여성의 배열에서 보
다 빈번한 이행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졸남성과 고졸여성은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이 적고, 유형의 수와 그 특성이 비슷하다. 특징적인 부분은 ‘괜찮은 일자
리’ 배열의 비중이 대졸남성, 대졸여성, 고졸남성, 고졸여성 순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대졸여성에게서 다른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가
사․육아’ 유형이 생성되어 30대 초반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반영된 반면, 남성
의 배열에서는 단 한 시점도 가사․육아 상태가 관찰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청
년집단 내에서 성별과 학력에 따라 노동성과와 노동시장 이행 궤적에 큰 차이
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이 취약한 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대졸여성 집단은 ‘괜찮은 일
자리’ 경험을 기준으로 두고 보았을 때 대졸남성 다음으로 양호한 일자리 이행
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졸여성 유형화의 특이사항은 ‘일자리 지속 후 가사․양
육’ 유형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여성청년이 경험하는 경력단절을 보여준다. 이
행노동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과 사적 가사노동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한 소득지원 및 소득역량 제고의 필요를 강조하였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4.5배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할애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은 보다 근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통계청, 2018). 후기산업사회에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에 대응하
기 위해 Fraser(1994)는 일찍이 보편적양육자모델(the universal caregiver
model)을 제안한 바 있다.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지원(예: 보육)

성별․ 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오유진․ 김교성) 

25

과 현금 보상(예: 아동수당)이 여성에게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의 부
담’을 부과하거나 돌봄노동을 선택하게 하는 ‘마미트랙’(mommy track)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모델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빠육아휴직 보
너스제’와 ‘첫 3개월 급여인상’ 등의 소득감소 보전조치를 마련해 왔으나, 우리
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13.4% 수준으로,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약 45%
수준) 등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조규준, 2018). 또한 첫째
아를 출산한 여성의 40%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40%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
며, 종사상 지위에 따라 격차가 잔존해있기 때문에(박종서, 2016), 여성과 남성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졸집단은 ‘괜찮지 않은 일자리’를 지속하는 비중이 높아 미래에 대한 안정
적인 대비를 기대하기 힘들다. 고졸청년이 경력을 쌓아도 괜찮은 일자리에 진
입하기 어려운 암울한 현실은 고졸청년들이 진입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
금․비숙련 일자리인 데 기인한다(남재욱․김영민․한기명, 2018; 이병희, 2003;
임유진․정영순, 2015).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긴 노동시간이 필연적이
며, 이는 근로빈곤이나 시간빈곤 혹은 둘 모두를 초래한다(복지국가청년네트워
크, 2015; 남재욱․김영민․한기명, 2017). 고졸청년에 있어 노동시장 이행은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의 연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한 일자리 알선은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고졸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첫째는 현재 있는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지금도 취업성공패키지에서
훈련과 직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지만, 훈련에 해당하는 2단계에서는 5~50% 수
준의 자부담이 존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만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훈련기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수당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특정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현실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
은 일자리’ 자체를 줄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신설된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저임금과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졸청년들이 주로 진입하는 저임금․비숙련․비

26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3호

상용직은 그 자체로도 불안정한 일자리지만, 그중에서도 중소규모 사업장의 비
정규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미취업 기간 동안 다음 일자리를 준
비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장지연, 2017). 비정규직을 포괄하고 적절한 소득대체
를 가능하게 하는 고용보험의 확대는 노동시장내의 안정적 이행을 지원할 것이
다. 2020년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포괄되지 않은 청년
들을 지원할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제도로서 괜찮지 않은 일자리에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1)
고졸청년 중에서도 여성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비중, 빈번한
이행 등에 대해 유의하게 열악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고졸여성은 관찰기간의
평균연령이 대졸여성보다 낮아 가사․양육 상태의 출현 빈도가 낮은 데도 대졸
여성보다 빈번한 이행이 나타났다. 즉 고졸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 이행은 성
별뿐 아니라 학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졸여성청년의 취업선호 분야와 실제 해당 구인수요의 미스매
치, 고졸여성청년의 낮은 일자리 수준이다. 진로를 일찍 선택하는 특성화고의
여학생은 보건․복지, 미용․관광․레저 등의 학과에, 남학생은 건설, 기계, 재
료 등의 학과에 다수가 포진해 있으며(최동선, 2017), 직업훈련 내용도 여성은
서비스, 경영․사무, 보건․의료, 교육․사회복지 분야에, 남성은 기계, 건설,
전기․전자, 컴퓨터 분야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신선미․김영옥․김종숙․안준
기, 2017). 특성화고에서 여학생들이 기계, 전기․전자 등의 학과에 진학하여
원활한 취업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졸자 이상에서 이뤄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과 같은 제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박미경․김진주․정기
덕․조민효, 2016). 또한 같은 직군에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보
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임유진․정영순, 2015). 위 문제들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고정된 성역할과 편견이 차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전통적인 성별 역할분업
11)『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
에서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가구소득요건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대상은 근로빈곤층이다. 또한 적극적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통한 국가와 수급자간 상호의무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
업, 직접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과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참여에 대한 강제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이병희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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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김미성․전경옥․문경희, 2007).
고정된 성역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규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동등한 노동자와 돌봄자를 재정립하는 성평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나가야 한
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청년의 이행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난 훈련경험, 부모학력, 가구소득, 대학위세도,
거주지역, 고교계열, 전공계열, 사업체 등(김성남․최수정, 2012; 노혜진, 2012;
김종성․이병훈, 2014; 박미희․홍백의, 2014; 정재우, 2014; 박미경․김진주․
정기덕․조민효, 2016)의 여러 변인들이 통제되지 못해 각 집단의 이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노동이행상태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석상의 용이성을 위해 자영업(창업), 무급가족종사자, NEET 등 청년기에 나
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행형태를 하나의 기준(임금, 노동시간, 상용직 여부)으
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청년층의 다양한 이행을 살펴볼 수 없었다. 또한 7년간
의 분석기간은 청년기의 이행을 살펴보기에 다소 짧은 측면이 있다. 이상의 한
계들은 추후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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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구성요소와 에피소드 변화 통계 검정
구성요소 수

에피소드 변화

t

p

대졸 내 성별

-10.1885

0.0000   

-5.3938

0.0000   

고졸 내 성별

-7.5839

0.0000   

-6.4835

0.0000   

남성 내 학력

0.1833

0.8546

0.1966

0.8441

여성 내 학력

5.1485

0.0000   

6.7896

0.0000   

주 :  p<.05



p<.01



t

p

p<.001.

<부표 2> 집단별 상태길이 통계 검정
괜찮은 일자리

t

괜찮지 않은 일자리

p

대졸 내 성별

3.1016

0.0019

고졸 내 성별

0.3069

0.7590

남성 내 학력

-12.1801

여성 내 학력

-12.8902

t

0.0000   

5.6704

0.0000   

0.0000   

10.5836

0.0000   

0.0000   

7.8688

0.0000   

미취업

t

가사․양육

p

대졸 내 성별

-2.2406

0.0251 

고졸 내 성별

-4.2733

0.0000   

남성 내 학력

3.6922

0.0002   

여성 내 학력

10.6773

0.0000   

주 :  p<.05



p<.01



p<.001.

p

5.2112



t

p

-17.6155

0.0000   

-7.0098

0.0000   

-2.7602

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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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jectories and Types of Youth Labor Market Transition :
Focusing on Differences by Gender and Educational Level
Oh Yujin․Kim Kyo-seong
This study observed the trajectories and types of youth labor market transition
in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of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s. Because individual transition does not only take place in the
labor market, this study includes housework or care work in the analysis,
and labor status is measured by decent jobs. As a result of analysis, there
is a wide gap in the ratio of decent jobs depending on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while female college graduates have more subdivided types than
male college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showed similar patterns,
however, male high school graduates continue to have not decent jobs, while
female high school graduates have a complicated transition trajectory including
vacancies and housework.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youth
policy which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of individual youth rather than assuming a single youth.

Keywords : youth labor market, labor market transition, decent job, sequence analysis,
optimal match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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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춘 경**

본 연구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활력
지수,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KLI)에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9차
(2016)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AMOS를 활용한 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
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세대
연대와 청년세대 자존감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청년활력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사회에 대한 인
식과 청년활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 청년 노동시장, 일자리 이행, 괜찮은 일자리, 사건배열분석, 최적일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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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의 주요 과업 중 하나로 대부분의 청년들은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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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취하게 되고, 경제적 자립은 이후 결혼이나 출산 등 성인기의 다양한 과업
성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기에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장미혜․정해숙․마
경희․김여진․김연화․서연경, 2011). 청년층은 직업 경력의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중․장년층에 비해 더 활발하게 직장탐색활동을 하며, 이직에 따른 기
회비용이 적어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전주용․강순희․김미란․
남기곤․민주홍, 2012). 이러한 청년 근로자의 이직행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자칫 이후의 전문성이나 경력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심우정, 2004). 따라서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의 증가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조직의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 더 나은 기업이
되기 위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George, 1996).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에 대해
가지는 태도의 한 가지 형태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
적인 선호도를 의미하며(Locke, 1969),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예측
할 수 있는 지표로서 조직에 대한 동일시, 일체감, 애착심을 나타내주는 심리적
인 상태를 의미한다(Finegan 2000). 개인이 일에 대한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
더라도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이 없다면 일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매우 중요하다. 즉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환경이 중요한 것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 경제적․물질적 성장
과 함께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곽현주․최은영, 2018).
다른 사람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직장 내에서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회적인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한
다. 인간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등의 사회적 틀 안에서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어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Cohen &
Hoberman, 1983).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과 사회를 탐색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관련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분석(성정혜․ 김춘경) 

39

직장과 관련된 영역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ope, 2000). 이와 관련하여
Asumah, Agyapong & Owusu(2019)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Hanif, Waheed, Hamid & Mahmood(2018)는 조직
에 대한 친밀감과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높여줌으로써 근로자의 조직
몰입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
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사람은 긍정적 정서를 통해 즐겁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Fredickson, 2001). 활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
는 자신감과 에너지 상태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을 스스로
조율하여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기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결정짓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문한식․박진성, 2008). Op den Kamp, Bakker, Tims & Demerouti(2018)는 주
변사람들로부터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인정
하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활력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활력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 및 직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성과를 향상시키게 된다(Duffy & Lent, 2009). 즉 자신감이 강한 사람
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게 되어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다(윤
지혜․하혜숙, 2010). Arturo Cernas-Ortiz, Mercado-Salgado & Davis(2018)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활력지수가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하
였으며, Jaichitra & Srinivasan(2018)은 개인이 가지는 활력이 직무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활력은 사회적 지지의 결과변인이자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기존 세대와 다르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동시에 기존의 사회질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법의 집행과 소
득․재산에서의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이 높다는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묵․김승현, 2018). 사회적 지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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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는 지와 관련된 인지과정들에 영향을 미친
다는 Newsom, Shaw, August & Strath(2018)의 연구결과와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고려해 볼 때 청년들이 가지는 한국사회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송효정․박민정, 2017).
이러한 사회인식과 관련하여 Moorman(1991)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가
지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조직에 대한 몰입적인 태
도, 상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직무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
며, 최소연(2005)은 보상에 대한 공정성이나 세대 간의 연대와 같은 사회인식
이 조직구성원의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 몰입 및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가지는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보고자 하였으며, 사회인식의 하위요인 각각이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사회적 지지와 청년활력, 사회인식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와 조직
몰입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활력과 사회인식은 사회적 지지
의 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직무
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청년활력과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개역할
을 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각각 두 가지의 변인 간 인과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활력, 한국사
회에 대한 인식,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년의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한국사
회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년의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청년활
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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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은 199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 거주 가구와 만 1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
로 매년 실시하여 현재 9차(2016)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자료로, 다른 자료들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 중 9차
(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만 15∼35세의 직장을 다
니고 있는 청년 1,2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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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특성

구분(2016)
남자
성별
여자
만 15~19세
만 20~24세
연령
만 25~29세
만 30~34세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학력
전문대학 졸업
대학/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정규직
근로형태
비정규직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일자리 유형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등)
전체

N(%)
693(54.1)
589(45.9)
31( 2.4)
199(15.5)
431(33.6)
621(48.4)
223(17.4)
433(33.8)
559(43.6)
57( 4.4)
10( 0.8)
910(71.0)
372(29.0)
804(62.7)
478(37.3)
1,282(100)

2. 측정도구
가. 직무만족도
청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Brayfield & Rothe(1951)가 개
발한 Job Satisfaction Index(JSI)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5문항으로 선별한 도
구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꾸러미화를 통해 직무만
족도의 하위요인을 만족 1과 만족 2로 분류하였으며,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
과, Cronbach's  계수는 전체 .904, 각각 .838, .882로 나타났다.

나. 조직몰입도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를 측정하기 위해 Porter, Steers, Mowday & Boulian
(1974)이 개발한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s(OCQ)를 한국노동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관련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분석(성정혜․ 김춘경) 

43

연구원에서 5문항으로 선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꾸러미화를 통해 조직몰입도의 하위요인을 몰입1과 몰입2로 분류하였으
며, 본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계수는 전체 .903, 각각
.852, .889로 나타났다.

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Abbey, Abramis & Caplan(1985)이 개발한 척
도를 전지아(1990)가 번안하고 유성은(1997)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
다. 본 척도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꾸러미화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을 지지1과 지지2로 분류하였으며, 본 척도의 신
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계수는 전체 .840, 각각 .890, .863으로 나타
났다.

라.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2015)
에서「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에 제시한 것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췌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공정성, 연대․협동지수, 세대연
대지수, 청년세대 자존감 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문항씩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각각의 하위요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계수는 전체 .854, 각각 .766, .772, .739, .799로 나타났다.

마. 청년활력
청년활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2015)에서「이 땅에서 청년
으로 산다는 것」
에 제시한 것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췌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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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년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꾸러미화를 통해 청년활
력지수의 하위요인을 활력1과 활력2로 분류하였으며,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
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계수는 전체 .874로 나타났으며, 각각 .790, .850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첫째,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왜도와
첨도를 구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잠재변인의 타당화를 위해 AMOS 18.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Confo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
도 및 추정치를 확인하였다.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²값은 대
표적인 적합도 지수이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Hair, Black, Babin & Anderson(2006)이 추천한 TLI와 CFI, RMSEA
를 함께 살펴보았다. TLI와 CFI가 .9 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음, .08 이하이면 양호, .1 이하이면 보통의 적
합도인 것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
형의 적합성 및 영향력을 살펴보고,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이론적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경로의 효
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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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변인들의 정규성의 기준은 Kline
(2015)에 의하면, 왜도의 절댓값이 3보다 작고, 첨도의 절댓값은 10보다 작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왜도의 절댓값이 .099~.716, 첨도의 절댓값이 .058~.945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1

2

.197*

3

.187* .229*

4

.173* .210* .702*

5

.175* .150* .483* .523*

6

.072* .105* .498* .514* .554*

7

.378* .328* .452* .414* .340* .254*

8

.335* .279* .538* .446* .342* .337* .723*

8

9

10

11

12

1
1
1
1
1
1
1

9

.269* .237* .181* .195* .147* .084* .335* .235*

10

.228* .211* .201* .152* .107* .098* .345* .320* .747*

11

.229* .233* .166* .167* .156* .067* .323* .224* .743* .574*

12

.211* .225* .161* .183* .181* .095* .332* .251* .683* .573* .797*

M

3.488 3.829 3.175 3.168 3.218 2.712 3.529 3.304 3.475 3.266 3.596 3.531

SD

.562

.638

.807

.778

.663

.791

.673

.785

1

.598

1

.693

1

.601

1
.582

왜도 -.425 -.205 -.349 -.556 -.235 -.099 -.379 -.242 -.386 -.258 -.716 -.373
첨도 .551

.058 -.220 .174

.104 -.419 .547 -.114 .433

.167

.945

.416

1. 지지 1 2. 지지 2 3. 공정성 4. 연대․협동 5. 세대연대 6. 청년세대 자존감
7. 활력 1
8. 활력 2
9. 몰입 1
10. 몰입 2
11. 만족 1
12. 만족 2
주 :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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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
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
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 과제 측정의 결과가 얼마나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을 사
회적지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청년활력,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5가지로
구성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측정모형

df

NFI

TLI

CFI

371.107 44

.951

.935

.957

χ²

RMSEA(.076)
LO90

HI90

.069

.083

이러한 적합도 기준을 토대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 모수치를 추정하기 위
하여 측정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85
이하이면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가 존재하며, 요인부하량이 평균 .05
이상은 되어야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존재한다는 문수백(2009)의
기준에 근거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는
.22∼.64, 요인부하량은 .64∼.96으로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의 기준을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통계적 모델에서 잠재변인이 설정된 지
표변수들을 통해 타당하게 측정되었음을 말해준다.

3. 구조모형 분석
가. 연구모델의 부합도 추정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에서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구조모형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으
므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구조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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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²

df

NFI

TLI

CFI

측정모형

198.572

31

.974

.953

.978

RMSEA(.065)
LO90

HI90

.056

.074

나.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
구조모형의 부합도 지수가 양호함에 따라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
과 <표 5>와 같다.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잠재변수 간의 경로
공정성
연대․협동
세대연대
사회적지지
→ 자존감
청년활력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공정성
연대․협동
→ 청년활력
세대연대
자존감
공정성
연대․협동
→ 조직몰입도
세대연대
자존감
공정성
연대․협동
→ 직무만족도
세대연대
자존감
조직몰입도
청년활력
→
직무만족도
주 : * p<.05.

B
1.478*
1.313*
.971*
.368*
2.311*
6.601*
5.337*
.085
.035
.127*
.235*
.072
.100
.391*
.630*
.036
.086
.260*
.487*
2.146*
1.683*

β
.478
.441
.383
.122
.902
3.001
2.514
.102
.040
.126
.278
.101
.136
.452
.867
.053
.121
.311
.695
2.501
2.032

S.E.
.166
.158
.133
.153
.172
1.259
.851
.052
.053
.055
.047
.147
.148
.164
.175
.120
.119
.129
.130
.505
.348

C.R.
8.921
8.307
7.297
2.405
13.415
5.245
6.273
1.644
.657
2.317
5.027
.486
.684
2.388
3.599
.304
.726
2.019
3.747
4.253
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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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의 변인들 간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사회적 지지에서 공정성(β =.478, p<.05), 연대․협동(β =.441, p<.05),
세대연대(β =.383, p<.05), 청년세대 자존감(β =.122, p<.05), 청년활력(β =.902,
p<.05), 조직몰입도(β =3.001, p<.05), 직무만족도(β =2.514, p<.05)로 향하는 모
든 직접경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하
위요인이 청년활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세대연대(β =.126, p<.05)
와 청년세대 자존감(β =.278,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세대연대(β =.452, p<.05)와 청년세대 자존감(β =.867,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도에 세대연대(β =.311, p<.05)와 청년세대
자존감(β =.695,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청년활력에서 조직몰입도(β =2.051, p<.05)와 직무만족도(β =2.032, p<.05)
로 향하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표 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세대연대, 청년세대 자존감)과 청년활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Standardized)

사회적지지 → 세대연대 → 조직몰입도

.379*

사회적지지 → 청년활력 → 조직몰입도

.641*

사회적지지 → 청년활력 → 직무만족도

.461*

주 : * p<.05.

그 결과,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도 간의 관계에서 세대연대와 청년활력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청년활력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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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
의 관계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청년활력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
직몰입 및 직무만족 관련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
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세대연대와 청년세대 자존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공정성과 세대․협동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세대연대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
과는 주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때 직장인의 업무와 관련된 자기 효
능감이 향상되어 만족도와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안현모․양현교
(2011)의 연구결과와 조직 내에서 세대 간 발생하게 되는 갈등은 직무를 수행
하는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김영곤(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조직 내 구성원들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세
대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세대 간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인적․조직적 수준에서 다양한 반생산적인 행동을 초래
하게 되어 조직 내에서의 몰입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rki
& Hartwick, 2001; Wong, Gardiner, Lang, & Coulon, 2008). 이는 조직 내 세
대갈등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인지적 유연성의 맥락으로서 세대통
합인식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대통합인식은 세대
의 차이로 인한 장벽이나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김경호, 2005). 즉 세대통합인식능력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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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몰입
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임정숙, 김민경, 2018).
다음으로,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
계에서 청년세대 자존감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
과는 안정적인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주변으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한 성인의 경우 인지 왜곡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일 수 있
다는 정연옥․이민규(2005)의 연구결과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는 직무에 대한 높은 몰입 및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Bowlby(1973)의 애착이론을 통해 살펴보면,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자녀
에게 긍정적인 지지자원이 됨으로써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을 가지게 되고, 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나 직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Erol & Orth, 2013). 뿐만 아니라 안정애착을 형
성한 성인의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
인 자기관과 타인관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타인과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은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하게 되는 조직 내에서의 대인관계 및 세대
간의 상호작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함으
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Krausz, Bizman, & Braslavsky, 2001). 또한 자신
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조직 내에 몰입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년 근로자들의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존
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이 가지는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세대연대와 자
존감이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
는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장 내에 있는 세대 간에 긍
정적인 연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청년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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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들이 직장 내 선배
혹은 상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모
델링(modeling)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업무활동보다는 팀을 이룬 활동을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청년 근로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를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업무를 배치함에 있어서 성격특성 검사나 직무
기능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과 장․단점, 직무역량을 고려함으로
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업무를 제공하여 개인적인 역량의 향상뿐만 아니라 나
아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공정성과 세대․협동은 조직몰입
도 및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로부
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느낌을 중시하는 것으로(Cropanzano, Bowen,
& Gilliland, 2007),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대기업에서 직원들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였던 사건(조선일보, 2017.11.9)이나 대기업의 임원이 민간기업에 자녀
의 취업을 청탁하였던 사건(한국일보, 2018.4.4)들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한국사
회가 공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례들로서, 공정하지 못한 현대사회에서 청년
근로자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대․협동의 경우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인
지지와 관련된 문항을 통해 측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Skinner(1963)의 조작적
학습이론(operant learning theory)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조작적 학습
이론은 자극과 반응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으로,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상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의 몰입과 만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이외의 경제적인 지원은 개인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
서 청년활력지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근로자의 사
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청년활력지수가 높아질 수 있으며, 높아진 청년활력지수
는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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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력이 조직에서의 행동에 동기부여를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Quinn,
Spreitzer & Lam(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청년활력을 측정한 문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활력은 주변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연애 및 결혼,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 내 집을 갖는 것,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높은 에너지 상태를 의미한다. 주변으
로부터 제공받는 지지는 청년 근로자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지지체계를 안전기지로 삼아 자신이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Deci &
Ryan, 2000). 또한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Erikson
(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라 청년층에서 이루어야 하는 발달과업에
속한다. 발달과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은 인생의 주기에 있어서 발달단
계가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완전하고 건강한 성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전 단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감이나 주도성, 근면성, 자아정체감 등을 통해 자
신이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 적응력을 높이게 된다.
이처럼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지지
를 통해 청년들의 자신감과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 함께 근무하
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업무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
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대화법이나 격려를 통해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청년
근로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하위요인 각각에 대하여 살펴봄으
로써 청년 근로자들의 조직물입도 및 직무만족도에 세대 간의 연대나 청년세대
의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공정성이나 부모
님으로부터의 경제적인 도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
는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변화
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보상에 대한 공
정성과 비차별적인 경제성에 대한 인식을 가짐으로써 직장 내에서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관련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분석(성정혜․ 김춘경) 

53

의가 있다. 둘째, 청년 근로자의 활력이 조직 내에서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과거와 현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직장의 안정성, 결혼, 양육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자
신감과 높은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
를 5문항을 통해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Moorman(1993)은 직무만족을 감
정적 직무만족과 인지적 직무만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는데, 감정적 직무
만족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
등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면 인지적 직무만족은 주관적으로 평
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직무만족으로, 월급
또는 출산휴가와 같은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해볼 때 추후 직무만족과 관련된 측정을 실시할 경우, 감정적 직무만족
과 인지적 직무만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직
무만족도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한국사회에 대
한 인식, 청년활력,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으
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근로자가 느끼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업무량,
직무 성취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토대로(마칠석, 2019; 최병우․
전재훈․조영빈, 2019), 추후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대
한 통제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청
년활력,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횡단적 접근을 통해 살
펴보았다. 하지만 과거에는 집단주의 문화적 성향이 강했던 반면, 현대사회에
서는 개인주의 문화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사회에 대해 인식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에 따라 조직 구성원
들의 몰입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Boyacigiller & Adler(1991)의 연구결과와 사
회인식이 다른 변인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각 변인들 간
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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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al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Awareness
of Korean Society, Youth Vitalit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Youth Workers
Sung Junghye․Kim Choonky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uctual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awareness of korean society, youth vitalit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youth workers. Also this study is verifying
that awareness of korean society and youth vitality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data of this study ar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S 19th
data that are researched by Korea Labor Institute(KLI).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eneration solidarity and youth generation self-esteem showed a
significant mediation in the relations between youth worker’s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youth vitality showed
a significant mediation in the relations between youth worker’s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related variables to impro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youth workers.

Keywords : social support, awareness of korean society, youth vitalit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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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7년에 한국노동연구원 지원으로 실시된「디지털 시대의 서
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예술활동 경력을 전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정한 고용과 불규칙한 작업기회로 인한 예술활동 중단경험과 더불어, 인
적자본 요소라 할 예술적 테크닉 관련 잠재성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전망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예술시장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고용관계에 기반을 둔 조직자원을 결여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경우, 보유하
고 있는 예술인 영향력 연결망의 크기가 향후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
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초 소득보장
에 국한된 기존 예술인복지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예술
노동자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기초 소득보장을 넘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예술적 숙련을 지원하는 한편,
조직자원을 결여한 진입 및 경력형성기 프리랜서 음악가들이 예술노동시장
의 주요 관계망에 보다 평등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존 정
책도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 대중예술 노동자,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 예술인 복지정책, 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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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10여 년간 대중음악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전문음악인을 꿈꾸는
청년도 크게 증가했다. 2012년 싸이부터 2018년 방탄소년단에 이르기까지 예
상치 못했던 케이팝 뮤지션의 폭발적 인기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음원 스트리
밍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이 상징하는 세계화와 디지털화는 이 시장의 확장적
고도화를 선도해 왔다.
그런데 세계적 스타 뮤지션의 배출과 매출액 증가, 글로벌 통합이 보여주는
괄목할 만한 산업적 성장이 지속가능한 뮤지션 노동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적 성공을 이룬 대중음악산업은 예술활동에 배태된 필연적
인 불확실성의 위험을 예술노동자에 크게 전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왔기 때문
이다(권혜원, 201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5년「예술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대중음악 예술인 중 약 50%가 겸업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절대다수인 약 94%가 낮은 소득 때문에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뿐만 아니라 80~ 90%에
달하는 전업예술인과 겸업예술인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조직이나
사회의 보호 시스템 밖에서 독립계약노동자(일명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대다수 예술인이 처한 직업적,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이 음악활동을 통한 경력
을 전망하고 실행하는 데 주요 장애로 작동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예술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도입되었지만, 급격히 커
진 대중예술노동시장에 비해 지원 규모와 범위가 협소할 뿐 아니라 특화된 방
식으로 예술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생존을 위한 예술가 개인의 자구적 모색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불가
피한 상황이다.
한편 대중음악노동시장에 팽배한 프리랜서 계약은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기반을 둔 복지정책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선행연
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창의산업분야에서 포스트 포드주의체제가 전면에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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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유연성(flexibility)’이 작업조직 방식의 핵심으로 인식되면서 일기반(work
based) 계약관계가 표준 고용관계를 대체하고 있다. 대다수 프리랜서들의 고민
은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가’, ‘어떤 경력을 쌓아나갈 것인가’
이전에 ‘당장 일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집중된다(Louden, 2013). 직업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경우 창작 외 경제활동을 주업으로 삼고 사실
상 직업음악인의 경로를 이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최보연․안채린, 2017).
다시 말해, 창의노동에서도 지속가능성 인식과 직업이탈 의도는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며, 따라서 예술인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예술적 성취
는 물론 산업의 안정성과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연구는 예술노동자들의 취약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이 이들의 경
제적 생계 보전에 목적을 둔「예술인 복지법」
의 기술과 평가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극복하려는 한 시도다. 즉 기초생계 보전에 초점을 둔 소극적 복지에 더
해, 지속가능성 전망과 관련된 예술노동자 개개인의 자원동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문제
의식이다. 더불어 이 연구는 향후 정부의 노동시장/복지정책이 정책대상의 특
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그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즉 산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
는 예술노동시장에 직면한 전문예술노동자들이 어떤 역량과 전략을 지닐 경우
자신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지 분석
하고 그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우선적 목표는 지속가능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서 예술인들의 가용자원인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과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특히 현재 예술 노동시장에서 보편적 계약형태로 확대
되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연결망이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하
는데 여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예술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한편, 예술인 보호를 위한 핵심제도인「예술인 복지법」
에 대해 살펴본다. 현 제
도 및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어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예술인들의 가용자원으로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주목하고, 기존 연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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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해당자원의 동원 역량과 개인의 지속가능 전망에 대한 맥락적 가설을 도
출한다. 제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
사」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변수와 분석방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주요 연구 가설

1.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예술인에게 ‘노동’과 ‘창작’은 분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창작은 노동의 일
부지만, 미적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노동이다(이동연, 2018: 16).
예술인에게 노동은 예술활동 과정에서의 물리적 혹은 육체적 투입이 의미와
상징을 생산하는고도의 정신적 투입과 결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술노동은 창조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Ibid, 17). 이와 관련해 ‘노동’의 관점에서 예술활동을 부각하는 창의노동
(creative labor) 담론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Hesmondhalgh &
Baker(2011)는 창의산업을 세계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상품을 생성하고 유통시키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창의노동은 창의적
재능과 혁신적 역량 발휘를 주요 업무로 삼는 창의산업 내 노동과정, 즉 ‘상징
상품(symbolic product)’이라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으로 규정된다. 창의
노동자는 개인이 가진 창의성을 활용하여 직접 소비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징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참신성과 독창
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은 예술노동시장의 특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도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
1) 기존의 연구들은 창의산업 일반에 걸친 불안정성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중음악 예술
인들의 고유한 불안전성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Banks & Hesmondhalgh, 2009;
Gill & Prat, 2008; Umney & Kretsos, 2014). 여기서 의미하는 불안정성의 의미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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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창의적 생산과정에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다(최보연․안채
린, 2017). 창작을 위한 핵심 아이디어가 언제 떠오를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창
의적 생산과정 자체를 예술가가 미리 계획하거나 통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창
의적인 생산과정 자체는 모호성, 불확실성, 비예측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생산과정의 특성 때문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동시간 개념을 예술활동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가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예
술작품은 창의성과 독창성, 차별화를 통해 평가받고, 사회적·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받는다(Menger, 2006). 그러나 예술가들은 예술작품과 자신의 예술 능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전까지 경제적인 보상이 유예되는 상황을 견뎌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본생계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어렵
다(최보연․안채린, 2017). 더욱이 예술작품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예
술 소비자들의 취향과 그 변화를 예측하기도 어렵다.2)
둘째, 창의 활동이 산업적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기업화되고 있지만 창의산업
영역에서 안정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한 고용 및 작업형태는 드물다. 대개의 예
술가들은 정규 혹은 전속 고용계약보다는 프로젝트 기반 커리어를 통해 창작활
동을 이어가고 있다. Menger(2006)가 예술계 및 창의관련 산업이 다양한 재능
과 숙련된 기술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 팀 구
성을 통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한 것과 같
은 맥락이다. 대표적으로 영화, 오페라, 콘서트, 연극, 전시회 등은 보통 프로젝
트 단위로 추진되고 새로운 팀이 구성되었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체된다.

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간의 긴장관계, 비공식적인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구조, 노동시장으
로의 과다공급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성을
일반적인 창의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성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있다.
2) 하지만 예술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다. Oakley
(2009)는 예술활동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양날의 검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예술작업의 비
일상적(non-routine)인 측면은 예술적인 혁신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지
닌다고 주장했다. 예술가들은 다음 작품(영화, 음악, 도서, 공연 등)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으므로 틀에 박혀 있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구속 없이 창의성을 표현하는 과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시각에서 예술활동의 불확실성을 취약성(precarious)
과 프롤레타리아가 결합된 ‘프리카리아트(precariat)’ 논의와 결부하여(Gill & Prat, 2008)
경제적 불안정성과 함께 지위상의 불안정성에 대해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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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영역의 앨범 제작 역시 대개 단기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예술노동자들은 계약에 따라 취업과 실업상태를 주기적으로 순환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의노동자들은 자신의 창의적 역량을 단기 프
로젝트를 바탕으로 이어가는 ‘경계 없는 커리어(boundary-less career)’를 스스
로 구축해 가야 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경력을 만들어가는 개별 예술가들은 단
속적인 일거리를 계속 붙여나가야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 예술
적 숙련은 물론 변화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Gill, 2002).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창의노동자들은 창작활동에 전념
하기보다는 생계유지와 경제적 비용의 충당을 위해 다음 프로젝트를 탐색해야
하며 일부는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예술과 관련이 없는 직업활동에 더 많
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Hesmondhalgh & Baker, 2010;
Gill, 2002). 불안정한 작업기회와 생계유지의 압박으로 인해 예술활동중단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예술가 경력을 계속 추구하더라도 향후
예술가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더 큰 불안함을 안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2. 예술인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비판
앞서 지적했듯이 예술 활동은 직업으로서의 시장적 안정성이나 제도를 갖추
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
를 결여하고 있으며 이른바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술인들이 창작활동만으로 최소한의 경제생활조차 영
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건이 이어지고 이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2011년 11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발전에 이
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
이 제정되었다.3)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복지 지원정책은 한국예술인복지재
3) 예술인들의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예술계의 불안정한
직업안정성, 불공정한 경제적 보상체계 등 현실적 문제들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배고픈 예술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예술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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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전담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 복지 증
진’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구현’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한국예술인복지
재단, 2016: 17). 예술인복지 지원정책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 창작역량강화는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
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술활동 수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16). 대표적으로 창
작준비금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는 단속적이고 불규칙한 예술활동 계약기간으
로 인해 수입이 크게 부족하거나 없어지는 기간 동안 창작활동의 단절을 방지
하기 위해 해당기간 1인당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4)

둘째, 직업역량 강화는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하고 기업 및 기관 등과 사회적 협업 기회를 제공
하여 예술인들이 새로운 직업역량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서브-잡(sub-job, 부업) 개발’을 목표로 한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6:
38). 셋째, 불공정 관행 개선 영역은 예술활동 중에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들의 직업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
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32). 대표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톱 지
원(상담, 신고, 피해구제 등)을 제공하는 예술인 신문고 사업과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사업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은 예술인의 사회보장이라
는 복지제도의 취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표준계약서
체결 기간 동안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50%를 지원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이러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했다.
첫째, 법의 출발점이 예술노동이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는 정책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노동의 특성에 대한 고려
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염신규, 2015; 이동연, 2013, 2018). 예술노동의 특성
상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정규노동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예술인
복지수혜 자격에 여타의 임금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시간 조건을 적용하는 것
이 그 예이다. 다시 말해, ‘예술’을 기존 ‘노동’의 프레임에 단순하게 대입하는
4)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경우 만 70세 이상의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을 위해 ‘원로예
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지원규모 역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동일
하게 1인당 총 300만 원이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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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동연, 2013: 264). 둘째, 예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가치지향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최보연․안채린, 2017). 현
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사업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은 예술인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한 번 이상의 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일회적 소득 보전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원만료 기간에 맞추어
창작결과물을 도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창작과 관련된
핵심 아이디어가 언제 떠오를지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생산과정 자체를 예술
가가 미리 계획하거나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추진
되고 있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궁극적인 가치지향이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
화인지 한시적인 생계지원인지 가늠하기 어렵다(Ibid, 88).
「예술인 복지법」
은 단순히 예술인의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만 머무
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음악
산업에 널리 퍼진 프리랜서 계약 전문 예술인들이 경력 초기에 쉽게 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이러
한 문제의식에 함의를 얻고자 한다.

3.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술인들의 대응 : 연구가설
기존 보편적 고용관계의 경계로부터 한발 바깥에 위치하는 대다수 예술인은
불확실한 예술노동시장에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집
중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가용한 자원의 양을 늘림으로써만 더 불확실하고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향후 예술활동의 안정성에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되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술인 스스로 상품화 정도(commodification)를 강화
함으로써 일할 기회와 그 지속성을 확보하는 자구 노력이 이 이 시장에서 일반
적인 생존방식이다(Ursell, 2000). 자본을 시장에서 이익을 기대하고 자원을 투
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Lin, 2001: 3), 예술가는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영위
하기 위해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투자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이익을 기대하고 개인의 교육과 기술훈련 등에 투자해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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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증식하거나 똑같은 시간과 자원을 사회적 관계에 투자해 사회자본을 증
식할 수 있다(Ibid, 19). 안정적인 고용기회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술가는 예술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재
교육과 노하우를 스스로 축적하며(박진우, 2011), 인맥을 활용하여 예술노동시
장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작업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은 개인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교육, 기술훈련, 직업경험
(experience) 등을 통해 측정된다(Kilkenny et al., 1999). Rosen(1981)은 인적자
본을 개인의 내재적인 특징과 분리할 수 없으며, 투자를 통해 인적자본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경제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Mincer(1958)의 인적자본모델에 따르면(Rosen,
1992), 향후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교육연수, 직업경험과 더불어
인적자본의 초기조건(혹은 상수항)으로서 선천적인(innate) 능력과 가족배경으
로 구성된다. 선천적인 능력은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투자 비
용을 줄여준다. 즉 내재적인 능력이 뛰어날수록 동일한 조건의 투자에 대해 달
성할 수 있는 생산성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Towse, 2006).
예술영역에 있어서도 인적자본 축적의 초기조건이 중요하다. 내재적인 자산
으로서 창의성은 특별한 기술을 좀 더 쉽게 습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예술적 생산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로 소수의 뛰어난 연주
자만이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연주를 들 수 있다. Rosen(1981)에 따르면 예술영
역은 소수의 유명 예술가들에 의해 부(wealth)가 독점되는 양상이 강한데, 이는
기술발전 등으로 예술시장의 규모가 커진 동시에 소비자들이 재능이 뛰어난 예
술가를 특히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시각 예술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Throsby(2006)는 창의력은 창의적인 예술활동 결
과물(소설, 시, 그림, 조각, 연기 작곡 등)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자로서 예술가는 다른 생산자들과 달
리 창의성을 생산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지적했다. 그
리고 창의성의 중요성은 비단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영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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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했다(Ibid, 1). 창의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창의성의 수준
이 높을수록 예술적 생산성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예술활
동을 전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창의성은 측정이 매우 어려운 개념이므로 우리는 예술인 자신의 창의
성 인식에 근거해, 예술인 스스로가 창의성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안정
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하다고 전망할 수 있다고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1 : 예술인 스스로가 창의성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하다고 전망할 것이다.

예술인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인적자본에 투자한다고 할 때 앞에서 언
급한 초기조건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기술숙련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도 중요
하다. 예술창작물을 소비자나 관객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일정 기간 이상의 숙련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최보연․
안채린, 2017). 앞서 언급한 Throsby(2006)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상업
적 지향이 강한 예술활동에 예술적 숙련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숙련수준과 상업
작품의 산출량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예술노동
시장의 지배적 계약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프리랜서 계약에 연루된 예술가들의
경우 예술적 숙련도의 확보, 유지, 개발하는 것은 일할 기회의 단속성을 극복하
는 기본조건이 된다. 공동의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구축되는 평판의 근저에 가
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예술적 기술적 숙련도이며, 더 많은 일할 기회를
통해 확보되는 직업적 숙련은 다시 안정적 예술활동에 기여한다. 따라서 도달
할 수 있다고 믿는 예술적 숙련기술수준에 대한 전망과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2 : 달성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예술적 숙련기술의 수준이 높을수록 예술인
들은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하다고 전망할 것이다.

나.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
예술노동시장에 크게 확산된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예술적, 직업적 성취를
가능하게 할 숙련 확보에 프리랜서 고용계약에 배태된 일할 기회의 불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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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는 일은 더욱 긴요하며, 이를 매개하는 주요 고리 중 하나가 사회적 연결
망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앞에서 언급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사
회자본에 대해 투자하게 된다. 사회자본은 시장에서의 이익을 기대하고 사회
적 관계에 투자되는 것을 의미한다(Lin, 2001: 19). 인간의 행위를 일종의 자원
(resource)으로 개발할 수 있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은 통제가능하다
는 경제학적인 관점과 달리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 활용되는 자원이 바로 사회
자본이다(Dakhli & Clercq, 2004).5) 사회자본은 개인으로 하여금 아이디어, 정
보, 금전, 서비스와 같은 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zreter & Woolcock, 2004).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자본과 그 효과의 상이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자본의 유형은(박찬웅, 2000: 92), 크게 관계에 의존해 동원할 수 있
는 자원의 유형(예컨대, 정보, 서비스, 통제, 결속)을 통해 구분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의 유형을 통해 구분된다. Szreter & Woolcock(2004)은 후자인 사회
적 관계 유형을 통한 구분을 다시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 연계적(linking)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였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정체
성을 공유하는 동질적인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반
면에 연결적 사회자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다른(연령, 인종, 계급 등) 집단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존중과 호혜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연계적 사회자본은
개인으로 하여금 존경이나 존중과 같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식적이고 제도
화된 권력에 대해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사회적 관계의 유형으로 구분한 세
가지 사회자본 중 결속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
연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Antcliff et al.(2007)는 사회자본을 열린 연결망과
닫힌 연결망으로 구분했다. 열린 연결망은 연결적 사회자본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네트워크 내의 구성원들은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이질적이므로 포용적인
(inclusive) 관계가 특징이다. 이러한 연결망은 정보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유
리하다. 반면 닫힌 연결망은 결속적 사회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연결망 내의
5) 이러한 측면에서 인적자본은 개인의 속성이고 사회자본은 개인들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
다(박찬웅, 200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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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유대감이 높은 배타적인(exclusive) 관계가
특징적이다. 따라서 조직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데 유리하다.
프로젝트 기반 협업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안정적 신뢰관계가
중요한 예술인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면, 닫힌 연결망은 상호협력, 신뢰, 호혜관
계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닫힌 연결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뢰하
고 호혜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협업기회 자체가 절
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협업이 가능한 네트워크(닫힌 연결망)의 크기
가 커질수록 협업 가능성이 커지므로 협업네트워크를 많이 확보한 예술노동자
는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할 개연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예술활동 관련 자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에 속한 예술가보다는 속한 조직
이 없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에게 이러한 협업네트
워크의 예술활동 경력전망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가설 2-1 : 협업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협업 연결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협업 가능
성이 늘어나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할
것이다.
가설 2-2 : 예술활동 관련 자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예술가보다
는 속해 있는 조직이 없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가
들의 경우, 협업 연결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할 것이다.

한편 열린 연결망의 경우 닫힌 연결망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작품활동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
가 제시한 ‘약한 연결의 강함(strength of weak ties)’이란 개념과 관련된다. 그
라노베터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나 가족보다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지내는 약한 연결망으로부터 직업기회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강한 연
결 혹은 가까운 관계는 약한 연결 혹은 아는 사이나 업무 관계에 비해 다양한
정보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강한 연결의 경우 평소에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는 경계가 연결망 내부의 구성원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약한 연결망은 연결망 내부의 개인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영역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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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폭넓은 정보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예술 영역
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예술가나 관련 직업군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새로운 프로젝트나 작품활동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들은 전체 예술가 네트워크에서 Burt(1992)가 고안한 ‘구조혈(structural
hole)’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향력이 있는 예술가들은 정보
의 흐름을 연결하는 위치에서 닫힌 연결망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린 연결망은 모든 예술가에게 중요하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
을 진행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같이 안정적인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예술
가들에게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작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취약한(precarious) 노동조건에서 네트워크는 위험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
을 준다. 실제로 영국의 텔레비전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한 Lee(2011)에 따르면 연결망은 개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는 수단
이 되고 기업들로 하여금 재능 있는 예술인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노동계약은 개인 친분에 기반
을 둔 인맥이나 개개인의 평판 혹은 비공식적인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예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많이 알수록 작업기회를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다(박진우, 2011, 임영호 외, 2004).6) 따라서 열린 연결
망의 이점을 생각하면 예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많이 알수록 예술활
동 경력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예술활동 관련 자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에 속한 예술가보다는 속한 조직이 없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
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더 강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예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많이 알수록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예
술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할 것이다

6) 박진우(2011)는 인맥 네트워크의 폐쇄성에 대해 주목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 인맥 네
트워크의 폐쇄성은 학력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되며, 성별 및 출신 지역도 부분적으로 여
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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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 예술활동 관련 자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예술가보다
는 속해 있는 조직이 없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가
들이 예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더 많이 알수록 안정적인 예술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할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중음악산업의 경우 영화나 미디어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노동과정(프로젝트)에 참여하지만,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는 전 생산과정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상당한 협업을 요구한다. 대체로
단독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작곡가들조차도 협업을 기반으로 곡을 생산한
다는 기존 연구(McAndrew and Everett, 2015)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연구(박양우․이유리, 2013)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대중
음악 예술인들에게 사회자본의 활용은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17년에
실시된「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이다. 대중음악과 관련된 서
울지역 예술인 4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온라인 서베이는 한국노동연구원
의『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 이론과 현실』이라는 연구과제의 일
환으로 진행되었으며(권현지․양종민․김서경, 2017), 서베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뮤지션의 경계는 매우 불확정적이고, 경계 안팎을 오가는 이동이 매우 빈
번하기 때문에 뮤지션의 모집단을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
는 대부분의 직업 뮤지션이 등록하고 있는 대표적 협회들과 혹 여기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인디신의 뮤지션을 포괄하기 위해 뮤지션 자조조직을 접촉했고
이 중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가 첨부된 이메일 발송에 동
의한 협회들의 도움으로 서베이를 했다.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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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창작활동 경험, 소속 집단, 예술활동 관련 숙련과
정, 기술변동으로 인한 예술산업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창작활동 및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 삶의 만족도 및 안정성 등이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2016)에서
실시한「예술인 실태조사」
나 한국콘텐츠진흥원(2015)에서 실시한「대중음악
프리랜스 뮤지션 실태조사」
이반영하고 있지 못한 대중음악 예술인들의 예술활
동 경력전망에 대한 인식을 주요 문항으로 포함했다. 특히 이 조사는 예술인들
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대중음악가들의 예술활동
경력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2. 변 수
우선 종속변수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안정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전망
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귀하는 생애기간 동안 안정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며 ‘① 매우 그렇다’부터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할수록 점수가 높게 측정되도록 역코딩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개인적인 수준의 투자와 관
련하여 예술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창의성 수준, 예술인 스스로 판단하는 향후
예술적 테크닉의 달성 정도 등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
용했다. 창의성 수준은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필요
한 창의성 수준을 5점으로 할 때 귀하의 예술활동을 위한 창의성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① 낮음’부터 ‘⑩ 높음’까지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Throsby(2006) 역시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예술인
스스로 그 수준을 판단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는 창의성이 협조적인
(supportive) 가정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와 관련
된 4개 문항을 0과 1로 코딩하여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창의성을 측정하였
다.7) 그는 창의성을 예술인 스스로 측정하게 하는 방식이 자칫 조잡할 수 있지
7) 4가지 문항은 “재능(talent)은 예술적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재능은 예술적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배경은 예술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
나이다”, “가족배경은 예술적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로 구성되어 있다(Thros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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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창의성이 뛰어난 예술인과 그렇지 않은 예술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 수용가
능한 측정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도 예술인
스스로의 평가로 측정되는 창의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예술인 스스로 판단하
는 향후 예술적 테크닉의 달성 정도는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평
균적으로 필요한 테크닉 수준을 5점을 보통으로 할 때 향후 5년 동안 귀하의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테크닉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라는 물음으로 측정하였으며 ‘① 낮음’부터 ‘⑩ 높음’까지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8)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협업 연결망과 영향력 있는 예술가와
관계 맺음 연결망의 크기를 측정했다. 우선 협업 연결망은 “귀하는 언제든지
협업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몇 명입니까?”라는 주관식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영향력 있는 예술가와 관계 맺음 연결망(이후 영향력 연결망)은 “귀하는 예술
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대략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라는 주관식 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가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예술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안정적인 예술활
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경제적 안정
성의 수준에 따라 예술활동 전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총소득을 측정했으며,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과 예술영역 이외의 활동을 통
한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소득 값을 측정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
의 수준에 따라 예술활동 전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
다. 불안정한 고용과 작업기회로 인한 예술활동 중단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지
난 1년을 생각해봤을 때 음악활동이 3개월 이상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① 예’와 ‘② 아니오’로 답변하게 하였다. 대중예술 분야의 노동환
경이 정규직과 같이 안정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동형태보다는 단기 프로젝
2006: 6).
8) 창의성 수준, 향후 예술적 테크닉 달성 정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한 이유는 우선 창의성과
예술적 테크닉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문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성에 대
한 예술가의 개인적인 판단을 근거로 창의성의 수준과 예술적 테크닉 달성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선택지 스팩트럼을 최대한 폭넓게 제공하고 응답의 분산(variation)
을 확보하기 위해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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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비정규적인 노동형태로 구조화된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가 현재 소속된 조직이나 팀이 있다면 그 조직의 형태는 무엇입니
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피설문자가 고를 수 있는 항목은 ‘① 없다’,
‘② 기획사/대형제작사’, ‘③ 중소제작사’, ‘④ 독립(인디) 제작사’, ‘⑤ 프로젝트
팀’, ‘⑥ 기타(협동조합 등)’이며, 분석에서는 ② 기획사/대형제작사’와 ‘③ 중소
제작사’를 하나의 변수로 결합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
직이라 할 수 있는 ‘음반 제작사’에 속해 있는 예술인이라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만들었다.9)
한편 성별, 연령, 정규교육 이수여부, 총소득, 주요 활동영역(① 작곡 ② 보
컬 ③ 악기연주 ④ 프로듀싱 ⑤ 기타), 부모의 경제적 수준 등의 변수를 통제하
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순서형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이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순서가 있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
문에 순서형 회귀분석이 적절하다.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 경
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예술인 복지법」수혜여
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개인수준의 투자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
분하고 위계적인 방식으로 독립변수들을 추가하면서 주요 변수들의 효과를 검
증하였다. 모형 1에서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이전에 상
황적인 맥락으로서 예술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이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불확실한 예술노동
9) 대형제작사와 중소제작사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본과 전문적 음악 역량을 바탕으로 뮤지
션의 예술적 역량을 육성하고 음반을 제작하며,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과 음반 유통을 통
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권혜원, 2017). 이 연구에서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대형제작사와 중소제작사를 구분했다. 반면에 독립(인디)제작사는 음반 제작과정부터, 유
통, 홍보를 외부의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제작, 유통, 홍보를 진행하는 음
반사를 의미한다. 프로젝트 팀은 작업기회가 있을 때만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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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응하여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개인적
인 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모형 2에서는 인적자본인 창의성, 예술적 테크
닉 잠재성의 효과를 측정하고 모형 3에서는 사회자본인 협업 연결망과 영향력
연결망의 효과를 측정한다. 모형 4부터 모형 8까지는 현재 예술노동시장의 보
편적인 계약형태라고 할 수 있는 프리랜서 계약 예술인들의 경우 소득수준, 인
적자본, 사회자본 등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종속변
수인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평균은 2.59로 5점 척도의 중간값인 3보
다 약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요 활동영역은 작곡과 악기연주가 각각
30% 비율이며 보컬이 23.7%, 프로듀싱이 14.1%이다. 예술 관련 정규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5%이며 최근 1년 중 예술활동 중단경험이 있
는 비율은 39%다. 소속집단의 경우 음반 제작사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5%이며 소속된 조직이 없는 경우가 40%, 독립(인디) 제작사가 24.6%, 프
로젝트팀이 20.7%이다.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성 수준의 평균은 7.29이
며 예술적 숙련 잠재성 평균 역시 8.18로 최대값이 10인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 예술활동 중단여부의 비율이 다르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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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들의 기초통계
변수

표본수

평균
(비율)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483

2.59

1.15

1.00

5.00

총소득(로그)

483

15.66

2.78

0.00

19.34

예술활동 중단여부(있음=1)

483

0.39

0.49

0.00

1.00

0.00

3.00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
통제변수

b)

455

소속집단

음반 제작사c)

66

독립(인디) 제작사

14.51

112

24.62

94

20.66

없음

183

40.22

부모의 경제적 지위

483

4.86

1.88

1.00

9.00

성별(여성=1)

483

0.32

0.47

0.00

1.00

1.00

4.00

0.00

1.00

0.00

2.00

1.00

10.00

프로젝트팀

a)

주요 활동영역

465

작곡

146

31.4

보컬

110

23.66

악기연주

143

30.75

프로듀싱

66

14.19

정규교육 이수여부(아니오=1)

483

0.35

연령

483

20대

198

40.99

30대

203

42.03

82

16.98

483

7.29

40대 이상

0.48

독립변수
창의성(10점 척도)

1.93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10점 척도)

483

8.18

1.82

1.00

10.00

협업 연결망(로그)

472
468

1.76
1.47

0.79
1.02

0.00
0.00

4.39
3.93

영향력 연결망(로그)

주 : a) ‘기타’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b) ‘기타(협동조합 등)’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c) 음반 제작사는 기획사/대형제작사와 중소제작사를 합한 값.

[그림 1]과 같이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음반 제작사
나 프로젝트팀보다는 좀 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
(인디) 제작사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음악활동을 중단한 비율이 각각 28.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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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에 불과한 반면, 프로젝트 팀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비율이 37.2%이다.
또 속해 있는 조직이 없는 경우 음악활동을 중단한 비율이 48.6%에 육박한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14.46, p<.01),
속해 있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
추해볼 수 있다.
[그림 1] 소속집단별 음악활동 중단여부 비율

2.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참고로 통제변수의 회귀효과는 <부표 1>을 참조하면 된다. 우선 통제변
수만의 회귀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별, 정규교육 이수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예술인들의 주요 활동영역별로 보면 악기연주자 집단의 승산이
0.59(=exp(-0.52))이다. 이는 작곡가 집단에 비해서 악기연주자 집단이 안정적
예술활동에 대한 전망이 한 단위 높아질 승산이 약 41% 정도 낮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연령집단과 관련해서는 20대의 승산이 1.74(=exp(0.55))로 40대 이상 집
단에 비해서 20대 집단이 안정적인 활동에 대한 전망이 한 단위 높아질 승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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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
총소득(로그)
예술활동 중단여부(있음=1)
소속집단(기준집단=음반제작사)
없음
독립(인디) 제작사
프로젝트팀

모형 1
-0.00
(0.03)
-0.92***
(0.19)

모형 2
-0.01
(0.03)
-0.87***
(0.19)

모형 3
-0.03
(0.03)
-0.83***
(0.19)

-0.18
(0.27)
-0.31
(0.29)
0.16
(0.30)

-0.17
(0.28)
-0.34
(0.30)
0.24
(0.31)
0.08
(0.06)
0.21***
(0.06)

441
52.97***
0.040

441
79.68***
0.060

-0.14
(0.28)
-0.38
(0.31)
0.24
(0.31)
0.07
(0.06)
0.22***
(0.06)
0.01
(0.15)
0.07
(0.10)
425
79.60***
0.063

창의성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
협업 연결망(로그)
영향력 연결망(로그)
표본수
LR Chi2
pseudo R2

주 : * p<0.05, ** p<0.01, *** p<0.001.
통제변수의 회귀효과는 <부표 1>을 참조.

약 74%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노동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능이나 창의성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Towse(2006)의 주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
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활동에 대한 전망이 한 단위 높아
질 승산이 약 7% 정도 높다(exp(0.07)). 흥미로운 점은 인적자본의 초기조건으
로서 가족배경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의 전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후천적인 기술의 습득이나 창의성을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보다 예술인 스스로가
창의성과 테크닉 습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반
영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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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부터 회귀분석 결과를 순서대로 살펴보자. 먼저 예술노동시장의 불확
실성이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총소
득은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반면 예술활동 중단여부의 경우 예술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는 집단의 승산이
0.40(=exp(-0.92))으로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작업기회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
한 적이 있는 예술인이 그렇지 않은 예술인에 비해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이 한
단위 높아질 승산이 약 60% 정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술활동 중단을 경험한 적이 있는 예술가의 경우 안정적인 예술
활동 전망에 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서는 안정적인 예술
활동 전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
성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한 모형의 결정계수(Pseudo R2)는 0.040으로 독립변
수가 없는 귀무모형(null model)에 비해 약 4% 정도 향상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수준의 투자가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와 관련된 가설 1부터 가설 3까지를 모형 2와 모형 3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초기조건에 해당하는
창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가설 1-1). 반면 후천적인 기술습득과
관련된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승산은 1.24(=exp(0.21))
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이 한 단위 상승할 때 안정적인 예술활
동 전망이 한 단위 높아질 승산이 약 24% 증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가설
1-2). 그리고 이 변수는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과 집단별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
한 모형 7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예술활동 전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
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인적자본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적자본의
초기조건에 해당하는 창의성보다 후천적으로 학습과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
는 예술적 테크닉이 예술인들의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결과는 예술인들의 기술적 숙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는 사회자본과 관련, 협업 연결망(가설 2-1)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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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 연결망(가설 3-1)은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고 있다(모형 3).
<표 3>에서는 예술인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형태에 따라 소득수준, 인적자본,
사회자본이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우선 모형 4에서는 총소득과 소속집단의 유형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
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음반 제작사에 소속된 예술노동자들
에 비해 소속 집단이 없거나 프로젝트팀에 속해 있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
술활동에 대한 전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시 말해, 소득수준이 높아지더
라도 예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 안정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전망의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음악 예술인들
이 속해 있는 조직의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
는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예술인들이 향후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표 3>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상호작용효과)
모형4a)

모형5b)

모형6c)

모형7d)

모형8e)

-0.22*

0.03

0.05

0.00

0.44

(0.10)

(0.15)

(0.17)

(0.45)

(0.31)

-0.15

-0.08

0.32

0.38

0.67*

(0.12)

(0.17)

(0.19)

(0.48)

(0.32)

-0.23*

0.18

0.12

0.28

0.77*

(0.11)

(0.16)

(0.18)

(0.49)

(0.35)

425

425

425

425

425

소속집단

(기준집단=음반 제작사)
없음
독립(인디) 제작사
프로젝트팀
표본수

LR Chi2
pseudo R2

86.13*** 82.95*** 84.46*** 81.43*** 85.72***
0.068

0.066

0.067

0.065

0.068

주 : a) 소속집단x총소득(로그).
b) 소속집단x창의성.
c) 소속집단x예술적 숙련 잠재성.
d) 소속집단x협업 연결망(로그).
e) 소속집단x영향력 연결망(로그).
* p<0.05, ** p<0.01, *** p<0.001.
통제변수의 회귀효과와 나머지 독립변수의 회귀효과는 <부표 1>과 <부표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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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모형 5와 모형
6에서는 인적자본인 창의성과 예술적 숙련 잠재성이 미치는 효과가 소속집단
의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는데, 분석 결과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설 2-2와 3-2와 관련하여 사회자본과 조직의 유형에 따른 상호
작용 효과를 검증했다. 모형 7과 8에서 알 수 있듯이 협업 연결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영향력 연결망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드러냈다. 즉 영향력 연결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음반 제
작사 소속 예술인에 비해 독립(인디)제작사와 프로젝트팀에 속한 예술인들의
안정적 예술활동에 대한 전망수준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기획사 혹은 대형제
작사나 중소제작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에 속해 있는
대중음악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적인 조직에 속해 있는 대중음악 예
술인들이 예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통해 작업 혹은 고용의 기회 확대
를 추구하고 그를 통해 예술활동의 장기 전망을 확보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팀에 속해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조직에 속해 있는 예술인에
비해 안정적인 작업기회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약한 연결망(weak
ties)’의 특성을 지니는 영향력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술계에
서 영향력이 있는 지인은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혈(structural hole)’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Burt, 1992) 프리랜서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안정적으로 예
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2017년「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자료를 토대
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으로 대표되는 개인수준의 투자와 예술활동의 경력전
망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또 그 결과로부터 현행 예술인 복지법
이 집약하고 있는 소극적, 일시적 소득보전 중심의 예술인 보호정책에서 한 단
계 나아간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의의는 예술활동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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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론적 요인에 주목하고, 설문조사에 기반해
예술인들이 향후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예술경력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이론적
요인을 여하히 인식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개인의 생존전략이 어떻게 결부되
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드문 연구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잠정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 현재 예술활
동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에게도 불안정한 고용과 작업기회로 인한 예술활동 중
단경험은 향후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런 중단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정책이 도입되었지만, 그 효
과는 확실하지 않다.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소
득보장의 일차적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 임시방
편적 소득보전형 접근은 예술인, 나아가 대중예술의 지속가능성에 실질적인 도
움이 되지 못한다. 불확실성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예술노동시장에서
예술인들에게 장기적 전망을 줄 수 있는 일차적 요인은 그들의 높은 예술적․
기술적 숙련 수준이다. 따라서 예술인들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최소한의 소득보전 정책과 결부된 직업 특화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의 확충과 일경험의 확대에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이 생산과 유
통에 긴밀히 통합되고 있는 대중예술의 특성상 예술적 숙련도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 교육과 훈련 요구, 중단없는 예술활동에 대한 요구가 향후에도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예술인 복지법의 문제
의식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일경험의 확충와 지속은 이 시장에 크게 확대된 프리랜서에게 특히 중
요하다. 불안정한 직업지위에 처한, 특히 단기적 프로젝트 기반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노동시장의 핵심 네트워크에 좀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영향력 연결망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는 사
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당국이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
축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협업기회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숙련을
증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
다. 높은 수준의 숙련과 결합된 협업기회를 축적하는 데 성공한 예술인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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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내 평판에 기반한 포용적 노동시장(inclusive labor markets)을 경험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지닌 한계와 관련 후속연구의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언
급하고자 한다.10) 본 연구는 플랫폼, 프로젝트 기반 노동이 심화되고 있는 예술
영역 노동시장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수량적 기법을 사용해 보여준 드문 연
구라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자본을 좀 더 정교하게 측
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실제 인식하는 사회자본의 효과에 더 가깝게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협
업가능 동료의 규모와 예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인의 수로 측정하였다. 그
러나 사회자본은 단순히 규모뿐 아니라 참석정도, 집단 구성원의 혼합성/단일
성과 같은 집단의 특성, 규범화, 신뢰와 같은 다양한 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다
(Narayan and Cassidy, 2001). 후속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 이런
조사와 분석은 대중음악분야, 서울지역을 넘어 유사한 대중예술분야 전반, 전
국으로 확대가능하다.
또한 영국 독립TV제작사 프리랜서 예술인 대상의 인터뷰(Lee, 2011)나 독일
TV 제작회사 회사 사례에 대한 질적 비교분석(Sydow and Manning, 2004)에서
보듯, 실제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그들의 예술활동 경력전망에 미치는 사회자본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기반을 두어 어떤 지속가능 전략을 구사하는지
에 대해 풍부하고 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질적(qualitative) 사례연구의
보충 역시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 남는다.

10) 사회자본의 측정과 관련된 이슈 이외에도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이 반드시 실질적인 성
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
과 성과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차이도 존재한다. 예컨대, 낙관적
전망이 반드시 장기적인 예술노동시장 체류, 또는 예술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비관적 전망이 반드시 예술노동시장 이탈이나 예술활동 결과물의 질적 저
하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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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통제변수)

성별(여성=1)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모형 9

-0.25

-0.20

-0.12

-0.19

-0.22

-0.21

-0.21

-0.19

-0.18

(0.19)

(0.20)

(0.20)

(0.21)

(0.21)

(0.21)

(0.21)

(0.21)

(0.21)

-0.14

-0.01

0.05

0.02

0.11

0.04

0.03

0.03

0.08

(0.23)

(0.24)

(0.24)

(0.25)

(0.25)

(0.25)

(0.25)

(0.25)

(0.25)

-0.53*

-0.71** -0.66** -0.69**

-0.64*

-0.69** -0.68** -0.69** -0.69**

(0.22)

(0.23)

(0.24)

(0.25)

(0.25)

(0.25)

(0.25)

(0.25)

(0.25)

0.30

0.14

0.25

0.30

0.32

0.32

0.36

0.31

0.29

(0.27)

(0.28)

(0.28)

(0.29)

(0.29)

(0.29)

(0.30)

(0.29)

(0.29)

0.03

0.02

0.15

0.14

0.18

0.12

0.11

0.15

0.13

(0.18)

(0.19)

(0.19)

(0.20)

(0.20)

(0.20)

(0.20)

(0.20)

(0.20)

0.07**

0.05*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2)

(0.02)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58*

0.62*

0.71**

0.75**

0.80**

0.76**

0.77**

0.73**

0.72*

(0.25)

(0.27)

(0.27)

(0.28)

(0.29)

(0.28)

(0.29)

(0.28)

(0.28)

0.05

0.12

0.16

0.14

0.16

0.15

0.20

0.16

0.10

(0.25)

(0.26)

(0.27)

(0.27)

(0.28)

(0.27)

(0.28)

(0.28)

(0.28)

465

441

441

425

425

425

425

425

425

주요활동영역(기준집단=작곡)
보컬

악기연주

프로듀싱

정규교육 이수
여부(아니오=1)
부모의 경제적
지위

연령(기준집단=40대 이상)

20대

30대

표본수

LR Chi2
pseudo R2

30.12*** 52.97*** 79.68*** 79.60*** 86.13*** 82.95*** 84.46** 81.43*** 85.72***
0.022

0.040

0.060

0.063

0.068

0.066

0.067

0.065

0.068

주 : * p<0.05, ** p<0.01, *** p<0.001.
<표 1>의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의 모형 1은 <부표 1>의 모형 2에 해당함. <부표
1>의 모형 1은 종속변수에 대한 통제변수의 회귀효과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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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상호작용 모델의 독립변
수 및 통제변수)

총소득(로그)

예술활동 중단 여부

(있음=1)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0.15

-0.03

-0.03

-0.03

-0.03

(0.08)

(0.04)

(0.03)

(0.04)

(0.04)

-0.85***

-0.85***

-0.83***

-0.83***

-0.81***

(0.19)

(0.19)

(0.19)

(0.19)

(0.19)

3.35*

-0.34

-0.54

-0.16

-0.84

(1.54)

(1.12)

(1.41)

(0.81)

(0.55)

1.99

0.20

-3.07

-1.06

-1.43*

(1.88)

(1.28)

(1.59)

(0.91)

(0.58)

3.81*

-1.10

-0.80

-0.26

-0.94

(1.71)

(1.25)

(1.54)

(0.92)

(0.62)

0.06

0.03

0.07

0.07

0.07

(0.06)

(0.13)

(0.06)

(0.06)

(0.06)

0.22***

0.23***

0.11

0.23***

0.23***

(0.06)

(0.06)

(0.15)

(0.06)

(0.06)

0.04

0.02

0.01

-0.13

0.03

(0.15)

(0.15)

(0.15)

(0.42)

(0.15)

0.07

0.06

0.06

0.06

-0.47

(0.10)

(0.10)

(0.10)

(0.10)

(0.28)

425

425

425

425

425

86.13***

82.95***

84.46**

81.43***

85.72***

0.068

0.066

0.067

0.065

0.068

소속집단(기준집단=음반 제작사)
없음

독립(인디) 제작사

프로젝트팀

창의성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

협업 연결망(로그)

영향력 연결망(로그)

표본수

LR Chi2
pseudo R2

주 :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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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ch Popular Music Artist Anticipate Continuous Art
Activities? :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Stable Artistic
Prospects
Yang Jongmin․Kim Seokyoung․Kwon Hyunji
This study examines whether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forecasting stable artistic activities. Especially, we have
also empirically verify whether an artistic network have a meaningful effect
in forecasting stable artistic activities for freelance contract artist, which is
a universal form of contract in the art labor market. Based on the 『Survey
of Artists in Seoul in the Digital Age』 conducted in 2017,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experience of discontinuing artistic activities
due to unstable employment status and the potential of artistic sk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forecasting stable artistic activities. Furthermore, for
freelance contract artists, the size of the influential network that indicates the
amount of relationship with influential people in artistic network has a positve
impact on the prospects of stable artistic activities in the future. Therefore,
welfare policies for artists need to consider not only securing stable income,
but also helping artists ain easier access to the core networks of the art labor
market.

Keywords : popular music artist, stable art activity prospect, welfare policy for artists,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정도범) 

노
1)

동 정 책 연 구

2019. 제19권 제3호 pp.93~127
한 국 노 동 연 구 원

93

연 구 논 문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

정 도 범**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문제지만,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대졸
청년층의 잦은 이직이나 조기 퇴사도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017년 대졸자직
업이동경로조사(2016 GOM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발
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지만, 전공 일치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정규직 여부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이직의도 간의 부(-)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외재적 가치보다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직의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이직의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 전공
일치도, 정규직 여부, 내재적 가치

논문접수일: 2019년 6월 18일, 심사의뢰일: 2019년 6월 28일,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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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취업난), 특히 대학 졸업자의 고용 악화가 사회적
으로 매우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졸업 후 실업에 직면한 청년층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거나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는 등 취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기업체에서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청년층의 잦은 이직을 들 수 있다
(김동규․어수봉, 2010; 문영만․홍장표, 2017).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
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
간이 2018년 5월 기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청
년 실업률이 심각한 문제지만,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의 빈번한 이직이
나 조기퇴사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고용 감소, 일자리의 질 저하
등을 겪는 세대를 소위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로 부르고 있다.
이들은 대학 진학률이 높고 컴퓨터 등의 정보기술(IT)에 친숙한 1980년대 초반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며,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하여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 ‘N포 세대’, ‘N잡러’,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프리터(자유로운 노동자, free+arbeiter)’,
‘호모스펙타쿠스(학점, 자격증 등 스펙에 매달라는 취업준비생)’ 등의 다양한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는 나 자신에 보다 집중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무조건 연봉이 높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
이나 성취감 등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사회에서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핵심 역량을 확보
하는 것이 요구된다(정도범, 2018). 따라서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졸 청년층과 노동시장 간에 발생하는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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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은 대졸 청년층의 이직과 관련하여 임금수준이나
직무만족 등에 대해 주로 분석하고 있다(문영만․홍장표, 2017; 이상희, 2014;
주사총․이정언, 2016; 황남희․김철희, 2012; Light & McGarry, 1998). 물론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로서 개인과 조직(기업) 간의 교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주사총․이정언, 2016). 그리고
직무만족은 조직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상태나 감정적인 만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오성욱․이승구, 2009; Scarpello & Campbell, 1983). 하지만 대졸
청년층의 일자리 수요와 노동시장의 공급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차원
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임금수준, 사회적 지위(평판) 등과
같은 외재적 가치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중요했다면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대졸 청년층의 경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유현옥․김은비, 2016; Leuty & Hansen, 2011).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직업(직장)과 관련하여 부가적 이익이나 보상에
관심을 가지는 외재적 가치보다는 직무(일) 자체에 의미를 두는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의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차별 등을 중요한 이슈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형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조직몰입 등 조직에 대해 느끼는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정원, 2007; Van Dyne & Ang, 1998). 따라서 직업의 내재적 가치를 중
요하게 인식할지라도, 정규직 여부에 따라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대졸 청년층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처음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직장 경험이 적기 때문에, 고용형태의 차이는 직업의
내재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순히 취업 여부만을 고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졸 청년층이 직업(직장)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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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파악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Ⅱ. 연구배경

1. 대졸 청년층
대졸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처음 참여하거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장 선택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무나 직업, 직장 등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정도범, 2018). 대졸 청년층의 경우 보통 졸업 후 일자리를 처음으로 경험
하게 되고, 퇴사, 이직 등을 통해 다양한 직장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하고 찾아가게 된다(문영만․홍장표, 2017).
특히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는 경제적인 독립의 시작이자 인생의 큰 전환
점이 될 수 있고 직장 선택 시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 일자리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직무 스트레스,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향후 재취업 준비와 잦은 이직 또는
실업을 겪게 될 수 있다(유현옥․김은비, 2016). 따라서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
로 첫 일자리의 결정요인, 직장만족도 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채창균․김태기(2009)는 대졸 청년층의 취업과 관련하여 가구소득과 출신대학,
전공, 대학 재학 시 학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심재휘․김경
근(2015)은 평판이 좋은 대학에서 우수한 학점을 유지하며 어학연수, 취업 교
육훈련, 인턴 경험 등의 ‘스펙 쌓기’를 하는 것이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황남희․김철희(2012)도 수도권 대학 진학이 대
기업 취업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비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지방 대학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첫 일자리와 관련해서 특히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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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이나 대학의 평판이 취업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나, 기
존의 연구들은 취업 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
하고 있다.
반면 첫 일자리의 만족도에 관한 측면에서는 임금과 지위, 복리후생, 경제적
및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은 직업의 외재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직업의 내재적 가치로는 직무 자체와 관련된 자신의
적성과 흥미, 기여, 성취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안강현․이용환, 1998; 오성
욱․이승구, 2009; Kalleberg, 1977). 오성욱(2013)은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졸 청년층은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은 높았으나 이것이 직무만족으로는 이어
지지 않은 반면,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졸 청년층의 경우 취업 후 상대적으
로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김은석(2015)은 학문적인 흥
미(적성)를 고려해 전공을 선택한 후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직장에 취업한 집단
이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직장에 취업한 집단보다 직장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였고, 오성욱․이승구(2009)도 직무적합도가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대졸 청년층이 바람직한
직장 선택을 위한 방향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 실업 문제, 높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인해 대졸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mismatch)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근로자의 의욕이나 직무만족도 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을 역량에
맞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황광훈, 2018). 남재량(2006)은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취업 후 빈번한 이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대졸 청년층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빈번한 이직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대졸
청년층의 직장 선택과 이직, 일자리 미스매치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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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의도
이직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직은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영만․홍장
표, 2017; 이환범․이수창, 2006; Mobley, 1982). 자발적 이직은 근로자가 임금
이나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해 직장을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비자발적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은 해고, 명예퇴직 등과 같이 근로
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직장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자발적 이직보다는 자발적 이직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이환범․이수창, 2006).
그리고 이직의도는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재 직장을 떠나려고 의도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김근우․장영진, 2005).
조직 구성원이 이직의도를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
지만, 이직의도는 이직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 Peterson, 1993). 즉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검증되어, 이직의도는 이직을 예측하
는 중요한 변수로서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덕로․김찬중, 2006). 조
직을 떠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이직의도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이직 행동에 대
해 대처하고, 향후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 등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조직
공정성 등이 있다(김혜진․이재식, 2012; 이환범․이수창, 2006; DeConinck &
Bachmann, 1994; Porter et al., 1974). 장은미(1997)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
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를 보이게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환범․이수
창(2006)은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직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DeConinck & Bachmann(1994) 역시
조직몰입이 낮을수록, 직무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조직 공정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수광(2008)은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고, 고용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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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와의 관계(이덕로․김찬중, 2006; 정원식․정한식, 2013) 등 이직의도
의 핵심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높은 이직의도는 개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조직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영만․홍장표, 2017). 이
는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구성원이나 남아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이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김혜진․이재식, 2012; Sousa-Poza & Henneberger, 2004). 그리고 구성
원들의 잦은 이직은 인력의 손실로 인해 조직의 생산성 하락 등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조직의 이미지나 평판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더 나
아가, 인력이 전문적인 역량 등을 습득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다른 직장으로 이
동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황광훈, 2018). 따라서 개인의 이직(의도)은 단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 조직 및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가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직업의 외재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내재적 가치 중 직업(직무) 자체에서 성취감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측면에서 2가지 요인(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과
직무적합 측면에서 많이 강조되는 2가지 요인(일의 기술 수준, 전공 일치도)을
도출하였다(정도범, 2018).
먼저, 내재적 동기이론을 통해 개인의 발전 가능성 및 적성(흥미) 일치도를
제시하였다. Deci & Ryan(1985)은 개인이 맡은 직무 자체와 관련하여 즐거움
이나 만족, 성취감 등을 느끼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내재적 동기부여를 강조
하였다. 이는 물질적 보상과 같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행위를 유발하는 외재적

100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3호

동기와 차별화된 것으로, 직무 그 자체로부터 긍정적인 감정을 추구한다. 또한
개인-직무 적합(person-job fit) 이론을 통해 일의 기술 수준 및 전공 일치도를
제시하였다. 개인이 받은 교육이나 기술, 전공과 노동시장에서 수행하는 직업
(직무)과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오성욱․이승구, 2009; Edwards, 1991),
많은 연구들은 개인-직무 적합이 직무만족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설명하였다(최명옥․유태용, 2005).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비교 및 분석을 위해 정규직 여부의 조절효과를 제시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 등을 겪게
됨으로써 조직이나 직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덕로․김찬중, 2006; Van Dyne & Ang, 1998).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고용
불안정 요인은 자신의 직무가 사라질 수 있음에도 그 위협을 억제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Ashford et al., 1989), 직업의 내재적 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아래에서 구체적인 연구
가설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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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의 내재적 가치와 이직의도
직업(직장)에 대한 가치는 직장을 선택하거나 직장활동 등과 관련된 개인의
가치로 정의할 수 있고(오성욱․이승구, 2009; 유현옥․김은비, 2016), 주로 취
업이나 실업, 직장(직무)만족, 이직 등의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직업(직장)과 진로를 결정할 때 개인의 인식과 행동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오성욱, 2013;
Zytowski, 1970).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가치는 크게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적 가치는 직업(직장)에서 맡은 직무(일) 그 자체에
가치와 의미, 중요성을 부여하는 반면에, 외재적 가치는 직업에서 부가적으로
따르는 이익이나 보상에 보다 관심을 두는 도구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내재적 가치에는 적성과 흥미, 자기능력, 기여, 성취, 자아실현
등이 포함되고, 외재적 가치에는 임금이나 지위, 복리후생, 사회적 평판, 직업안
정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안강현․이용환, 1998; 오성욱, 2013; 오성욱․이
승구, 2009; 유현옥․김은비, 2016; Kalleberg, 1977).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졸 청년층의 집안, 대학 성적, 대학 서열
등 소위 스펙에 따라 임금과 지위 등의 외재적 가치 수준이 결정된다고 제시한
반면, 직장만족이나 이직의도 등과 관련해서는 내재적 가치가 외재적 가치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박환보․김성식, 2011; 오성욱․이승구,
2009; 황남희․김철희, 2012).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직장 내에서 성취할 수 있을 경우 직장(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이직의도도 낮아질 것이다(Rounds, 1990). 또한 오성욱(2013)도 대졸 청년층의
내재적 가치가 충족되면 직장에서 높은 직무만족도와 고용안정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대졸 청년층은 적성이나
흥미, 성취감, 자유로움 등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외재적 가치
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젊은 연령층이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 비해 직업의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존재함을 설명하였다(오성욱․이승구, 2009).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졸
연령층의 내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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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승진하는 것과 같은 한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이준혁․전정호, 2016; Hall, 1996). 대졸 청년층은 대학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기존의 경력자들보다
직장에서 자신의 경력 등 발전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김은석, 2014). 개인의 발전 가능성은 조직에서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발전 및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
며(Nouri & Parker, 2013), 이와 같이 직장에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직무에 보다 몰입하게 되고 현재의 직장을 바꾸려는 의도도 낮아질 것
이다.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 직무 자체에서 만족이나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이준혁․전정호(2016)는 자신의 경력성장을 위한
기회가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높고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적성(흥미) 일치, 성취감 등 개인 차원의 태도가 직무만족 및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영미 외(2009)는 흥미 추구나 자기계발과 같은
요인이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선택한 해당 전공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전공만족도가 직장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김은석, 2015; 어윤경, 2010). 그동안 대졸 청년층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적과 대학서열, 사회적 인식 등을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그 결과로 대학에 입학한 이후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김은석, 2015). 즉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전공 선택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직장을
선택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적성(흥미) 일치도는 현재
직장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적성(흥미)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의미한다. 적성(흥미) 일치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정도범) 

103

만족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직의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성(흥미) 일치도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2. 적성(흥미) 일치도가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 기술 수준이 높은 직무를 수행한다면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보다 자신이 맡은 직무가 중요하고 자신의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실제로, 정도범(2018)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과 직장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고숙련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직무를 맡을 경우 직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즉 자신의 역량에 비해 단순하고 반복
적인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장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역량에
적합한 직무를 찾아서 이직을 준비할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과소 활용은
개인의 이직의도를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조직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남희․정주연, 2011). 일의 기술 수준은 자신의 기
술 수준 대비 맡은 직무의 기술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청년 실업뿐만 아
니라 하향 취업 문제도 야기할 것이다(황남희․정주연, 2011). 차성현․주휘정
(2010)은 자신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이 직무보다 높다고 인식했을 때 상
대적으로 직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기술 수
준과 일의 기술 수준의 적합성(fit)이 매우 중요하며(최명옥․유태용, 2005), 이
는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의 기술 수준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3. 일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일의 기술 수준과 더불어, 전공 일치도도 직무만족이나 직장만족, 이직의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공 일치도는 자신의 전공과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은 직장에서
전공과 직무의 일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어윤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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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Wolbers(2003) 등은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수록 직무(직장)만족도가 높아진
다고 제시하였으며, 황광훈(2018)도 전공 미스매치가 있는 청년 취업자의 경우
에는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는 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전공 일치도가 낮은 집단은 단순․반복적이거나 자신과 맞
지 않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정도범, 2018). 이에 따라 전공과
직무 간의 적합성이 요구되며, 전공 일치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맞는 다른 직장을 찾아 이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공 일치도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하였다.
가설 4. 전공 일치도가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2. 정규직 여부의 조절효과
우리나라의 고용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란 관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이덕로․김찬중, 2006; 정도범, 2018).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증은 고용불안과 직무불안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빈번한 이직으로 인해 기업
차원에서도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된다. 이는 국가 전체
적인 측면에서도 인적자원의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도범, 2018),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핵심 논의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에서 보통
임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시적 근로자에는 유기계약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절 근로자, 호출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정도범,
2018). 또한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근거하여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도 포함),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로 설정
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미리 정해진 계약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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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통 정규직 근로자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조건에서 많은
차별을 받는 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록 외, 2017). 고용
불안과 함께 승진의 기회가 결여되고 복지나 교육훈련의 부족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에서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이슈는 노동유연성이나 공정성, 임금수준,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김정원․서재현, 2008; 정도범, 2018; 정원식․정한식, 2013; Park & Kang,
2017). 비정규직의 고용은 비정규직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 간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장기적인 고용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지만(Polivka, 1996),
고용불안정 요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의 직무만족을 감소시켰다
(정원식․정한식, 2013). 이덕로․김찬중(2006)도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비정규
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승진 등에 대한 만족이
낮고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정도범(2018)은 정규직 여
부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종학력, 필요한 기술 수준 등으로 구분한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McGinnis & Morrow(1990)
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직무만족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고 주장하였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와 관련해 보다 일치된 연구 결과를 제
시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이나 새로운 분석 모형 등을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에 따라 연구 결과들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많은 연구들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
등이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문영만, 2013; 이상록 외, 2017; Park &
Kang, 2017). 즉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과
차별 등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거나 조직과 직무에 대해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정원식․정한식, 2013; Van Dyne & Ang, 1998). 따라서
직업에 대한 내재적 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는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내재적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보다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 등으로 인해 이직을 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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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보다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이나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도 내재적 가치의 효과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원, 2007). 이에 따라 정규직 여부는 개인이
느끼는 직업의 내재적 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와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이직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직의도의 주요 요인(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
및 전공 일치도)과 이직의도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규직 여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5-1. 정규직 여부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이직의도의 부(-)의 관계를 강화시
킬 것이다.
가설 5-2. 정규직 여부는 적성(흥미) 일치도와 이직의도의 부(-)의 관계를 강화시
킬 것이다.
가설 5-3. 정규직 여부는 일의 기술 수준과 이직의도의 부(-)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5-4. 정규직 여부는 전공 일치도와 이직의도의 부(-)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Ⅳ. 연구 방법
1. 표본 선정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는 대졸 청년층의 교육과정과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06년 조사 시작 당시
에는 패널조사로 설계되었으나 2012년 이후로는 횡단면조사만 실시하고 있다.
비록 횡단면조사라는 한계점은 있지만, 대졸자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다른 데이터보다 대졸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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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공개된 데이터인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2016 GOMS)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6 GOMS 데이터는 취업자, 구직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18,199개의 표본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기준일(2017년) 당시 대졸자의 연령을 30세
까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교육, 의약, 예체능 계열의 대졸자는 전공의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고, 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름’
이나 ‘무응답’ 등과 같은 부적절한 응답도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8,269개의 데이터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 측정 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직의도’이며, 2016 GOMS 설문지를 통해 “귀하는
현재 직장을 옮길(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이직의도가 있을 경우 1, 아니면 0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 ‘전공 일치도’와 같이 4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개인의 발전 가능성’은
설문지에서 “현재 일자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적성(흥미) 일치도’는 “현재 일자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적성(흥미) 일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일의 기술 수준’은 “현재 일자리에서 일의 기술 수준이
자신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전공
일치도’는 “현재 일자리에서 일의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4개의 독립변수는 모두 설문문항에 대
해 1점에서 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조절변수의 경우 ‘정규직 여부’라는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현재 일자리에서
귀하는 정규직입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정규직이면 1, 아니면(비정규직)
0으로 측정되었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들을 모두 표준화한 후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독립변수 * 조절변수)를 각각 만들어 분석에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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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성별’과 ‘연령’, ‘학교유형’, ‘전공계열’, ‘종사자 수’, ‘출근시간’,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직장 위치’, ‘직장 형태’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들의 측정 방법은
<표 1>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참고로, ‘출근시간’, ‘정규 근로시간’ 및
<표 1> 변수의 측정 방법
변수
종속
이직의도
변수

독립
변수

조절
변수

통제
변수

통제
변수
(더미)

측정 방법
귀하는 현재 직장을 옮길(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1 : 예, 0 : 아니오
현재 일자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만
개인의 발전
족하십니까?
가능성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현재 일자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적성(흥미) 일치에 대해 얼마나
적성 ( 흥미 )
만족하십니까?
일치도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현재 일자리에서 일의 기술 수준이 자신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
일의 기술
여 어떻습니까?
수준
1 : 매우 낮음, 2 : 낮음, 3 : 알맞음, 4 : 높음, 5 : 매우 높음
현재 일자리에서 일의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공 일치도
1 : 전혀 맞지 않음, 2 : 잘 맞지 않음, 3 : 보통, 4 : 잘 맞음, 5 : 매
우 잘 맞음
현재 일자리에서 귀하는 정규직입니까?
정규직 여부
1 : 예, 0 : 아니오
1 : 남성, 0 : 여성
성별
2017년도(조사기준일)–출생연도+1
연령
학교유형
1 : 4년제, 0 : 2~3년제
1 : 공학/자연, 0 : 인문/사회
전공계열
1 : 1~4명, 2 : 5~9명, 3 : 10~29명, 4 : 30~49명, 5 : 50~99명, 6 :
종사자 수
100~299명, 7 : 300~499명, 8 : 500~999명, 9 : 1,000명 이상
출근시간
시간 단위로 측정
정규
시간 단위로 측정
근로시간
초과
시간 단위로 측정
근로시간
월평균
백만 원 단위로 측정
근로소득
1 : 서울, 2 : 부산, 3 : 대구, 4 : 대전, 5 : 인천, 6 : 광주, 7 : 울산, 8
직장 위치 : 경기, 9 : 강원, 10 : 충북, 11 : 충남, 12 : 전북, 13 : 전남, 14 : 경
북, 15 : 경남, 16 : 제주, 17 : 세종, 18 : 국외
1 :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 정부투자
직장 형태
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4 : 법인단체, 5 : 정부기관, 6 : 교
육기관, 7 :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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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시간’의 경우 시간 단위로 측정되었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백만 원
단위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 1.5이면 출근하는 데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직을 준비하는 여부에 대해 0 또는 1로 측정된 이분(binary)
변수인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닌 이분변수인 경우 일반적인 선형 회귀분석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본
가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창한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비선형(nonlinear) 회귀분석의 대표적인 분석 기법 중 하나인 로지스틱 회귀분
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이분변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STATA 14.2를 활용하였다.

Ⅴ. 연구 결과

먼저, <표 2>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표본 수는 8,269개로
구성되었으며, 실증분석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치(outlier)는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3>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적성(흥미) 일치도’ 간의 상관관계가 0.58
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이를 제외하면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미만일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변수들의
VIF 값을 살펴봤을 때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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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적 통계
변수
이직의도
성별
연령
학교유형
전공계열
종사자 수
출근시간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
전공 일치도
정규직 여부

표본 수
8,269
8,269
8,269
8,269
8,269
8,269
8,269
8,269
8,269
8,269
8,269
8,269
8,269
8,269
8,269

평균
0.248
0.612
26.795
0.792
0.591
4.826
0.568
40.240
4.431
2.154
3.468
3.637
2.947
3.102
0.733

표준편차
0.432
0.487
1.764
0.406
0.492
2.541
0.432
7.557
6.664
0.868
1.036
0.971
0.696
1.304
0.442

최소값
0
0
20
0
0
1
0
1
0
0.05
1
1
1
1
0

최대값
1
1
30
1
1
9
4
112
48
10
5
5
5
5
1

주 : ‘직장 위치’, ‘직장 형태’ 더미의 경우 분석에는 포함하였으나, 표시하지 않음.

<표 3>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

4

5

6

7

8

9

10

11

1
-0.08
-0.01
0.01
-0.05
-0.08
0.08
-0.08
0.03
-0.15
-0.32
-0.22
-0.22
-0.14
-0.17

12

13

14

1
0.47
-0.05
0.28
0.10
-0.12
0.12
0.13
0.27
0.12
0.06
0.12
0.07
0.14

1
0.47
0.04
0.09
0.03
0.02
0.09
0.31
0.04
0.05
0.03
0.01
0.15

1
-0.07
0.13
0.01
-0.05
0.03
0.12
0.01
0.03
-0.03
0.02
-0.01

1
0.10
-0.08
0.07
0.08
0.11
0.08
0.06
0.11
0.17
0.05

1
-0.01
0.06
0.14
0.32
0.04
0.02
0.10
0.13
0.02

1
-0.03
-0.02
-0.04
-0.05
-0.01
0.01
0.02
0.01

1
0.11
0.28
0.03
0.03
0.10
0.08
0.25

1
0.19
-0.07
-0.05
0.07
0.02
0.13

1
0.08
0.08
0.15
0.11
0.47

1
0.58
1
0.38 0.27
1
0.30 0.36 0.29
1
0.06 0.06 0.16 0.09

15

1

주 : 1) 1 : 이직의도, 2 : 성별, 3 : 연령, 4 : 학교유형, 5 : 전공계열, 6 : 종사자 수, 7 : 출
근시간, 8 : 정규 근로시간, 9 : 초과 근로시간, 10 : 월평균 근로소득, 11 : 개인의
발전 가능성, 12 : 적성(흥미) 일치도, 13 : 일의 기술 수준, 14 : 전공 일치도, 15 :
정규직 여부.
2) ‘직장 위치’, ‘직장 형태’ 더미의 경우 분석에는 포함하였으나,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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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직의도의 주요 요인이 실제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직
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모델 1은 통제변수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종속변수 : 이직의도)
(상수)
성별
연령
학교유형
전공계열
종사자 수
출근시간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모델 1
-1.425**
(0.538)
-0.239**
(0.069)
0.064**
(0.021)
0.073
(0.081)
-0.081
(0.057)
-0.016
(0.012)
0.253***
(0.064)
-0.006†
(0.004)
0.027***
(0.004)
-0.509***
(0.044)

개인의 발전 가능
성

모델 2
1.054†
(0.575)
-0.088
(0.073)
0.055*
(0.022)
0.078
(0.086)
0.023
(0.060)
-0.028*
(0.013)
0.251***
(0.067)
-0.007†
(0.004)
0.019***
(0.004)
-0.446***
(0.046)
-0.730***
(0.028)

모델 3
-0.270
(0.559)
-0.207**
(0.071)
0.063**
(0.022)
0.098
(0.083)
-0.024
(0.058)
-0.028*
(0.013)
0.262***
(0.065)
-0.006
(0.004)
0.023***
(0.004)
-0.455***
(0.045)

모델 4
0.547
(0.562)
-0.173*
(0.071)
0.052*
(0.022)
0.029
(0.083)
-0.007
(0.058)
-0.015
(0.013)
0.298***
(0.065)
-0.003
(0.004)
0.030***
(0.004)
-0.419***
(0.045)

-0.503***
(0.028)

적성(흥미) 일치도

-0.722***
(0.041)

일의 기술 수준
전공 일치도

N
Log Likelihood
LR chi2
Pseudo R2

모델 5
-0.702
(0.546)
-0.214**
(0.070)
0.051*
(0.021)
0.083
(0.082)
0.006
(0.058)
-0.014
(0.012)
0.288***
(0.064)
-0.005
(0.004)
0.027***
(0.004)
-0.460***
(0.044)

8,269
-4422.019
419.98***
0.045

8,269
-4041.401
1181.22***
0.128

8,269
-4249.179
765.67***
0.083

8,269
-4256.001
752.02***
0.081

-0.213***
(0.021)
8,269
-4369.783
524.46***
0.057

모델 6
1.984**
(0.588)
-0.080
(0.074)
0.050*
(0.023)
0.059
(0.087)
0.059
(0.061)
-0.028*
(0.013)
0.278***
(0.068)
-0.005
(0.004)
0.021***
(0.004)
-0.399***
(0.047)
-0.583***
(0.034)
-0.117**
(0.034)
-0.364***
(0.045)
-0.012
(0.024)
8,269
-3996.588
1270.85***
0.137

주 : 1) 변수의 계수(coefficient) 값을 표시하였으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2) ‘직장 위치’, ‘작장 형태’ 더미의 경우 분석에는 포함하였으나, 표시하지 않음.
3)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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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5는 각각 독립변수인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 및 ‘전공 일치도’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6은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전체 모델(full model)이다.
검증 결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모델 2 : p<0.001, 모델 6 : p<0.001),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
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가설 1을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적성(흥미)
일치도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모델 3 : p<0.001,
모델 6 : p<0.01), 일의 기술 수준도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4 : p<0.001, 모델 6 : p<0.001). 따라서 적성(흥미) 일치도가 높
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가설 2와 일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
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가설 3을 모두 지지하였다. 하지만 전
공 일치도는 모델 5에서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p<0.001), 모델 6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전체
모델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전공 일치도가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서는 정규직 여부의 조절효과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델 1은
<표 4>의 전체 모델에서 ‘정규직 여부’를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델 2~5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 ‘전공 일치도’를
표준화한 다음 각각 ‘정규직 여부’와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모델 6은 모든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전체 모델(full
model)이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델 1에서는 조절변수인 ‘정규직 여부’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본 연구도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이직의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정규직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모델 2 : p<0.001, 모델 6 :
p<0.001), 정규직 여부가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이직의도의 부(-)의 관계를 강
화시킨다는 가설 5-1을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모델 3에서 적성(흥미) 일치도와
정규직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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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절효과 분석(종속변수 : 이직의도, 조절변수 : 정규직 여부)
(상수)
성별
연령
학교유형
전공계열
종사자 수
출근시간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
전공 일치도
정규직 여부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정규직 여부
적성(흥미) 일치도
*정규직 여부
일의 기술 수준
*정규직 여부
전공 일치도
*정규직 여부
N
Log Likelihood
LR chi2
Pseudo R2

모델 1
1.694**
(0.592)
-0.092
(0.074)
0.057*
(0.023)
0.056
(0.087)
0.055
(0.061)
-0.036**
(0.013)
0.285***
(0.068)
0.001
(0.004)
0.023***
(0.004)
-0.253***
(0.048)
-0.587***
(0.034)
-0.120**
(0.035)
-0.321***
(0.045)
0.007
(0.024)
-0.698***
(0.074)

모델 2
1.151†
(0.600)
-0.085
(0.074)
0.056*
(0.023)
0.054
(0.087)
0.048
(0.061)
-0.037**
(0.013)
0.277***
(0.068)
-0.001
(0.004)
0.022***
(0.004)
-0.245***
(0.048)
-0.388***
(0.051)
-0.126***
(0.035)
-0.322***
(0.045)
0.003
(0.024)
-0.797***
(0.076)
-0.310***
(0.060)

모델 3
1.213*
(0.604)
-0.090
(0.074)
0.057*
(0.023)
0.055
(0.087)
0.057
(0.061)
-0.037**
(0.013)
0.280***
(0.068)
0.001
(0.004)
0.022***
(0.004)
-0.249***
(0.048)
-0.592***
(0.034)
0.038
(0.053)
-0.325***
(0.045)
0.005
(0.024)
-0.750***
(0.075)

모델 4
1.522*
(0.605)
-0.090
(0.074)
0.058*
(0.023)
0.056
(0.087)
0.054
(0.061)
-0.036**
(0.013)
0.284***
(0.068)
-0.001
(0.004)
0.023***
(0.004)
-0.252***
(0.048)
-0.586***
(0.034)
-0.121***
(0.035)
-0.247***
(0.069)
0.006
(0.024)
-0.721***
(0.075)

모델 5
1.627**
(0.594)
-0.092
(0.074)
0.057*
(0.023)
0.054
(0.087)
0.058
(0.061)
-0.036**
(0.013)
0.282***
(0.068)
-0.001
(0.004)
0.023***
(0.004)
-0.251***
(0.048)
-0.588***
(0.034)
-0.121**
(0.035)
-0.324***
(0.045)
0.048
(0.039)
-0.717***
(0.075)

-0.227***
(0.059)
-0.082
(0.060)
8,269
-3952.478
1359.07***
0.147

8,269
-3939.511
1385.00***
0.150

8,269
-3945.004
1374.02***
0.148

8,269
-3951.528
1360.97***
0.147

-0.082
(0.060)
8,269
-3951.555
1360.91***
0.147

모델 6
1.072†
(0.611)
-0.086
(0.074)
0.056*
(0.023)
0.054
(0.087)
0.049
(0.061)
-0.037**
(0.013)
0.277***
(0.068)
0.001
(0.004)
0.022***
(0.004)
-0.245***
(0.048)
-0.418***
(0.059)
-0.057
(0.061)
-0.336***
(0.072)
-0.011
(0.041)
-0.795***
(0.077)
-0.267***
(0.075)
-0.099
(0.072)
0.015
(0.064)
0.028
(0.066)
8,269
-3938.519
1386.98***
0.150

주 : 1) 변수의 계수(coefficient) 값을 표시하였으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2) ‘직장 위치’, ‘작장 형태’ 더미의 경우 분석에는 포함하였으나, 표시하지 않음.
3)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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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지만(p<0.001), 모델 6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모든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전체 모델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정규직 여부가 적성(흥미) 일치도와
이직의도의 부(-)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가설 5-2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표 5>의 모델 4와 모델 5를 살펴보면 일의 기술 수준과 정규직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그리고 전공 일치도와 정규직 여부의 상호작용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정규직 여부가 일의 기술 수준과 이직의도의
부(-)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가설 5-3은 기각되었고, 정규직 여부가 전공 일치
도와 이직의도의 부(-)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가설 5-4도 기각되었다.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지지된 가설 5-1에 대해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훨씬 크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표 6>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6,060명)와 비정규직 근로자
(2,209명)를 구분하여 독립변수(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그림 2]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규직 여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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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준, 전공 일치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물론 조절효
과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지만, 하위집단분석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분
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표 6>에서 모델 1~2는 정규직 근로자를, 모델
3~4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모델 1과 모델
3은 통제변수만을 분석하였으며, 모델 2와 모델 4는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를 분석한 모델 2에서는 <표 4>의 결과와 같이 가설 4를
제외한 가설 1~3을 지지하였다. 즉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및
일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비정
규직 근로자를 분석한 모델 4에서는 가설 2와 가설 4를 제외한 가설 1과 가설
3만을 지지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일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분석했을 때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일의 기술 수준은 모두 이
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변수의 계수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일의 기
술 수준은 계수의 값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은 계수의
값이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w 테스트를 통해서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모델에
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의 계수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
해 <표 5>에서 조절효과를 분석했을 경우 개인의 발전 가능성만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적성(흥미) 일치도와 관련해서는 <표 6>에서 정규직 근로자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직의도에 유의
하지 않았다. <표 5>의 모델 6에서도 적성(흥미) 일치도와 정규직 여부의 상호
작용 변수는 다른 상호작용 변수들 간의 교호작용 등으로 인해 유의하지 않았
는데, 향후 적성(흥미) 일치도의 영향에 대해 연구 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
하는 등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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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비교․분석

(상수)
성별
연령
학교유형
전공계열
종사자 수
출근시간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
전공 일치도

N

정규직 근로자
모델 1
모델 2
-3.365***
0.833
(0.733)
(0.810)
-0.212*
0.011
(0.090)
(0.097)
0.073**
0.058*
(0.027)
(0.029)
0.101
0.080
(0.102)
(0.108)
-0.007
0.107
(0.072)
(0.078)
0.013
-0.013
(0.016)
(0.018)
0.312***
0.277**
(0.081)
(0.088)
0.022**
0.015*
(0.007)
(0.007)
0.035***
0.024***
(0.005)
(0.005)
-0.444***
-0.368***
(0.059)
(0.063)
-0.676***
(0.042)
-0.161***
(0.042)
-0.315***
(0.057)
0.010
(0.031)

비정규직 근로자
모델 3
모델 4
-1.059
1.452
(0.906)
(0.971)
-0.274*
-0.225†
(0.120)
(0.115)
0.054
0.064†
(0.037)
(0.038)
0.052
0.036
(0.143)
(0.149)
-0.211*
-0.083
(0.098)
(0.102)
-0.065**
-0.064**
(0.020)
(0.021)
0.151
0.209†
(0.113)
(0.109)
-0.011*
-0.012*
(0.005)
(0.005)
0.016*
0.017*
(0.008)
(0.008)
-0.084
-0.007
(0.081)
(0.085)
-0.417***
(0.059)
-0.069
(0.061)
-0.331***
(0.073)
-0.024
(0.042)

6,060

6,060

2,209

2,209

Log Likelihood

-2918.899

-2599.463

-1391.308

-1305.555

LR chi2

276.65***

915.53***

132.53***

304.04***

0.045

0.150

0.046

0.104

Pseudo R2

주 : 1) 변수의 계수(coefficient) 값을 표시하였으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2) ‘직장 위치’, ‘작장 형태’ 더미의 경우 분석에는 포함하였으나, 표시하지 않음.
3)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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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표 7>은 2016 GOMS 데이터에서 대졸 청년층이 직장을 옮기려는
이유(최대 2개까지 응답)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보수가 적어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여, 임금수준이 직장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많이 응답한 이유로는 ‘전망이 없어서’,
‘현재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의 순으로 나타
났다. 전망이 없거나 현재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이나 일의 기술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은
적성(흥미) 일치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표 7> 이직을 준비하는 이유
정규직
(N=1,230)

비정규직
(N=821)

전체
(N=2,051)

보수가 적어서

621

377

998

전망이 없어서

384

246

630

71

371

442

현재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283

130

413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312

74

386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242

117

359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불화

131

17

148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105

40

145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맞지 않아서

60

80

140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84

55

139

집안 사정 때문에(육아, 가사 부담 등 포함)

34

18

52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거나 될 것에 대비해서

19

30

49

건강상의 이유로

27

14

41

기타

61

50

111

2,434

1,619

4,053

고용의 불안정/계약의 종료

합계
주 : 응답자는 복수 선택 가능(최대 2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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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응답에서 차이도 나타났는데,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해서’를 많이 응답하였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고용의 불안정/계약의 종료’를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환경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이직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용불안이 이직의 핵심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직업의 외재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직의도를 분석함으로써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대졸 청년층이
실제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이직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잦은 이직이나 조기퇴사, 일자리 미
스매치 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대졸 청년층이
직업(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나 차별 등은
여전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분석을 추가
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요인 중에서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노동시장에
처음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직장 경험이 부족한 대졸 청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졸 청년층이 직장생활을 처음 경험
하는 과정에서 향후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자기만족이나 성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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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줄 것이며, 적성(흥미)이 일치할수록 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조건 높은 연봉보다는 자아실현을 중요시하는 대졸 청년층에게 적합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기술 수준보다 현재 일의 기술 수준이 높을 때 대졸 청년층에게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기보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 실업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대졸 청년층에게 무엇보다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거나 적성
(흥미)의 일치 또는 일의 기술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잦은 이직으로 인해 지속적인 청년 실업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내재적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내재적 가치와 직장만족, 이직의도 등의 관계에
대해 보다 많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공 일치도의 경우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전공과 직무의 일치는 보통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김은석(2015) 등의 연구들은
대졸 청년층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와 상관없이, 성적, 대학서열, 사회적 인식
등을 기준으로 대학 또는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 3>을 살펴봤을 때 적성(흥미) 일치도와 전공 일치도 간의
상관관계는 0.36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적성(흥미)을 크게 고려
하지 않은 채 전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공 일치도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대졸 청년층의 경우 전공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사가 바뀌기도 하므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들을 많이 수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성(흥미)에 맞는 대학에서의 전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서 이
에 대한 교육 방향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그리고 정규직 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여부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이직의도의 부(-)의 관계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에
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때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이
직의도가 낮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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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는 차
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그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과 같은 요인
으로 인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이직의도에 대한
부(-)의 영향이 작게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반면 일의 기술 수준은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나,
정규직 여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원식․정한식
(2013)은 직무자율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의 직무만족을 증가시
킨다고 설명하였고, 정도범(2018)은 최종학력,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이 높은 집
단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시하
였다. 일의 기술 수준도 정규직 여부의 조절효과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정규직 여부가 직무(직장)만족이나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
자가 차별을 느낀다고 인식하는 요인들부터 단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고
용형태에 관한 연구들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인식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여 분석한 데이터가 동일방법편의에 심각한 위협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odsakoff et al., 2003), 향후 연구에서는 다중(multi-source)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증분석 시 개별 독립변수만을 분석한 경
우와 전체 모델(full model)을 분석했을 때 결과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다.
향후 보다 일관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수집 및 활용하고 연구모형을 정교하게 설계하
는 등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만을 통제하였는데, 다양한 내재적․외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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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개인 성격이나 직업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요인 등을 실증 분석
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장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
교․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졸 청년층의 가치관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이직의도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 직업(직장)과 관련된 의사결정 또는 국가 및 기업 차원
에서 청년 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비정규직 근로자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근우․장영진(2005). ｢호텔종사원의 공정성지각이 직무만족에 의한 조직시
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21 : 269~289.
김동규․어수봉(2010). ｢대졸 청년층의 경력변동과 임금효과｣. 경영연구 25
(2) : 135~161.
김영미․김성섭․박혜정(2009). ｢항공사 승무원의 직업선택동기 성취정도가 전
반적인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18
(4) : 177~199.
김은석(2014). ｢청년근로자의 직무만족이 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영향｣. 진로
교육연구 27 (3) : 47~64.
(2015). ｢대학 전공 선택 기준에 따른 대졸청년층의 직장만족도 차이
분석｣. 진로교육연구 28 (3) : 85~101.
김정원(2007). ｢비정규직의 조직몰입에 대한 직무특성과 고용관계특성의 영향 :
직무만족의 효과검증｣. 인적자원관리연구 14 (1) : 23~35.
김정원․서재현(2008). ｢비정규직의 직무만족 결정요인 :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122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3호

의 효과검증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2 (1) : 81~109.
김혜진․이재식(2012).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조직시민행동 - 정서적 몰입
과 이직 의도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19 (1) : 47~69.
남재량(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16 :
22~33.
문영만(2013).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 및 결정요인｣. 산업노동연구 19
(1) : 139~175.
문영만․홍장표(2017). ｢청년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
과｣. 산업노동연구 23 (2) : 195~230.
박환보․김성식(2011). ｢개인배경, 취업준비노력, 대학서열유형이 대졸자의 노
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 (3) : 77~98.
심재휘․김경근(2015).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 대
학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 (1) : 113~138.
안강현․이용환(1998).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유형에 관한 연구｣. 직
업교육연구 17 (1) : 1~18.
어윤경(2010). ｢전공- 직무 일치와 직업 가치관에 따른 직무 만족도 변화 추이｣.
상담학연구 11 (2) : 721~738.
오성욱(2013). ｢구직경로별 대졸청년구직자의 직업선택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7 (4) : 93~117.
오성욱․이승구(2009). ｢대학생의 직업가치 유형이 직무적합도 및 첫 직장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 (2) : 1~19.
유현옥․김은비(2016). ｢2~3년제 대졸 청년의 직업가치 유형과 첫 일자리 만
족도 및 이직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5 (5) : 127~147.
이덕로․김찬중(2006).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고용형태
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3 (1) : 123~144.
이상록․도유희․조은미(201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 차이와 직무 만족 :
직무만족 요소들의 매개영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
학보 31 (1) : 141~165.
이상희(2014). ｢종사원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영향 관계 - 한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정도범) 

123

식 체인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8) : 442~452.
이수광(2008).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변혁적 리더십의 조
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2 (1) : 19~29.
이준혁․전정호(2016). ｢고용가능성이 경력성장기회를 매개로 조직몰입,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외부유연성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3
(1) : 47~67.
이창한․이완희․황성현․이강훈․김상원(2014). STATA를 활용한 사회과학
자료분석. 피앤씨미디어.
이환범․이수창(2006).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
직의도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3 (2) : 83~101.
장은미(1997). ｢경력 몰입이 조직 몰입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이중 조절 효과
에 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5 (2) : 217~253.
정도범(2018).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 : 청년층의
집단별 차이에 관한 비교｣. 노동정책연구 18 (4) : 105~130.
정원식․정한식(201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의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 : 정규직과의 비교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7 (1) : 27~
54.
주사총․이정언(2016). ｢임금만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10) : 693~700.
차성현․주휘정(2010). ｢교육 및 기술 불일치가 임금, 직무 만족,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9 (3) : 177~215.
채창균․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
연구 28 (2) : 89~107.
최명옥․유태용(2005). ｢개인-조직, 개인 - 직무, 개인 - 상사 부합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부합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
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18 (1) : 139~162.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http://kostat.go.kr/.
한국고용정보원.「고용조사 분석시스템」
. https://survey.keis.or.kr/.
황광훈(2018). ｢청년취업자의 주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산

124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3호

업노동연구 24 (2) : 181~214.
황남희․정주연(2011). ｢대졸청년층의 하향취업 : 연령집단 및 하향취업 측정방
법에 따른 비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 (2) : 271~292.
황남희․김철희(2012). ｢대졸청년층의 첫직장 기업규모와 임금격차｣. 정책분
석평가학회보 22 (4) : 217~236.
Ashford, S. J., C. Lee and P. Bobko(1989). “Content, causes, and consequences
of job insecurity : A theory-based measure and substantive tes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 (4) : 803~829.
Brown, S. P. and R. A. Peterson(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lesperson Job Satisfaction : Meta-Analysis and Assessment of Causal
Effe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0 (1) : 63~77.
Deci, E. L. and R. M. Ryan(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NY : Plenum.
DeConinck, J. B. and D. P. Bachmann(1994).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s of Marketing Managers.”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10 (3) : 87~95.
Edwards, J. R.(1991). Person-job fit : A conceptual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and methodological critique. In C. L. Cooper & I. T. Robertson (ed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 : 283~
357. Oxford, England : John Wiley & Sons.
Hall, D. T.(1996). “Protean Careers of the 21st Century.”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0 (4) : 8~16.
Kalleberg, A. L.(1977). “Work Values and Job Rewards :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1) : 124~143.
Leuty, M. E. and J. I. C. Hansen(2011).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for work
valu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 (2) : 379~390.
Light, A. and K. McGarry(1998).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 (2) : 276~286.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정도범) 

125

McGinnis, S. K. and P. C. Morrow(1990). “Job Attitudes among Full- and
Part-Time Employe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1) : 82~96.
Mobley, W. H.(1982). Employee Turnover,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Reading, MA : Addison-Wesley.
Nouri, H. and R. J. Parker(2013). “Career growth opportunities and employee
turnover intentions in public accounting firms.” The British Accounting
Review 45 (2) : 138~148.
Park, M. and J. Kang(2017). “Job satisfaction of non-standard workers in Korea :
focusing on non-standard workers’ internal and external heterogeneity.”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1 (4) : 605~623.
Podsakoff, P. M., S. B., Lee, J. Y. MacKenzie and N. P. Podsakoff(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 (5) : 879~903.
Polivka, A. E.(1996). “A profile of contingent workers.” Monthly Labor Review
119 (10) : 10~21.
Porter, L. W., R. M. Steers, R. T. Mowday and P. V. Boulian(1974).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among psychiatric
technicia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 (5) : 603~609.
Rounds, J. B.(1990). “The comparative and combined utility of work value and
interest data in career counseling with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1) : 32~45.
Scarpello, V. and J. P. Campbell(1983). “Job satisfaction and the fit between
individual needs and organizational reward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56 (4) : 315~328.
Sousa-Poza, A. and F. Henneberger(2004). “Analyzing Job Mobility with Job
Turnover Intentions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Economic Issues 38 (1) : 113~137.
Van Dyne, L. and S. Ang(1998),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contingent

126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3호

workers in Singapor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 (6) : 692~703.
Wolbers, M. H. J.(2003). “Job Mismatches and their Labour-Market Effects
among School-Leaver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 (3) :
249~266.
Zytowski, D. G.(1970). “The Concept of Work Value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8 (3) : 176~186.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정도범) 

127

abstract

Major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College
Graduates : Comparison and Analysis According to Regular
Workers
Chung Do-bum
Recently, the high youth unemployment rate is a serious problem, but the
frequent turnover and early retirement of college graduates who have
difficulties in getting a job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This
study analyze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the
college graduates, who called ‘Millennial Generation’, and then compares them
according to the regular workers.
For empirical analysis, we used 2016 GOMS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 from KEIS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personal development possibility, fit of
aptitude (interest) and skill level of work were,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preparing for turnover, but fit of major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urnover
intention. Besides, whether or not to be regular workers has strengthen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development possibility and turnover
inten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urnover intention based on
intrinsic values rather than extrinsic values to understand the values of college
graduates, and the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was also
confirmed.
Keywords : turnover intention, personal development possibility, fit of aptitude (interest),
skill level of work, fit of major, regular worker, intrins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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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조직을 연구해왔던 많은 기존 문헌들은 ‘효과적인 목표와 올바른 조직가치를
추구하며 동시에 인간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
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배종석, 2013). 이는 조직이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지닌 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배종석 외, 2009; 배종석, 2013). 즉 조직을 구성
하고 있는 인간이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적 요소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
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적 차원에서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객체로서 다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배종석,
2013).
최근 군(軍) 복지시설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민간근로자들의 고용이 증대되
기 시작하면서 2005년 6월 이후 육군복지단 계룡스파텔 노동조합 및 육군인사
사령부 복지시설 노동조합 등과 같은 육군 내 노동조합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후 상여금 및 임금인상 등 노사관계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군 내부에서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육군본부,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군 조직이 갖고 있는 위계적 차원의 권한
관계 속에서 군 조직과 군 내 민간근로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협력
적인 관계를 지향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용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최근 국방개혁을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 민간인에 대한 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군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원만한 노사관계의 형성
은 육군 내 복지시설의 민간근로자들이 부여된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에 대
한 몰입을 통해 군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Kearney & Mareschal, 2008; 이동명, 2009; 육군본부, 2016).
특히 군 복지시설은 국가방위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내 각 부
서들을 지원하는 부서이다. 따라서 군 복지시설이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절차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직무만족 및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김경민․ 박기홍) 

131

조직 내부의 인적자원들에 제공하게 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조직 내 인적자원
들은 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만족감 증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군 복
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조직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상호교환과정 속에서 서비스
의 질에 대한 만족감 증대를 경험한 군 내 인적자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군
조직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상호․이진규․최인옥, 2008; 박철민․김대원, 2004; 육군본부,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군이 당면하고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의 필
요성을 탐색하고, 해당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
관리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군 내에서 실시되는 노
사관계 관련 이슈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과 노사파트너십 제
도(partnership practices)가 협력적인 노사관계(cooperative labor relations)를 증
진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는 과정적 접근을 기반으로, 근로자들이 궁극적으로
정서적인 조직에 대한 몰입(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과 직무에 대
한 만족(job satisfaction)을 달성할 수 있음을 그룹가치모형(group value model)
과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Ⅱ. 군 복지시설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군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에 의거하여 군인의 복지 및 사기 증진을 위
한 복지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군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해당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육군은 배정된 군인복지기금을 집행
하여 보유한 체력단련장 등의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용을 실시하고 있다(육군
본부, 2016).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최근 육군에서는 육군복지단 판
매업무 및 복지시설 관리업무와 같은 비전투적인 상업분야에 민간 비정규직 근
로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현재 군 내에는 여섯 개의 민간인력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설
립된 순서대로 공군 중부지역 일반노동조합(2004년), 국군복지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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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육군인사사령부 노동조합(2011년), 육군인사사령부 복지시설 노동조
합(2015년), 교육사령부 노동조합(2015년), 국방컨벤션 노동조합(2015년)이 있
다. 이 중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요구한 적이 있는 노동조합은 육군인사사령
부 노동조합과 국군복지단 노동조합 두 곳으로, 두 곳 모두 약 2년간의 단체협
약과 1년간의 임금협약을 진행하였다. 육군인사사령부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
공연맹 소속이며, 국군복지단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이다. 육
군인사사령부 산하에는 2개의 노동조합(복수노조)이 설립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육군에는 3개의 노동조합(육군인사사령부 노동조합, 육군
인사사령부 복지시설 노동조합, 교육사령부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2016년 육
군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노동위원회 심판 제기 16
건, 노동청 진정 9건, 외부민원으로 고소 및 고발 1건, 집회 6건, 100일에서 200
일 상당의 장기교섭 6회, 기타 소송 및 민원이 15건 등 4년간 무려 53건에 달하
는 많은 노사 분쟁이 있어왔다.
연도별 노조의 주요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에는 연봉 15%, 상
여금 100% 인상과 수당 8종 신설 등을 요구하였고, 2014년에도 연봉 15%, 상
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였다. 2015년에는 연봉 7.5%, 상여금 200% 인상
과 중식 무상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이 기간 동안 노조는 연평균 12.5%의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연평균 3.5%의 인상(2013년 4%, 2014년 3.5%,
2015년 3%)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이 같은 노조의 주요 요구를 해결과정에서 연간 약 13건 이상의 크고 작은
노사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육군은 노조세력 간
연합 및 갈등, 적대적인 노동투쟁 행위, 복수노조 관리 등 노사관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고, 노동위원회 심판, 노동청 진정, 외부민원, 소
송, 노동집회, 장기 교섭요구 등과 같은 여러 분쟁사건에 부딪치게 되었다. 설
상가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육군의 노무관리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언론보도도 나왔다(박응진, 2013; 윤자은, 2013). 이를 통해 육군은
복지시설 내 민간근로자와의 신뢰적 노사관계 형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
성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육군은 일반기업 및 정부조직과 동일한 차원(수준)의 합리적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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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사 간 갈등 해소와 협력적 노사관계 속에
서 단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룹가치모형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회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육
군이 당면하고 있는 노사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
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을 제시(설계)하고자 한다.

Ⅲ. 선행연구 분석 및 가설 설정

1. 절차적 공정성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의 관계
공정성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Adams(1965)의 공정성 이론에 기반을 두어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물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는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관점에서 조직 내 소속된 개인들이 타인들과 비교하여 조직으로부터
분배받은 결과물이 자신의 노력과 대비하여 공정한 분배였는가를 인식하게 됨
을 제시해왔다(Colquitt, 2012). Colquitt(2012)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과 결과물
의 비율들이 매치될 경우 개인들은 공정한 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결과물에 합당한 심리적 차원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준다. 최근에는 이러한 결
과적 차원의 공정성 논의에서 더 나아가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 관
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함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
고 있다(예, Thibaut & Walker, 1975).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
가 자신의 노력을 목소리(voice)를 통해 피력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절차에 대한 통제(control)가 가능한 수준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
한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다(Niehoff & Moorman, 1993). 본 연구도 이러한 개
념에 기반을 두어 절차적 공정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Lind & Tyler(1988)의 연구에서 제시된 그룹가치모형(group value model)은
절차적 공정성 차원에서 비록 결과물에 대한 통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더라
도 어떻게 조직에 소속된 개인들이 정서적 차원의 태도에 대한 공정함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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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한 바 있다. Lind & Tyler(1998)는 만약
근로자들이 조직적 차원에서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인식되면
비록 결과에 대한 보상이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지라도 해당 결과들을 받아
들이면서 공정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됨을 주장하였다. 조직 내부에서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은 절차적 차원에서 개인이 특정 결과의 분배 과정
에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중립성(neutrality), 자신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절차를 통한 신뢰(trust),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및 존엄성을 통합
적으로 고려해주는 지위(standing)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조
직 내부에서 수행한 직무 또는 일이 비록 분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
을지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Lind & Tyler, 1988).
이러한 연구 흐름을 기반으로 Niehoff & Moorman(1993)은 Greenberg(1990)
가 구체화한 두 가지의 절차적 공정성 형태를 공정한 공식 절차(fair formal
procedures)와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공정한 공식 절차는 보상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근간으로 여겨지는 절차의 존
재여부가 공정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작용 공정
성은 공식적 절차를 제정할 때 또는 이러한 절차들을 올바르게 설명받을 때
근로자들이 받는 대우(treatment)의 공정함을 의미한다.
Niehoff & Moorman(1993)은 절차적 공정성이 갖는 실증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리더의 감시(monitoring)가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
중될 경우 이는 조직원들의 분배적 및 절차적 공정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메타연구
(meta-analysis)들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통해 개인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킬 경우 개인의 태도 및 행동 등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
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예, Cohen-Charash & Spector, 2001; Colquitt
et al., 2001; Colquitt et al., 2013; Fassina, Jones, & Uggerslev, 2008; Rupp et
al., 2014; Shao, et al., 2013).
예를 들어, Cohen-Charash & Spector(2001)은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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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호작용 공정성이 각기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공정성
의 타입들이 근로자의 성과적 차원의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내부
의 조직원들이 작업성과, 결정에 대한 순응,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 급여만족,
상사에 대한 만족, 경영만족(management satisfaction), 신뢰, 정서적 및 규범적
조직몰입, 노조에 대한 만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조직 추천, 리더-멤버
교환관계(leader-member exchange)에 대하여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반생산적 작업 행동, 이직의도, 및 부적감정(negative emotions)은 부적(-)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olquitt et al.(2013)은 사회적 교환이론에 기반을 두어 절차적 공정성
이 사회적 교환의 질(social exchange quality)인 신뢰, 조직몰입, 인지된 조직지
원(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과 리더-멤버 교환관계를 매개하여 업무성
과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일 미치는 메커니즘을 통해 정서 기반 관점
(affect based perspective)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긍정 및 부정적 정서를 매개하
여 성과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성이론, 그룹가치모형,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등을
활용하여 조직공정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문형구 외, 2009).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군 차원의 조직
공정성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박정도․허찬영(2012)은
군 내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장교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절차적 공정성
의 경우 직무만족과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군 병
사를 대상으로 군 조직 내 조직공정성과 군 생활적응도의 관계를 연구한 김진
아(2014)의 연구에서는 절차공정성이 군 생활을 하는 병사들의 적응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그룹가치모형에 기반을 두어 군 조직 내 절차적 공정성의 관리가 실
시될 경우 이를 인식하는 군 조직 내 근로자들은 조직 내부에서 중립성과 신뢰,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 공정한 절차에 의거한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게 되며, 직무에 대한 만족 및 정서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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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의 조직몰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절차적 공정성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노사파트너십 제도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노사파트너십(labor-management partnership)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해당 개념의 의미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
여하여 경영상 요구되는 책임 및 권한 등을 공유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상호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Guest &
Peccei, 2001; 노용진, 2010; 신수식 외, 2016). 노사파트너십의 핵심 전제는 파
트너십이 작업장에서 원만히 진행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조직 내부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Guest & Peccei, 2001). Guest & Peccei(2001)에 의하면,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노사파트너십은 조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근로자 헌신과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 낮은 결근, 갈등, 이직의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외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근
로자 관점에서 이러한 노사파트너십은 의사결정의 직접적인 참여 및 작업에 대
한 자율재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긍정적인 심리적 계
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Batt & Appelbaum, 1995; Guest &
Peccei, 2001; Rousseau, 1995).
또한 Guest & Peccei(2001)은 노사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원주
의(pluralist), 일원주의(unitarist), 혼합주의(hybrid)를 기반으로 한 노사파트너십
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대
표에 의해서만 조직 내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 시스템 안에서 선출된 대
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노사
관계가 형성 및 관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간접적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들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참여하게 되는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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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게 됨을 강조한다.
일원주의적 관점에서는 노사 간의 이익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근
로자들의 몰입 및 헌신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는 파트너십 관점의 일부를 수
용한 것으로 해당 관점에서는 지분을 공유(shared ownership)하거나 재정적 차
원의 인센티브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양한 형태의 이익공유(profitsharing)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차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자 한다(Guest & Peccei, 2001). 해당 관점은 근로자의 이익을 충족시키
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충족하면서 개별 근로자들이 조직 내부에서 더 헌신
할 수 있어야 함을 기본적 지향점으로 선정하고 있다(Guest & Peccei, 2001).
이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에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경
향을 갖도록 함을 의미한다. 일원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제도들은 고헌신,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제도들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개인과 조직이 연결된 모
습을 보인다(Combs et al., 2006; Huselid, 1995; Pfeffer, 1998; Subramony,
2009) 이는 근로자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 헌신 및 충성도를 보인다
(Guest & Peccei, 2001).
혼합주의적 관점에서는 앞서 언급된 다원주의적 관점과 일원주의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제도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는 근로자 대표를 통한 관리시
스템과 근로자의 직접적인 참여형태의 제도들에 대한 통합을 통해 이익을 공유
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Guest & Peccei, 2001).
노사파트너십은 앞서 제시된 세 가지 관점이 원리(principle), 제도(practice)
및 결과물(outcome)에 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Guest & Peccei, 2001), 본 연
구에서는 Guest & Peccei(2001)가 제시한 이해관계자 및 근로자의 관점에서 노
사 상호간의 이익을 충족시키면서 직․간접적인 근로자의 참여를 지향하는 형
태의 노사파트너십 제도들이 근로자들의 정서적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Master, Albright & Eplion(2006)의 연구에서는 연방서비스 부문에서 노사파
트너십 제도가 갖는 효과성을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노사파트너십 제도들이 협력적인 의사소통과 통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장을 형
성할 뿐 아니라 노사 간 긍정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노사 간 갈등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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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동의 목소리(collective voice)와 갈등 해소
(conflict resolution)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불공정 노조제도 감소, 교착상태 감
소, 고충감소, 생산성 증대, 도덕성 증대, 고객서비스 향상 등)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Roche(2009)는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근로자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근로자의 태도 및 행동을 매개하여 사용자 및 노조의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아일랜드 작업장의 표본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는 노사파트너십 제도들이 번들(bundle) 형태로 통합적으로 운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효과로서 해당 연구에서는 노사파트너십 제도를 활용할 경우
노사 상호간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근로자는 내적 차원에서
공정함과 직무만족, 자율성 및 정보제공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고, 사용
자들은 근로자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 및 긍정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등에 대한
긍정적 영향관계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노사파트너십 제도의 실증연구들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
다. 예를 들어, 노용진(2010)의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직접참여 및 간접참여를
노사파트너십 제도로 지수화하여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기업, 근로자 및 노동조
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
사파트너십 제도는 근로자의 1인당 매출액 및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노사파트너십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자의
참여 제도들을 노사파트너십 제도로 규명하고자 한다(Guest & Peccei, 2001).
또한 이러한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근로자의 개별적 참여와 노조를 통한 참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해당 개념화가 갖는 효과성은 사회적 교환 이론
에 의해 발현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노용진, 2010).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조직적 차원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반응하여 그에 합당한 행위를 통해 조직에 기여하고자 하는 호혜성의 규범
(norm of reciprocity)을 발현하고자 한다(Blau, 1964; Gouldner, 1960). 이를 노
사파트너십 제도에 적용할 경우 노사파트너십 제도는 조직적 차원의 지원을 통
해 근로자들이 조직을 경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참여를 도

절차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직무만족 및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김경민․ 박기홍) 

139

울 수 있다(Blau, 1964; Gouldner, 1960). 이러한 조직적 차원의 고려 및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이익이 증진되면 근로자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조직에 긍정
적인 태도 및 행동을 보이게 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 상호 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Blau, 1964; Gouldner, 1960). 이는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근로자들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써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직무에 대한 만족과
정서적 차원에서 발현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몰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가설 2. 노사파트너십 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 협력적 노사관계의 매개효과
협력적 노사관계(cooperative labor relations)란 일반적으로 노사가 신뢰를 바
탕으로 상호 간 목표 및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으로 당면한 문제(생산성, 생활의
질 등)들을 해결해나가며, 노조와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가 각각 자신들만의 이
익을 대변하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차원에서 신뢰하고
상생하는 것을 의미한다(Deery & Iverson, 2005; 신수식 외, 2016).
Cooke(1990)는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경영진과 노동자 측의 효용을 극대화
함과 동시에 증가된 효용이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노사가 갈등 상황에 놓일 경우 양측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으
나,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적 관계하에서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조직적 차원의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결과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Deery & Iverson(2005)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선행 및 결과
변수들을 연구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증진이 절차적 공정성과 건설적 협상
을 위해 통합적 관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조의 의지 및 노조와 자유롭게 정
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지에 의해 증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
서 증진된 협력적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조직에 대한 헌신과 노조의 충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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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의 증대 및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
함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정흥준(2012)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과정의 증진이
조직의 지식창출을 위한 지식확산 노력과 지적재산권 비율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 최석봉․김규덕(2012)의 연구에서는 기업적 측면
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선행 및 후행 변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위계문화는 협
력적 노사관계에서 부적(negative)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문화, 개별문화 및 협력문화에서는 정적(positive)인 영향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증대된 협력적 노사관계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해당 관계는 인지된 조직지원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에 의해 정적(positive)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이 조직에 의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게 될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긍정적 인
식과 함께 절차적 공정성의 증대를 경험하게 되면서 노사 간 신뢰 및 협력의
증대 또한 경험하게 되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증진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조직 내부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
를 증대시키며 조직몰입과 직무에 대한 만족의 증대를 경험하게 됨을 강조한다
(Deery & Iverson, 2005; Lind & Tyler, 1988).
사회적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활용될
경우 군 내 민간근로자들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통해 군 조직 내부에서 자
신들의 요구를 상향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Master, Albright & Eplion,
2006; 노용진, 2010). 이는 군 내부에서 민간근로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노사
관계적 차원의 방향성이 군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를 통해 군 조직은 군 내 민간근로자들의 요구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고 의사
결정 시 통합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Guest & Peccei,
2001; Roche, 2009). 이 같은 군 조직과 민간근로자 사이에 유기적 관계 속에서
노사 양측은 신뢰 및 협력적 분위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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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러한 협력적 분위기는 군 조직과 민간근로자 사이에 호혜적 관계를 형
성시켜 상호 이익을 창출해내는 의사결정 시 합리적 합의를 달성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Master, Albright & Eplion, 2006; 노용진, 2010). 결국,
신뢰와 협력적 분위기에 기반을 둔 군 조직과 민간근로자 사이의 긍정적 관계
는 호혜적․규범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정서적 태도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Blau, 1964; Gouldner, 1960; Guest &
Peccei, 2001; 최석봉․김규덕, 2012).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제시한다.
가설 3. 인지된 협력적 노사관계는 절차적 공정성과 근무자 직무만족 및 정서적 조
직몰입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인지된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사파트너십제도와 근무자 직무만족 및 정서적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 방법

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군 보안상의 위험요소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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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한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쳤으며, 육군본부 감찰실의 조정 및 통제
를 받아 실시하였다. 노무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설문지 인쇄본을 군 중앙복지
시설 근로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연구자들이 해당 설문지를 우편 등으로 수거하
였다. 설문은 2016년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되었으며, 육군 중
앙복지시설 및 인사사령부에서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체력단련장에 대하여
각 근무시설의 관리사장 및 팀장의 주관 아래 실시되었다. 설문은 총 195부가
회수되었으며,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설문 내 일
부 불완전한 결측치에 대한 대체를 실시하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62부의
설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
와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명)
성별

나이

근무연수

학력

군 경험

비율(%)

남

97

59.9

여

65

40.1

20세 이상 30세 미만

19

11.7

30세 이상 40세 미만

40

24.7

40세 이상 50세 미만

52

32.1

50세 이상 60세 미만

46

28.4

60세 이상

5

3.1

10년 미만

102

63.0

10년 이상 20년 미만

52

32.0

20년 이상 30년 미만

8

5.0

고등학교 졸

67

41.4

대학교 졸

89

54.9

대학원 졸

6

3.7

유

93

52.6

무

69

47.4

1) 본 연구는 육군본부의 2016년 연구보고서 군 복지시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며,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변수 및 연구방법을 재설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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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변수
가. 절차적 공정성
본 연구에서 절차적 공정성은 정대율․노미진․장형유(2014)의 연구에서 활
용한 3개 문항을 따라 구성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의 처우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다”, “승진, 인사이동 등
에 대한 절차는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다”, “군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직원들의 의견이 공정한 방식으로 반영된다.” 해당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
으며, 설문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Cronbach’ α 값은 .94를 보여 신뢰할 만
한 수준이었다.

나. 노사파트너십 제도
노사파트너십 제도는 Guest & Peccei(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근로자 및 근
로자 대표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관련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총 18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근로자 직접참여의 경우 업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를 계획할 수 있다”) 5개 문항, 고용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근로자는 자신의 성과목표를 정하는 일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등 3개 문항, 근로자 대표 참여의 경우 근로자 관련 이슈에 대한 참여(“근로자
대표(노조/노사협의회)는 급여체계의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6개 문항, 조직 관련 이슈에 대한 참여(“근로자 대표(노조/노사협의회)는 주요
자본(또는 예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4개 문항을 각각 활
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Cronbach’ α 측정치는 .91을
보여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다. 협력적 노사관계
사업장 내 협력적 노사관계는 Deery & Iverson(2005)이 협력적 노사관계 분
위기(cooperative labor relations climate)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노사관계 측
정도구 조화(harmony) 10개 문항(예를 들어, “노조와 군 조직은 사업장을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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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노조와 군 조직은 서로의 목표
를 존중한다”, “노조와 군 조직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진행한
다” 등)과 강원진․이병헌․김정식(2011)의 연구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측정
하기 위해 활용된 2개 문항(“노조와 군 조직 간 정보교환이 잘 이뤄진다”, “근
로조건의 변화는 노사와 군 조직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을 추가하여
총 12개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
도를 측정하기 위한 Cronbach’ α 값은 .94를 보여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라.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된 미시간 조직진단 설문지
(MOAQ : Michigan Organizational Assessment Questionnaire, 1979)의 3개 문
항을 사용하였다(Bowling & Hammond, 2008). 구체적인 문항은 “대체로 나는
나의 업무에 만족한다”, “전반적으로 나는 나의 업무를 좋아한다”, “대체로 나
는 현재 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이다. 해당 문항들은 5점 척도를 활용
하여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 α 값은 .96을 보여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마. 정서적 조직몰입
정서적 조직몰입은 Meyer & Allen(1991)의 정서적 조직몰입 측정도구를 김
영완․김동주(2012)의 연구에서 한국 조직에 맞게 수정한 문항 중 군 내 근로
자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문항의 예로는
“나는 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한다”, “나는 진심으로 직
장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한다” 등이다. 해당 문항은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78을 보여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절차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직무만족 및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김경민․ 박기홍) 

145

Ⅴ. 분석 결과

1.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Fabrigar et al.(1999)를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을 기반으로 측
정된 변수들이 개별 요인으로 구별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도를 검증(입증)
하였다. <표 2>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변수들 상호 간 공통
성을 찾아내어 하나의 요인으로 묶는 기법인 요인분석은 개별 요인들에 대한
독립적 분류를 통해 요인들을 추출하는 베리멕스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들에 대하여 요인 적재량
값을 제시하였다(Fabrigar et al., 1999).
타당도 분석 간 구성개념들이 각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는 문항은 제거되었다
(정서적 조직몰입 2번, 노사파트너십 제도 15번, 협력적 노사관계 3번). 요인분
석 간 노사파트너십 제도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 관련 이슈 및 조직 관련
이슈에 참여하는 요인 2(노사파트너십 제도 1), 근로자가 업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요인 4(노사파트너십 제도 2), 근로자가 고용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
는 요인 6(노사파트너십 제도 3)으로 구분되었으며, 측정을 위한 구성개념들은
각 요인으로 적절히 도출되어 분석을 위한 타당도는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Fabrigar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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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설문문항

cir11
cir10
cir12
cir4
cir5
cir2
cir9
cir6
cir8
cir7
cir1
p13
p11
p12
p14
p17
p10
p16
p9
p18
js3
js1
js2
p2
p1
p4
p3
p5
pj3
pj1
pj2
p7
p8
p6
oc1
oc3
oc4
고유값
설명분산(%)
누적분산(%)

요인 2
요인 3
요인 4
노사
노사
협력적
파트너십 직무만족 파트너십
노사관계
제도 1
제도 2
.886
.881
.838
.829
.807
.778
.772
.759
.656
.638
.582
.848
.833
.817
.780
.780
.761
.723
.702
.617
.881
.852
.842
.890
.871
.769
.720
.690

요인 5
절차적
공정성

요인 6
요인 7
노사
정서적
파트너십
조직몰입
제도 3

.767
.733
.662
.792
.777
.566

7.225
19.528
19.528

6.761
18.273
37.802

4.128
11.157
48.959

3.822
10.330
59.288

2.570
6.945
66.234

2.368
6.400
72.634

.833
.714
.670
2.296
6.206
7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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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간 측정된 개념들은 집합화(aggregation)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
선 독립변수인 절차적 공정성은 노사파트너십 제도(r=.64, p<.01), 협력적 노사
관계(r=.35, p<.01), 직무만족(r=.45, p<.01) 및 정서적 조직몰입(r=.31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파트너십 제도 또한 협력적 노
사관계(r=.38, p<.01), 직무만족(r=.30, p<.01), 정서적 조직몰입(r=.46,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매개변수인 협력적 노사관계는 직무만족
(r=.36, p<.01) 및 정서적 조직몰입(r=.28,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정서적 조직몰입(r=.38, p<.01)과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1. 성별
2. 연령
3. 학력
4. 군경험
5. 근무기간

.60

표준
편차

1

.49

1

42.75 10.35 .11
1.62

.54

.58

.48

8.21 5.89

6. 절차적
2.72 1.01
공정성
7. 노사
2.87 .63
파트너십
8. 협력적
2.99 .63
노사관계

2

3

4

5

6

7

9

1

.11

.17 

1

.14

.49  

-.14

.08

1

-.02

-.20 

.09

.03

-.15

.10

-.33  

.18 

.11

-.09

-.25  

-.10

-.10

-.09

.35   .38  

(.94)

-.22   .64  

(.91)
(.94)

9. 직무만족 3.62

.92

.16 

-.02

.07

.19 

-.00

.45   .30   .36  

10. 조직
몰입

.73

.09

.11

.05

.15

-.04

.31   .46   .28   .38  

3.65

10

1

.19  -.25  
.78  

8

(.96)
(.78)

주 : N=162,   <.05,    < .01, 성별 : 1=남, 0=여, 학력 : 1=고졸, 2=대졸, 3=대학원
졸, 군경험 : 1=있음, 0=없음. 대각선 상 괄호는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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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 측면에서는 성별이 학력(r=.19, p<.05), 군경험(r=.78,
p<.01), 직무만족(r=.16,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근무
기간(r=.49, p<.01)을 제외한 학력(r=-.25, p<.01), 절차적 공정성(r=-.20, p<.05),
노사파트너십 제도(r=-.33, p<.01), 협력적 노사관계(r=-.25, p<.01)와 부(-)적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력은 군경험(r=.17, p<.05) 및 노사파
트너십 제도(r=.18, p<.05)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군경험은 직무만족
(r=.19, p<.05)과 정(+)적 상관관계, 근무기간은 노사파트너십 제도(r=-.22,
p<.01)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검증
가설검증을 위해 SPSS 21과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및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는 <표 4>∼<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절차적 공정성은 직무만족(β=.42,
p<.001) 및 정서적 조직몰입(β=.23,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모델 3, 모델 5), 노사파트너십 제도 또한 직무만족(β=.46, p<.001)
및 정서적 조직몰입(β=.63,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모델 4, 모델 6). 해당 결과는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95% 신뢰구간
에서 5,000번의 표집 절차에 의해 실시된 부트스트랩 직접효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Hayes, 2009; Preacher & Hayes, 2008). 결론적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직무만족 및 정서적 조직몰입에 대한 모든 영향
관계에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크기(effect size; magnitude) 또
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매개효과 검증에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Baron & Kenny(1986)의 기
법 및 Sobel test를 통해 해당 관계를 검증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법들이 갖는
설명력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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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은 우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및 매개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한다. 두 번째 과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β값이 마지막 과정의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β값과 비교되며 마지막 과정에서 독립변수의
β 값이 두 번째 과정에서의 β값보다 감소했다면 이는 해당 관계가 매개변수에
의해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관계에서 추론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일반적으로 Baron & Kenny의 매개
효과 검증보다 더욱 엄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효
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검증 기법에 근거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절차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매개변수인 협
력적 노사관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절차적
공정성 : β=.21, p<.001, 노사파트너십 제도 : β=.38, p<.001). 둘째, 독립변수인
절차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정서적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가설 1과 가설 2에 제시된 결과를 통해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절차적 공정성과 노사파
트너십 제도 및 매개변수인 협력적 노사관계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표 5>의 모델 8과 모델 10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절
차적 공정성과 협력적 노사관계 모두 직무만족(절차적 공정성 : β=.34, p<.001,
협력적 노사관계 : β=.42, p<.001) 및 정서적 조직몰입(절차적 공정성 : β=.17,
p<.01, 협력적 노사관계 : β=.33,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사파트너십 제도와 협력적 노사관계 모두 직무만족(노
사파트너십 제도 : β=.26, p<.05, 협력적 노사관계 : β=.52, p<.001) 및 정서적
몰입(노사파트너십 제도 : β=.54, p<.001, 협력적 노사관계 : β=.23, p<.01)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절차에서의 독럽변수의 β값보다 마지막 절차의 독립변수 β값이 절
차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협력적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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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개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통계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obel test를 추가로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간접적인 효과가 유의미한
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절차적 공정성(직무만족 : Z=2.83, p<.01, 정서적 조
직몰입 : Z=2.76, p<.01)과 노사파트너십(직무만족 : Z=3.20, p<.001, 정서적 조
직몰입 : Z=2.25, p<.05) 모두 협력적 노사관계에 의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reacher & Leonardelli, 2001).
Baron & Kenny(1986)의 매개검증 기법과 Sobel test는 표본의 정규성(normality)
을 가정하고 통계적 추론을 실시하기 때문에 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가
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개효과에 대
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으며 5,000번의 재표집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Hayes, 2009;
Preacher & Hayes, 2008).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표 4> 가설검증 결과(1)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 1
모델 2
3.40   
2.78   
(.31)
(.38)
.04
-.03
(.15)
(.15)
-.01 
-.02  
(.01)
(.01)
-.22 
-.21 
(.09)
(.09)
-.10
-.09
(.15)
(.15)
.01
.01
(.01)
(.01)
.21   
(.05)
.38   
(.08)
7.09   
6.37   
.45
.46
.20
.22

변수명

1. 상수
2. 성별
3. 연령
4. 학력
5. 군경험
6. 근무기간
7. 절차적
공정성
8. 노사
파트너십
F
R

†



주 : N=162.  <.10,  <.05,



 <.01,

직무만족
모델 3
모델 4
2.01   
1.88  
(.44)
(.58)
.11
-.01
(.21)
(.23)
.00
.01
(.01)
(.01)
.01
.01
(.13)
(.14)
.24
.30
(.22)
(.23)
.01
.01
(.01)
(.01)
.42   
(.07)
.46   
(.12)
8.33   
3.60  
.49
.35
.24
.12


 <.001.

정서적 조직몰입
모델 5
모델 6
2.28   
.90 
(.37)
(.41)
-.05
-.14
(.18)
(.16)
.02 
.02   
(.01)
(.01)
.06
.03
(.11)
(.10)
.22
.21
(.18)
(.17)
-.01
-.01
(.01)
(.01)
.23   
(.06)
.63   
(.09)
4.44   
4.17   
.38
.54
.1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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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검증 결과(2)
직무만족

변수명

정서적 조직몰입

모델 7

모델 8

모델 9

모델 10

1. 상수

.63
(.56)

4.25
(.64)

1.16
(.48)

.26
(.47)

2. 성별

.10
(.21)

.01
(.22)

-.06
(.17)

-.14
(.16)

3. 연령

.01
(.01)

.01
(.01)

.02  
(.01)

.03   
(.01)

4. 학력

.10
(.12)

.13
(.13)

.13
(.11)

.08
(.10)

5. 군경험

.28
(.21)

.35
(.22)

.25
(.18)

.23
(.16)

6. 근무기간

.00
(.01)

.00
(.01)

-.01
(.01)

-.01
(.01)

7. 절차적
공정성

.34   
(.07)



.17  
(.06)

8. 노사
파트너십

.54   
(.09)

.26 
(.12)

9. 협력적
노사관계

.42   
(.11)

.52   
(.12)

.33   
(.09)

.23  
(.09)

F

9.88   

6.20   

5.93   

10.62   

R

.56

.47

.46

.57



.31

.22

.21

.33

주 : N=162; †  <.10,   <.05,



 <.01,



 <.001.

<표 6> 가설 1과 가설 2에 대한 부트스트랩 직접효과
Effect

S.E

95% 신뢰구간

노사파트너십 → 직무만족

.2591 

.1219

.0183∼.4999

노사파트너십 → 조직몰입

.5361   

.0894

.3594∼.7127

절차적 공정성 → 직무만족

.3346   

.0666

.2030∼.4662

절차적 공정성 → 조직몰입

.1649  

.0562

.0540∼.2759

경로

주 :   <.05,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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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설 3과 가설 4에 대한 부트스트랩 간접효과
Effect

S.E

95% 신뢰구간

노사파트너십 → 협력적 노사관계 → 직무만족

.1974

.0772

.0797∼.3745

노사파트너십 → 협력적 노사관계 → 조직몰입

.0887

.0468

.0214∼.2055

절차적 공정성 → 협력적 노사관계 → 직무만족

.0875

.0339

.0319∼.1637

절차적 공정성 → 협력적 노사관계 → 조직몰입

.0688

.0299

.0232∼.1374

경로

<표 8> 연구결과 요약
연구가설

비고

가설 1

절차적 공정성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노사파트너십 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인지된 협력적 노사관계는 절차적 공정성과 근무자 직무만족
및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 할 것이다.

채택

가설 4

인지된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사파트너십제도와 근무자 직무만
족 및 정서적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 할 것이다.

채택

매개효과에 대한 모든 경로가 부트스트랩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과 가
설 4 또한 채택되었다.

Ⅵ. 요약 및 결론

최근 군은 복지분야 노조와의 관계에서 원만한 의사결정 과정 및 협력적 관
계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군 내부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를 기반으로 노사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협력적 노사관계
의 형성을 통해 근로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정서적인 조직몰입이 증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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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시사점
첫째, 육군 내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후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화 필요성이 증
대됨에 따라 복지시설 내 민간근로자들과 연관된 정책 및 제도를 설계함에 있
어 상호이해․소통 및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시되고 있다(김상호 외, 2008). 그
룹가치모형 측면에서 민간근로자들이 절차적 공정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군 내
부적 차원에서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민간근로자들은 군 조직이 의사결정 과
정에서 민간근로자들에 대한 편견 없이 중립성을 갖고 특정 과업에 대한 분배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Colquitt et al., 2013). 또한 민
간근로자들은 직․간접적 차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군 조직의 공식적 의사
결정 절차에 대한 신뢰 증진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가치
가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바탕으로 노사 간 협력적인
분위기를 증진시키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Rupp et al., 2014.)
군 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민간근로자들의 직무수행은 자신들의 목소리(의
사)가 반영된 노사관계 속에서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적 차원의 조직에 대
한 몰입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이러한 복
지시설 민간근로자의 직무만족 및 정서적 차원의 조직몰입은 결국 해당 복지시
설을 이용하는 군 내 다른 부서의 구성원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서
비스 질의 향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군 내부적 차원의 화합 및 단결을 바탕으로
한 임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Rupp et al., 2014).
둘째, 육군은 최근에 발생했던 다양한 노사관계 관련 분쟁에 대하여 분쟁 방
지 차원의 표면적이고 단순한 처방수준을 넘어 노사 간의 신뢰 구축 및 안정화
를 위한 장기적인 측면의 노사관계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신수식 외, 2016). 사
회적 교환이론의 측면에서 노사파트너십 제도를 통해 육군 복지시설 내 민간근
로자가 그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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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련된다면, 위계적 차원의 명령체계로 구성된 군 내부에서 민간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표현할 수 있게 된다(Master et al.,
2006; 김천환․진종순, 2010). 또한 근로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군 조직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윤종익․안관영, 2008), 이러한 조직적 차원의 지원을 인식하게 된 근로
자들은 호혜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혜택에 대한 보답적 차원의 헌신을 조직에
행하게 되면서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에 대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Blau, 1964).
셋째, 군 내 민간근로자들과의 화합적 측면의 협력적 노사관계는 국가방위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 조직의 단결된 힘을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윤종익․안관영, 2008). 군과 민간근로자 간 협력적 노사관계는 상
호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제
시하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인원들이
공정한 의사결정하에 이루어진 해결책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윤종
익․안관영, 2008).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는 군 조직 내부에 소속된 민간근로
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조직에서 가치있는 존재로서 여
겨진다고 인식하게 될 때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
다(Shao et al., 2013).
결론적으로 그룹가치모형과 사회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절차
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를 동시적 차원에서 고려하게 된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 조직과 민간근로자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조정)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과 개인적 차원의 성과를 동시에 창
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윤종익․안관영, 2008).

2. 정책적 시사점
첫째,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사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
숍 제도 등의 설계를 통해 비합리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주요 경영 및 노사관계 현안을 상호 협조하에 극복할 수 있는 노사협력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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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육군본부, 2016 참조). 이는 노사 간 형식적이었던 의
사소통에서 벗어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및
화합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군 조직 및 민간근로
자들이 상호 간 더욱 올바른 이해를 통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홍수민, 2014).
둘째, 군 내 민간근로자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확보함으로써 원
활한 의사소통과 고충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상향적 소통채널 강화 및 노사협
의회(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육군본부, 2016 참조). 이를 통해 민간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의사)가 군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됨
을 인식하게 되며, 노사 간 지향하는 목표의 공유를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협력적 노사관계 속에서 긍정적 상승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윤정
향, 2014).
셋째, 향후 국방 문민화 등의 시대적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
행 인사부서에 노무 관련 사항들을 추가적인 임무로 부여할 것이 아니라 독립
적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노무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협력적인 노사관
계 구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육군본부, 2016 참조). 신설 노무 전담부서의 전
문인력(예, 노사협력담당관)은 노사 간 공식 및 비공식적인 양방향 대화 채널
유지를 통해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노사 간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
를 조성하여 노사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심용
보․허찬영, 2013; 육군본부, 2016 참조).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최근 군 내부적으로 민간인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 조직과 민간
근로자가 협력적 차원에서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효과적으
로 창출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군과 복지사업장의 민간근로자 및 노조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해 노력하였으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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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을 구성하고
있는 민간근로자들이 인식하는 노사파트너십 제도 및 절차적 공정성의 차원에
서 분석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 또는 부서 단위의 분석을 통해 해당
전략 및 제도들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Deery & Iverson, 2005). 향후 연구에서는 다수준(multi-level)적 관점에서 사
업장 또는 부서 수준에서 제공되는 노사 관련 전략 및 제도가 개인 수준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사파트너십 제도와 절차적 공정성이 협력적 노
사관계를 매개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 및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메커니즘을 제시할 때 주요 관계들을 맥락적 차원에서 조절하고 보완적 역
할을 할 수 있는 전략 또는 제도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고
헌신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요소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계를 사
회적 교환 이론의 관점에서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관계들이 갖는 강건함(robustness)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 전 근로자들에게 관련 변수 및 연구배경에 대해 충분
한 사전 설명이 진행되었지만 근로자들에 의해 모든 변수들의 측정을 실시하
는 자기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과대 또는 과소 추정의 결과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Podsakoff et al., 2000).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방법
편의를 완화할 수 있는 조직 내적 요소를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면(cross-sectional) 연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 간의 관계가 구현되는 절차적 공정성의 그룹가치모형이나 노사
파트너십 제도의 호혜성 규범에 대한 올바른 구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
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면(longitudinal)적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함
으로써 그룹가치모형과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 추구하는 관계의 올바른 실현을
실증적 차원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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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rocedural Justice and Partnership
Practices on 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 Evidence from Civilian Employees in Army
Welfare Facilities
Kim Kyeongmin․Park Kihong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lternatives to enhance trust and
coop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med forces and civilian employees
in army welfare facilities.
At first, based on the group-value model, we analyz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employees’ effectiveness(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social exchange theory, we also examin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nership practices, which provide workers’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employees’ effectiveness(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Lastly, we provide the mediating effects of labor-management cooperation
on the positive relationships discussed above.
Using regression and bootstrap methods, this paper analyzes 162 civilian
employees in army welfare facilities and all hypotheses above are supported.

Keywords : procedural justice, partnership practices,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labor-manage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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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차이와 조직몰입의 관계 :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오 상 석*

한국의 조직 내에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며, 그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세대 간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세대 간 차이는 개인의 태도
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지만 국내의
경우 세대를 단순 연령이나 직급 또는 국외의 세대 구분을 활용하여 정의하
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동일 세대 내 효과가 표본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에도 표본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및 세대 간 차이의 직접효과
를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위 관계에서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 및 동 조절효과가 표본의 특성
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개의 표본
(1,973명의 공무원, 372명의 간호사)을 이용해 세대 간 차이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그 관계에서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 그리고 이때 표본
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두 개의
표본 모두에서 출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일수록 조직몰입에는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재적 보상은 공무원 표본에서는 직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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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제기

세대는 핵심발달 시기에 중요한 생애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Kupperschmidt, 2000), 한국의 조직사회 내에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한다. 2015
년 기준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세대(1951~1960
년 출생)는 16.6%, 민주화세대(1961~1970년 출생)는 25.6%, 자율화세대(1971~
1980년 출생)는 23.6%, W세대(1981~1990년 출생)는 19.9%의 비율로, 여러 세
대가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근로자는
직급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대 간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명언 외, 2000).
이렇듯 여러 세대가 공존하며, 그로 인한 세대 간 차이가 부각되고 있는 현상
은 한국의 기업 경영, 특히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각 세
대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목표는 개인의 조직 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김명언 외, 2000; 이명진, 2005; 황상민․양
진영, 2002; 황상민, 2010a, 2010b, 2010c, 2010d). 특히 한국은 산업화된 43개
국 중 세대 간 차이가 가장 큰 사회이기 때문에(Ingleheart, 1997), 세대 차이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잘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세대 간 오해가 발생하고
의사소통 시에도 문제가 발생되는 등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Wey Smola and Sutton, 2002). 반대로 관리자가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처
한다면 근로자의 생산성, 혁신 등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Kupperschmidt, 2000). 따라서 과연 세대 간 차이는 무엇이고
이러한 세대 차이가 조직 내 개인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
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하여 국내․외에서는 세대 차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
가 진행되었다. 첫째는 세대 간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것으로 직업가치, 직무동기 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김정인, 2011;
이혜정․유규창, 2013; Jurkiewicz, 2000; Gursoy et al., 2013; Wo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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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Wey Smola and Sutton, 2002). 연구 결과 차이가 없다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둘
째는 이러한 세대 간의 가치관 등에서의 차이가 개인의 직무태도(예;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즉 세대별
로 개인의 직무태도 및 태도에 미치는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김명언 외,
2000; 김병섭․하태권, 1997; 오세영 외, 2014; 이혜림 외, 2018; 임숙빈 외,
2012; Cennamo and Gardner, 2008), 또 세대 차이가 보다 직접적으로 직무태도
와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김정인, 2011)이다. 연구 결과 세대
간 조직 내 개인의 태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직무
만족, 조직몰입은 떨어지고 이직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선행연구가 세대 간 차이와 조직 내 개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진행된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
이 있다. 첫째, 진행된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국외의 연구가 자신들의 역사적 사
건에 기반을 두어 세대를 분류한 것과 달리 세대를 연령(20대, 30대, 40대, 50
대), 직급(부장급, 과장급, 사원․대리급) 또는 국외의 세대분류 방식(베이비부
머, X세대, Y세대)으로 정의하였다(김명언 외, 2000; 김병섭․하태권, 1997;
김정인, 2011; 오세영 외, 2014; 이혜림 외, 2018; 이혜정․유규창, 2013). 이는
세대가 ‘핵심발달 시기에 중요한 생애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한
Kupperschmidt(2000)의 정의와 달리 특정한 시점에 있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분류한 세대 구분이다. 따라서 세대효과와 성숙효과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큰
한계점이 있다(박재흥, 2009). 그리고 한국과 국외의 생애경험 및 이로 인한 가
치관이 상이함에도 국외의 세대 분류방법을 사용한 것은 국내 상황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한계점 또한 있다. 둘째, 동일 세대 내에서도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
이나 분야에 따라 세대차이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김명
언 외, 2000), 서로 다른 조직을 대상으로 표본의 특성에 따라 세대 간 차이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없다. 셋째, 세대 간 차이가 조직
내 개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예외, 오세영 외, 2014; Cennamo and Gardner, 2008). 세대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

166

 노동정책연구․2019년 제19권 제3호

한 관계를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크게 두 가
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세대 간 차이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세대 간 차이의 직접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세대 구분은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박재흥(2005, 2009)이 분류하고
김나정(2014)이 사용한 민주화세대(1961~1970), 자율화세대(1971~1980), W세
대(1981~1990)로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결과변수로 살
펴본다. 그 이유는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주며 조직
성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오인수 외,
2007; Meyer et al., 2002). 그리고 조직몰입의 선행요인과 관련하여 그간 개인
특성(예, 소득, 성별, 학력, 결혼, 근속능력 등)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음에도 연령(예, 박영배, 1993; 장은미, 1997)이 아닌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세
대 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선행요인으로 하여 직접적 영향을 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이목화․문형구, 2014)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 관계에서 외재적 보상의 조절 효과 및 동 조절효
과가 표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절효
과를 살펴보고자 한 이유는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선 조직 차
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즉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
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외재적 보상은 내재적 보상과 상대되는 개
념으로,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다. 따라서 외
재적 보상에 대한 인식은 세대 간 가치관 차이에 따라 더욱 긍정적으로 또는
더욱 부정적 나타날 수 있다(김명언 외, 2000). 또한 비록 예산 범위 내이긴 하
지만 외재적 보상은 조직 내에서 빈번하게 그리고 쉽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기도 하다(Madhani, 2009). 이에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특성에 따라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첫째, 세대 간 차이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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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둘째, 위 관계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직을 대상으로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1. 세대 구분 및 세대별 차이
세대란 출생동시집단(cohort)으로 동일한 사회경제적 사건 등을 공유한 일정
한 연령집단을 말한다(Kupperschmidt, 2000). 이때 각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는
미성년 말기에서 성년 초기의 기간 동안 겪은 경험이 밑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Mannheim, 1928[1952]). 또한 이러한 세대 차이는 연령의 성숙효과와 다르다
고 하였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세대집단 간에 갖고 있는 가치가 나이로
인한 성숙효과보다 더 직장 내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ey
Smola and Sutton, 2002). 그리고 이러한 세대 차이는 국가마다도 다르다. 이는
세대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마다 겪는 사회경제적 사건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재흥(2005, 2009)은 기존 서양연구의 베이비붐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과는 다른 한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회경제적 사건들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하고 정의하였다. 즉 대분류로 1970년 이전에 출생하여
6·25전쟁, 유신시대, 군사독재, 경제성장기 및 IMF 경제위기를 겪은 산업화/민
주화세대와 1971년 이후 출생하여 문민정부, 한·중 수교, 세계화, IMF 경제위
기로 인한 경제체제 변화 등을 겪은 탈냉전/정보화세대를 구분하였다. 그런 후
각각의 대분류하에 소분류로 경제부흥기세대(1941~1950), 베이비붐세대(1951~
1960), 민주화세대(1961~1970), 자율화세대(1971~1980), W세대(1981~1990)로
다시 분류하였다(김나정, 2014).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세대 구분 중 경제부흥기세대(1941~1950)와 베이
비붐세대(1951~1960)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이뤄진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부흥기세대는 모두 다 그리고 베이비붐세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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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법적 정년인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어 퇴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볼 대상은 민주화세대, 자율화세대 그리고 W세대이다.
다음으로 각각의 세대가 겪었던 주요한 사회경제적 사건들 및 이를 통해 형성
된 세대별 가치관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구분에 따
라 개인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가치관 중 본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다룰 조직몰
입과 조절변수로 다룰 외재적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경쟁’과 ‘개인주의’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세대별 차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민주화세대는 1961~197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의 집단이다(김나정,
2014; 박재흥, 2009). 이들은 청소년기와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에 군사정권 및
군사정권의 몰락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지지한 대통령이 당선되어 문민정부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경제적으로는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한국경제 부흥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즉
자신들의 투쟁으로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끈 경험을
갖고 있어 동일 세대 간 동질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며(박재흥, 2005), 자신들
을 대표하는 사람을 30대에 정치인으로 배출하기도 한 성공경험을 갖고 있다
(우석훈․박권일, 2007). 또한 1980년대 중․후반기에는 3저 호황으로 특히나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던 시기여서 기업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던 시기였다(이장규, 2014a). 이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점이 낮아도, 일
부 명문대가 아니어도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대부분이 원하는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다. 즉 노동수요가 공급보다 많았다. 이에 기업들은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연공서열식 제도와 정년보장과 같은 제도를 적극 실시하였다(우석훈․박
권일, 2007). 따라서 이들 세대는 경쟁의 가치에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가질 것
이다. 그리고 민주화세대는 산업화/민주화세대의 제일 뒤에 있는 세대로, 비록
탈권위주의를 추구하며 윗세대에 도전하였지만 크게 보면 기성세대의 구분에
포함되어 있어(박재흥, 2005),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희생과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도 수용도가 높다(김나정, 2014). 즉 이전 세대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자율화세대는
1971~198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김나정, 2014; 박재흥,
2009). 자율화세대는 전두환 대통령의 ‘7.30 교육개혁조치(대학본고사 폐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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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금지 조치)’로 1980년부터 1991년까지(학기 중 학원수강 허용 시점) 상대적
으로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10대를 보냈다. 그리고 비록 ‘이들이 사회에 진
출하고자 할 때 IMF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세대는 한국경제의
안전지대로 넘어온 거의 마지막 세대이다’(우석훈․박권일, 2007 : 181). 또한
IMF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까지는 사회적으로 이
를 지원할 여력이 있던 시기였다. 즉 벤처기금과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금과 같은 정부의 안전망이 그래도 아직은 발휘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1990
년대 후반부터 벤처창업이 봇물처럼 터졌었다(이장규, 2014b). 따라서 비록 이
전 세대와 비교하여 기회는 적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
회는 있었으며(우석훈․박권일, 2007), 이에 경쟁 측면에서 보면 이후 세대보다
는 경쟁의 가치에 덜 노출이 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사교육으
로부터 자유로운 시기를 10대에 겪은 것도 한 몫 한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 연
공서열제와 종신고용과 같은 기업이 주는 안정감을 체험한 마지막 세대이고 아
직까지는 포디즘의 획일성이 남아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민주화세대보다는 개
인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W세대보다는 여전히 집단의 가치에 조금은 더 가깝다
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W세대는 1981~199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의 집단이다(김나
정, 2014; 박재흥, 2009). 이들은 IMF 경제위기 1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연공서열제도가 거의 사라진 시점에 사회에 나오게 된 세대다(우석훈․박권일,
2007). 그리고 탈포디즘(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 소위 ‘중후
장대(重厚長大)’ 산업들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은 과거의 포디즘 시대와 같은 대규모 고용을 만들기 어려워진 시
기였다(이장규, 2014b). 이에 이들 세대가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 시기에는 신
규채용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우석훈․박권일, 2007). 이와 같은 현상
은 노동의 공급보다는 수요의 권한이 강해진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기업 입장
에서 사용과 해고가 용이하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비정규직의 사용 확대
즉 노동유연성이 강화되었다(박재흥, 2009).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들을 청소
년기에서 사회에 진입할 시기에 겪게 된 W세대는 기본적으로 경쟁에 심하게
노출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세대가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직장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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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수 있었던 데 비해, IMF 경제위기와 함께 경제체계가 탈포디즘으로 변
경되어 노동의 기회를 얻는 것조차 어려워진 이들 세대는 승자독식의 경쟁 체
제를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 이전 세대보다 경쟁
을 더욱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서양문화에 노출이 많이 되었으며, 전
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극심한 핵가족화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김명
언 외, 2000). 그리고 W세대의 부모들이 경쟁과 과도한 업무로 집을 떠나 직장
에서 오래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형제 수도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어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 또한 감소하였다(김명언, 1997). 이에 동 세대는 집단이라는 개
념보다는 개인이라는 가치를 더 중시한다(김병섭․하태권, 1997).

2. 세대 구분과 조직몰입
위와 같은 세대별 구분은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조직행동연
구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가 조직 내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맥락과 같다. 즉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 차이가 직무태도 및 행동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Hess and Jepsen, 2009; Joshi et al., 2010). 본 연구에서 결과변
수로 본 조직몰입은 조직에 소속감을 갖는 것에서 나아가 조직과 나를 하나라
고 생각하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강하게 신뢰하며, 조직을 위해 기꺼이 헌신
하는 것을 말한다(Mowday et al., 1979).
이러한 개인의 조직몰입을 위해선 조직과 개인의 상호호혜적 관계가 형성되
어 있어야 한다. 이를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조직이 개인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Meyer et al., 2002).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경쟁과 개인주의적 가치의 정도를 상호 호혜적 관점과 연결시켜 세대
구분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쟁의 측면에서 W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항상 한정된 자원(예, 취
직)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였다(우석훈․박권일, 2007).
이는 민주화세대, 자율화세대가 한국 경제성장의 부흥기를 청소년기와 사회진
출기에 일부 또는 전 과정에서 경험하면서 적어도 노동의 기회 및 기업의 지원
(연공서열제, 종신고용)을 경험한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 힘들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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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 직장에서도 노동의 수요적 측면, 즉 기업의 권한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공서열제, 종신고용과 같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호혜적 태도나 행동
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그중 일부만 정규직으로 채용
되는 상황을 겪었다(우석훈․박권일, 2007). 즉 W세대는 기업이나 사회의 지원
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다른 세대에 비해 승자독식의 경쟁에 더욱 노출
된 채 성장한 것이다. 이에 기본적으로 조직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이 조
직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세대 간 및 세대 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할애할 것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출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일수록 조직몰입을 덜 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세대일수록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집단주의 가치관의 정도
를 각 세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출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일수록 개인주의적 가치
관이 강하고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약하다(박재흥, 2005). 이를 조직 입장에서
바라보면 개인주의적 가치를 가진 집단보다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할 수 있
는 집단주의적 가치가 강한 개인이 조직 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승진, 성과급과 같은 보상은 집단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대에
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 이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대는 더욱이
조직이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것이기에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멀어질 것이며 그 결과 조직몰입의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실제로 경찰
공무원 326명을 대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네 개
의 그룹에서 조직몰입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확
인한 결과, 20대와 30대는 50대 이상에 비해 조직몰입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김병섭․하태권, 1997). 또한 전국의 25개 병원 총 1,087명의 간호사를 대상
으로 조직몰입의 수준이 20대, 30대, 40대 이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조직몰입의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밝혀졌다(임숙빈 외, 2012).
이에 출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일수록 조직몰입이 낮고 그 반대일수록 조직몰
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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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출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일수록 조직몰입이 낮을 것이다. 즉 W세대일수록
조직몰입이 낮을 것이다.

3. 외재적 보상의 일반적 조절효과 및 표본의 특성에 따른 상이한
효과
본 연구의 가설 1은 세대구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다. 본 주장을 뒷
받침하는 주요 논리는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출생연도가 최
근인 세대일수록 기업의 호혜적 태도를 덜 느껴 조직몰입을 덜 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가설 2에서는 위의 관계가 한국의 일반론적 위계적 조직구조하에
서 외재적 보상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보다 구체적인
조직 및 직업군의 상황하에, 즉 인력의 유동성이 큰 조직 및 직업군에서는 다른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한국의 일반론적 위계적 조직구조하에서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에 대
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room(1964)은 기대이론에서 개인이 동기부
여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제공된 보상이 개인이 목표로
한 것과 일치할 때 동기부여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재적 보상이라는 조직이
개인에게 준 보상도, 개인이 목표로 한 것일 때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이 세대 구분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고 보
았다. 따라서 조직이 개인에게 준 보상 또한 세대가 중시하는 가치관과의 적합
성 정도가 크면 기본적으로는 세대 구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은 높일 것으로 보인다.
W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경쟁적 가치를 치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이들은 나라의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박명준, 2007). 이에 이들 세대는 극소수의 괜찮은 직장을 놓고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박재흥, 2009), 스펙(예, 토익, 학점
등)을 쌓고, 해외연수를 가고, 인턴 경험도 하여야 했다. 따라서 이전 세대가 대
학 졸업장만 있으면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직장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투자
를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희망하고 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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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Adams, 1965). 특히나 W세대의 경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세대
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인정보다는 외재적 보상을 선호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생연도가 최근인 X세대와 N세대는 보상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선호하다고 하였으며(Ng et al., 2010), 국내의 연구에서도 부장
과 과장급에 비해 사원, 대리급이 보수와 같은 외적보상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김명언 외, 2000). 반면에 민주화세대와 자율화세대의 경우 W세대에 비해 경
쟁이 덜 했고 결과적으로 같은 직장 내의 W세대와 비교하면 취업을 위한 개인
의 노력, 즉 투입은 작다고 여겨진다. 즉 상대적 투입 대비 더 많은 보상을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재적 보상의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외재적 보상의 효과는 동일 세대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특
성을 갖고 있는 조직 및 직업군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인력유동성을 주요한 조직 및 직업군의 특징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
유는 인력유동성은 해당 조직 및 직업군의 전반적인 인력의 이동 정도(예, 고
용, 이직, 퇴직)를 말하기 때문에(김갑수․곽창규, 2004), 조직 내 인력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예, 승진, 보상)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부흥기에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인책을 쉽
게 제공해주는 반면, 경제침체기의 노동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이러한 유
인책을 줄인 것과도 유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력유동성이 작은 공무원 조직
이 인력 유동성이 큰 간호사 조직에 비해 위에서 언급한 외재적 보상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표본인 간호사 조직과 공무원 조직은 위계적 조직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오세영 외, 2014; Avolio et al., 2004), 차이점도 있다. 간호사의 경우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내 간호사 전체 평균 이직
률은 16.9%였으며, 이 중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31.2%에 달했다(병원간호사
회, 2013). 이와 함께 간호사의 경우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정봉재 외,
2011), 채용 경쟁률 또한 높지 않다. 이에 상대적으로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도
용이하다. 따라서 간호사의 인력 유동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공무
원 조직은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현저히 낮다. 즉 2018년 7월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년퇴직, 당연퇴직 등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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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2%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 2018). 또한 2019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
험 경쟁률(원서접수 기준)은 39.2대 1에 달한다(인사혁신처, 2019b). 이처럼 낮
은 이직률과 높은 채용 경쟁률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이직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조직 내 인력관리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 이다. 예를 들어 이
를 승진 상황에 적용해 보면 Adams(1965)는 승진을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승진
을 못한 것과 승진을 하기 힘든 곳에서 못한 것은 승진을 못했다는 것은 동일하
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개인의 상실감, 민감도 측면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하였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승진이 되기 힘든 곳에서
승진을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이를 지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경우 인력이 정체되어 있어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이 어
렵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2018년 공무원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7급에서 6급으로의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인데 실제 승진하는 데 걸린 평균기간은 국가공무원은 8.4년, 지방공무원은
10.1년에 달했다(인사혁신처, 2019a). 반면에 간호사는 인력 유동성이 높아 상
대적으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이 용이하고 소요기간 또한 짧다. 이러한 상황에
서 외재적 보상이 주는 효과는 다를 것이다. 간호사 조직과 공무원 조직에서
W세대들은 대부분 하위 직급에 있는데, 이럴 경우 주된 보상은 승진에 의한
연봉상승이다. 따라서 간호사 조직은 상대적으로 인력유동성이 있어서 승진이
잘되기 때문에 승진과 같은 외재적 보상에 대한 민감도가 공무원 조직보다 떨
어질 것이다. 반면에 공무원 조직의 경우 외재적 보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외재적 보상의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출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일수록 조직몰입이 낮아지는 효과는 공무원 조직의
경우 외재적 보상이 조절효과를 보여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지만, 간호사
조직의 경우에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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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외
재적 보상이 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때 조절효과와 관
련하여서는 표본의 특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즉 위계적 조직문화를 갖
고 있으나 인력 유동성 수준이 낮은 공무원과 위계적 조직문화를 갖고 있으나
인력 유동성 수준이 높은 간호사는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2016
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공무원 표본에 대해 분석하였
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경기 북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표본에 대해 분석을 실시
한 것은 세대 간 차이의 직접효과 일반화 및 조절효과 적용 시 표본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함이다.

1. 분석자료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개한「2016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부의 효
과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설문자료이다. 조사대상은 중앙부처 42개, 광역자치단체 17개 총 59개 기관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다. 2016년 자료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16일부터 2016
년 10월 25일까지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2,070명 중 본 연구의 세대 구분(민주
화세대, 자율화세대, W세대)에 적합한 대상만을 본 연구에 포함하여, 최종 분
석에 사용한 인원은 총 1,973명이다.
연구 2에서는 임금 및 근무환경이 유사한 500개 병상 이상의 경기북부 일대
의 종합병원 6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표본으로 하였다. 설문은 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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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간호부의 사전 동의하에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해당 병원 간호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그런 후 해당 병원의 조사원이 설문지를 배부하여 완료
된 설문지를 본 논문의 저자에게 송부 또는 저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회수된
374부 중 본 연구의 세대 구분(민주화세대, 자율화세대, W세대)에 적합한 최
종 분석 대상은 372명이었다. 연구 1 및 연구 2에 대한 표본의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표본의 특성
항목

분류

연구 1
빈도(명)

연구 2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남성

722
1,251

36.6
63.4

363
9

97.6
2.4

학력

전문학사 이하
학사
석사
박사

158
1,436
349
30

8
72.8
17.7
1.5

214
142
16
0

57.5
38.2
4.3
0

근무기관 유형

공공병원
민간병원
국가(행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1,289
684

65.3
34.7

176
196
-

47.3
52.7
-

세대구분

민주화(1961~1970)
자율화(1971~1980)
W세대(1981~1990)

484
855
634

24.5
43.3
32.1

8
71
293

2.2
19.1
78.8

1,973

100.0

372

100.00

전체

2. 변수의 측정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세대 구분은 박재흥(2005, 2009) 및 김나정(2014)
의 연구에서 사용한 연도 구분을 사용하였다. 즉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민주화
세대(1961~1970), 자율화세대(1971~1980), W세대(1981~1990)로 분류하였다.
이때 출생연도는 ‘해당 연구가 실시된 연도(연구 1은 2016년, 연구 2는 2011
년)-만 연령’으로 산출하였다(오세영 외, 2014). 그런 후 분석 시에는 민주화세
대는 1, 자율화세대는 2, W세대는 3으로 변환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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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세대차이 관련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과 동일하다(김정인, 2011).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은 연구 1의 경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조경호(1997)의 연구를 기반으로 송현진
(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이 조직에 남기 위하
여 어떤 직무라도 수행할 용의가 있다’, ‘나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 ‘나는 우리 조직에 대해 소속감을 강하게 느낀
다’, ‘나는 우리 조직을 일하기 좋은 조직이라고 추천 한다’이다. 그리고 연구
2의 경우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문항은 Allen
and Meyer(1990)이 개발한 문항을 병원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가능하면 우리병원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싶다’, ‘나는 우리병원
의 직원들이 마치 가족 같다는 느낌을 가진다’, ‘나는 우리병원의 문제를 마치
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느낀다’, ‘나는 우리병원에 대해 정서적인 애착을 느
낀다’, ‘나는 우리병원의 간호사들에 대해 깊은 동료애를 느낀다’이다. 연구 1
과 연구 2의 문항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두 연구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알파 값이 연구 1은 .841, 연구 2는 .864로 모두 0.7을 상회하여
각각의 개념이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두 변수의
측정문항은 모두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의 정의인 본
인의 조직을 위해 기꺼이 노력과 충성을 다하려는 태도를 잘 반영하였다고 판
단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외적 보상은 연구 1의 경우 보수(후생복지 포함)
만족도를 묻는 4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내가 받
는 보수는 내 업무성과에 비추어 적정하다’, ‘내가 받는 보수는 유사 업무를 수
행하는 민간기업 직원(대기업체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다’, ‘선택형
복지제도 혜택은 실제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는 민간기업(대기업체 수준)과 비교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이다.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알파 값은 .762로 0.7을 상회하여 높은 수준
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외재적 보상을 직
접적으로 응답자가 받는 평균 월급여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00만~200만
원인 경우는 1로, 200만~300만 원인 경우는 2로, 300만~400만 원인 경우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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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4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4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성별, 학력 및 근무기관 유형으로 하였는데, 이는 선
행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진 부분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함이다(박영배, 1993; 안종석․백권호, 2002; 이목화․문형구, 2014).
구체적으로 성별은 여성이 1, 남성이 0인 더미변수로 하였으며, 학력의 경우 연
속형 변수로 전문학사 이하는 1, 학사는 2, 석사는 3, 박사는 4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근무기관 유형의 경우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연구 1의 경우 국가(행
정부)를 1로, 지방(광역자치단체)을 0으로, 연구 2의 경우 공공병원을 1로, 민간
병원을 0으로 하였다.

Ⅳ. 분석 결과

먼저 타당도 확인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한 변
수는 연구 1의 경우 외재적 보상과 조직몰입, 연구 2의 경우 조직몰입이다. 그
이유는 독립변수인 세대구분의 경우 특정 연령대를 각 세대에 해당하는 수로
변환하였으며, 연구 2의 외재적 보상의 경우 단순히 평균 월급여에 대한 금액
을 묻는 문항이어서 타당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였
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1의 경우 두 변수가 명확히 구분되었고 누적설
명력은 64.13%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적재치는 조직몰입의 경우 가장 낮은 값
이 .753이었고, 외재적 보상의 경우 .565였다. 연구 2의 요인분석 결과, 조직몰
입은 한 개의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누적설명력은 65.98%, 요인적재치가 가장
낮은 값은 .665였다.
<표 1>은 연구 1과 연구 2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두 표본 모두
에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세대구분과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이 가설과 동일하
게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에서의 상
관계수 값은 -.24(p<.01)이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2에서도 상관계
수 값은 -.10(p<.01)로, 출생연도가 최근인 W세대일수록 조직몰입과는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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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검증을 위해 두 표본 모두에서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해결하
고자 평균 변환한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을 나타내
는 분산확대지수(VIF: Variance Influence Factor) 최상위 값이 연구 1에서는
1.084, 연구 2에서는 1.849로 나타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후 분석을 실시
하였다.
가설 1인 출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일수록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
라는 관계는 <표 2>의 모델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표본 모두에서 출생연
도가 최근인 세대일수록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연
구 1 : β=-.154, t =-9.721, p<.01, 연구 2 : β=-.186, t=-3.087). 이에 본 연구의 가
설 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확인한 선행연구와도 방향성이 일치한다. 즉 연령(20대, 30
대, 40대)에 따른 간호사(임숙빈 외, 2012) 및 경찰공무원(김병섭․하태권,
1997)의 조직몰입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조직몰입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가설 2는 세대 구분과 조직몰입의 부(-)의 관계를 외재적 보상이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때 외재적 보상의 효과가 표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표 2>의 모델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공무원 표본인 연구 1에서는 세대구분과 외재적 보상의 상호작용 계수
가 양의 값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47, p<.01). 하지만 간호사가 표본
인 연구 2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β=-.017, ns). 이에 본 연구의 가설
2 또한 지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를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
과 같다(Dawson, 2014; Aiken and West, 1991). 그래프를 살펴보면 외재적 보
상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세대구분과 조직몰입의 부의 관계가 더 약화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출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일수록 조직몰입과 부의 관계를 갖는
데 외재적 보상이 높으면 부의 관계가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 1]의 효과
를 단순회귀기울기검증(simple slope test)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세대 구분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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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에 주는 부의 관계는 외재적 보상 수준이 낮을 때(β=-.179, p<.01), 높을
때(β=-.084, p<.01)보다 기울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설 2의 결과를
추가로 검증할 수 있었다.
<표 2> 표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
변수
연구 1(n=1,973)
1. 성별
2. 학력
3. 근무기관 유형
4. 세대 구분
5. 외재적 보상
6. 조직몰입
연구 2(n=372)
1. 성별
2. 학력
3. 근무기관 유형
4. 세대 구분
5. 외재적 보상
6. 조직몰입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37
2.13
.65
2.08
2.65
3.34

.48
.55
.48
.75
.67
.71

-.06***
.02
.05**
.20*** -.07*** .14***
04*
-.04** -.20*** -.14***
-.10*** .03
-.13*** -.24*** .29***

.98
1.47
.47
2.77
2.06
3.60

.15
.58
.50
.47
.60
1.14

.04
-.10**
.18***
-.004
-.34*** -.07
-.01
.36*** .41*** -.48***
-.17*** .12**
.21*** -.10*** .18***

자료 : *** p<0.01, ** p<0.05, * p<0.1.

<표 3> 회귀분석 결과
변수
성별
학력
근무기관
유형
세대
구분(A)
외재적
보상(B)

A×B
R2
△ R2
F

모델 1
-.144***
(-4.392)
.033
(1.159)
-.186***
(-5.633)

연구 1(n=1,973)
모델 2 모델 3
-.082** -.106***
(-2.504) (-3.359)
.014
.027
(.497)
(.976)
-.143*** -.074**
(-4.365) (-2.295)
-.154*** -.131***
(-9.721) (-8.479)
.183***
(11.987)

모델 4
-.105***
(-3.344)
.024
(.894)
-.073**
(-2.270)
-.132***
(-8.554)
.180***
(11.784)
.047***
(3.170)
.027
.071
.134
.139
.045*** .063*** .004***
17.89*** 37.68*** 61.07*** 52.8***

주 : *** p<0.01, ** p<0.05, * p<0.1.

모델 1
-1.123***
(-2.997)
.202**
(2.023)
.419***
(3.611)

.076

연구 2(n=372)
모델 2 모델 3
-1.115*** -1.116***
(-3.011) (-3.008)
.094
.092
(.902)
(.858)
.411*** .405***
(3.575) (3.201)
-.186*** -.183***
(-3.087) (-2.730)
.008
(.105)

.099
.099
.023*** .000
10.07*** 10.11*** 8.07***

모델 4
-1.118***
(-3.010)
.085
(.774)
.404***
(3.189)
-.170**
(-2.206)
.006
(.082)
-.017
(-.325)
.100
.000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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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대 구분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 그래프(연구 1)

이러한 통계결과는 비록 가설 2가 지지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실무적으
로 결과 해석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즉 선행연구(Balfour and Wechsler,
1996)에서 공무원들의 조직몰입은 외재적 보상이나 동기보다 공공봉사 동기
같은 내재적 보상이나 조직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공무원 조직 전체가 외재적 보상
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기보다는 공무원 중 젊은 세대일수록 외재적 보상에 대
한 민감도가 높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V. 맺음말 : 토론과 연구함의

본 연구는 한국의 세대 구분 명칭을 사용하여 출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일수록
조직몰입이 낮다는 것을 공무원, 간호사 두 개의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
석하였다. 이때 세대별 차이는 각 세대가 공유한 사회경제적 사건에서 유래한
가치에서 온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경쟁’과 ‘개인주의’ 가치에 초점을 맞
춰 세대구분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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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일수록 조직몰입이 낮아지는 직접효과가 외재적 보상에
의해 일부 조절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조절효과는 인력유동성이 낮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인력유동성이 높은 간호사 조직에
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에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인사조직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선행연구가 세대를 특정시점의 연속형의 나이 또는 특정시점의 10대, 20대, 30
대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연구에 사용한 데 비해,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경제
적 중요사건을 기준으로 분류된 세대 구분을(김나정, 2014; 박재흥, 2005, 2009)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세대 구분 방법은 같은 10대라고 할지라도 1970
년의 10대와 2000년의 10대는 서로 다른 시대를 경험하였다는 점을 반영한, 즉
시대 효과와 연령 효과를 모두 고려한 방법이다.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사회
적․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방법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세대 구분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공무원과 간호사 두 개 조직
의 표본을 가지고 그 직접효과를 실증분석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성별, 학력, 근무기관 유형과 같이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를 분석에 포함한 후에도 출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일
수록 조직몰입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공무원과 간호사 표본 모두에서 밝혔다.
셋째, 본 연구는 위 관계에서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를 밝혔는데, 특히 표본
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
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외재적 보상의 효과가 만능이 아니라 적용하는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도 세대
간 차이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비록 ‘세대’가
동 시대에 태어나 사회경제적 중요 사건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직접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해당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시
스템 및 조직적․직업의 특성(예, 인력유동성)과 같은 상황이 직접효과에 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점은 기존 세대 연구와의 차별점 및 본
연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먼저 관리자는 출생연도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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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인 세대에 속한 부하직원의 조직몰입이 낮다는 사실을 단순 개인문제가 아닌
세대차원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경제적 중요 사건들에 의해 야기된 가치가 반영된 것
이어서 개인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Tajfel and Turner, 1986)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다양한 그룹으로
분류한다고 하며, 자신이 속한 그룹에게는 호의를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관리
자가 부하직원과 다른 세대인 경우 외 그룹, 즉 세대가 다른 부하직원의 낮은
조직몰입을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로 인한 낮은 외재적 보상은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조직에서는 출생연도가 최근인 세대의 경우 조직몰입을 더욱 떨어뜨린
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조직차원에서 관리자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극복하고 아래 세대의 조
직몰입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편견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세대 간 차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양성 세대에 맞는 다양한 관리방법을 관리자가 상황에 맞게 발휘할 수 있도
록 자신의 리더십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걸 토대로 부족한 리더
십 스타일을 실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현재 조직구조, 조직문화 및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과거 세대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
들은 슬림한 임원진을 만들고 임원진의 나이를 낮추었으며 애자일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위계구조를 단순화하고 조직 전반을 수
평적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김용섭, 2019). 그 이유는 이러한 변
화가 앞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
문이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및 실무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 및 자료와 관련하여, 활용한 두 개의 표본은 모두
횡단면적 자료이며 개별 근로자의 응답만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지만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 조
절변수인 외재적 보상은 세부 측정 문항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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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선행연구들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고 판단되지만,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는 데 있어 동 연구가 갖고 있는
자료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또한 표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면적 연구를 시
행하여 보다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조직몰입과 같은
개인의 태도는 상사가 측정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정보의 원천을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향후 연구 시 동일한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조직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에는 동종 업계의 근
로자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방법 또는 다양한 통제변수(예, 지역적 차이 등)를
포함하는 방법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설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각 세대가 경험한 사회경
제적 중요 사건들로 야기된 가치를 ‘경쟁’과 ‘개인주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비록 역사적 사실 및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탄탄하게 논리를 구성하
였지만, 각각의 가치의 수준을 직접 측정하지는 못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한 ‘경쟁’과 ‘개인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실
증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문헌에 기여하는 점은 분명히 있지만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직접효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세대 차이가 조직 몰입을 설명하는 부분은 2.3~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이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부분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금 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
거나 다양한 선행변수들 중 어떠한 변수가 조직몰입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력유동성을 표본의 주요 특성으로 보고 이러한 특성
이 두 개의 표본 간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이유로 설명하였다. 비록 인력 유동성
이 인력의 유입과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 내 다양한 제도 및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도 표본의 특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즉 조직문화, 인적자원관리시스템(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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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작업시스템) 등과 같은 요인에 대한 추가 연구 및 이에 대한 실증분석도
향후에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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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xternal Reward
Oh Sangsuk
It is said that various generations coexist in the Korean organization, and
that many workers experience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dividual attitudes and behaviors.
Although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generation in Korea has been defined using simple age, position or overseas
generation classifica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effects within the same
gener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sample and the factors
that moderate the direct effect of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xternal
reward. We also examine how the moderating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Specifically, two samples (1,973 public officials
and 372 nurses) were used to analyze the direct effect of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external
rewards in the relationship, and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generation with the most recent
birth year had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both samples.
It is also found that external reward mitigates the negative effects of direct
effects on the public officials sample, but does not affect the nurse sample.
Keywords : generation,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external reward, public officials,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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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
차, 그리고 저축(전승훈)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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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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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정책방향 검토 : 집단적 노무제공 거

▪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류문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백경민․

호)

박기태)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 고성과 인적

향 : 형제 · 자매 · 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자원관리의 조절효과(이수현․석진홍․박

한 분석(양정승)

우성)

▪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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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김경희)
Disability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상호구성 :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Cho)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이정

▪ Legislative

Challeng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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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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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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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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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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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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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홍․박우성)

▪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 보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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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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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박은정)

에 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김동원)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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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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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대한 연구 : 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

▪자동화와 근로시간 관행(노용진)

를 중심으로(옥지호)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 정액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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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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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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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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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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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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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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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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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고성과자

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연구(권기욱)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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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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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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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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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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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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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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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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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임찬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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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준)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제도 인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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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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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이직 전후 직무만족의 변화 분석(김진하․
정재윤․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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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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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이영면․나인강․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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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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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제4호(2017년 12월)

을 대상으로(김우영․이정만)
▪영유아기 양육형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업훈련과 이직: 직업훈련은 과소공급되고

영향(최경덕․안태현)

있는가?(유경준․이인재)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

◐ 제18권 제3호(2018년 9월)

을 주는 요인(김나영)
▪직무요구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퇴근 후

▪청년대상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의 정책설

모바일기기 업무사용과 일-가정 갈등의 다

계에서의 쟁점 진단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매개역할(박재춘)

중심으로(김태욱)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 및 개편방
안에 관한 소고(김태욱)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입 및 활용의
선행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홍종
윤․이준구)

◐ 제18권 제1호(2018년 3월)

▪TMT-종업원 임금격차와 조직성과(김재
엽․최장호)

▪개방적 소통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
향: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및 상호작용 공정
성의 매개효과(강수돌)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직접고용과 고용관
계 성과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사례와
함의(정흥준․노성철․김정훈)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의 관계: 인적자본 특성 및 인적자본 수준

◐ 제18권 제4호(2018년 12월)

의 조절효과(옥지호․박오원)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
향: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유혜림)
▪정부의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양정승)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배열 유형과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신영민)

▪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
교연구(강순희)
▪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최요한)
▪ 대학생 진로교육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
(박천수)
▪ 일터학습 참여활성화의 영향 요인에 대
한 개인수준 실증연구(심용보)

◐ 제18권 제2호(2018년 6월)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
도의 관계 : 청년층의 집단별 차이에 관한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
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오승연․김
효진․홍세희)

비교(정도범)
▪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 : 성과배분의
조절효과(김동배)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 제19권 제1호(2019년 3월)

가능성(이상아․이승윤)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

▪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

엄 :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권혜자․이혜
연)
▪ 프리랜서들의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장종익)
▪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 :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박광표․김동철)
▪ 팀 내 임금격차와 임금위치가 성과에 미
치는 영향: 한국프로야구 팀을 중심으로(양
동훈․고은정․장용준)
▪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노조조직률, 사용자
의 노사관계전략이 여성의 관리자 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
김동주)
▪ 최상위 소득 대체를 활용한 근로소득 불
평등 측정(유혜림․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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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