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30여년 간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고용노사관계 및 노동법, 노동복지·사회보험·
산업안전 등 사회정책, 인사관리를 통한 일터혁신 및 혁신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의 고용·노동·사회정책 발전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탈탄소화, 디지털화 등 메가 트렌드가 가속화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메가 트렌드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청년, 고령자,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은 위기의 영향에 더욱 크게 노출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온라인 경제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기반의
고용관계가 보편화되고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 함께 일터 혁신과 인적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멸의 위기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는 지역노동시장과 국제 노동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고용·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단기적 정책과 함께 중장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고용·노동·사회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연구를 ‘성별·연령대별 맞춤형 고용·노동정책 방향 모색’, ‘소득 및 임금 격차와 불평등’,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사관계 정책 방향’, ‘코로나19 및 온라인 경제 확산과 고용·노동 쟁점’,
‘일터혁신과 인적경쟁력 강화’, ‘지역 및 국제 노동관계 연구’ 등으로 분류하고 주요 성과를 묶어 연차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걸어가야 할 고용·노동·사회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황덕순

목차

발간사

3

2020년 주요 연구
1. 2020년 주요 연구목표

7

2. 주제별 연구보고서 요약

9

3. 2020년 연구보고서 목록

55

2020년 주요 연구사업 및 활동
1. 2020년 주요 연구사업

58

2. 2020년 주요 활동

64

3. 2020년 발간물 소개 및 용역보고서 목록

68

2021년 연구계획
1. 2021년 주요 연구목표

73

2. 2021년 주요 연구과제 목록

75

부록

79

2020년
주요 연구

1
2020년
주요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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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 연구목표
1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 최근 고용·노동정책 이슈 증가에 따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

정책연구 강화로 고용정책 및

할 증대에 따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점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

노사·사회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

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 제시에 집중
· 사회경제적 환경 및 연구원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 및
노사·사회정책의 방향 및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책연구 강화
· 국정과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부처 등
의 현안과제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구체성 있는 정책대
안을 제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 정부부처 정책 담당자들과의 교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중요한 사
회적 이슈, 시급하게 대응하여야 할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
로써 기관의 정책 대응성 강화

2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정체성 강화와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연구원의 정책연구와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노동정책의 내용 간
정합성 강화
· 정책대안 제시의 현장성과 적시성 강화
·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연구 성과물을 효과
적으로 확산시켜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공
감대 형성

3

연구 수월성 확보 및 조직적 연구
활성화 강화

·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제 기획과 연구 추진에 연구역량 집중
· 연구 과제 및 사업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인 연구 관리를 통해 연구수행의 효율화 및 효과성을 제고함으로
써 연구의 질·가치 강화

4

수요자 중심의 연구 성과 확산 및
국제화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 홍보 및 환류시스템 업그레이드
· 국제적 연구협력 및 인적교류 네트워크 강화
· 노동관련 글로벌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적 연구의 허브
로서 역할 강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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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일자리 정착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유인형 일자리 특성

신규입직 청년층이 일자리 유지 시에 상당한 임금 증가가 예상

연구

자리 매칭의 질을 높인다면 근속을 늘려 임금상승을 가져올 수

되는 만큼,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해 일

있고, 나아가 근속에 따른 숙련 형성을 바탕으로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규 입직한 청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정책은 그 의
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청년층 직장유지율을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관련직, 사무직,
기계조작·조립원은 유지율이 높으며, 기능원은 중간 정도이고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낮은 직업군이다. 산업별로는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

최형재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직장유지율이 높은 반면,
건설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은 직장유지율이 낮다. 특히, 제조업은 청년 취업자 비중이
높고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층을 유인하는 일
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산업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청년층이 어떠한 특성의 일자리에 많이 취업하는지, 얼마나

이 비교적 오래 머무는 직업군이나 산업군은 대체로 임금, 근로

오래 이탈 없이 일자리를 유지하는지, 왜 그 일자리를 선택·유

시간, 사회보험, 상여금·퇴직연금, 고용형태 등 다양한 임금·근

지하는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

로조건 측면에서 양호하여 이들 다양한 일자리 질의 요소들이

는 다양한 일자리 특성들(직종, 규모, 산업, 임금·근로조건, 숙

청년층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련형성, 작업환경, 조직문화, 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청년층의 지역이동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거주하는 지역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청년층을 유인하고 이탈 없이 오래 유

의 경제적·비경제적 여건이 양호하면 거주지를 이탈할 확률이

지되는’ 일자리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본 연구의 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과

과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아울러 다양한 사회·문화 여건들도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유의

데 직접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청년층 취업을 유인하여 오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청년층은 지역이동 결정 또

래 근속하게 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유도·지원하는

는 거주지역 선택에 있어 단순히 임금이나 취업 기회 등 경제

다양한 정책 설계에서 유용한 정보 및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

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교육여건, 여가를 즐길 수 있

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는 문화여건, 안전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

아래와 같다.

도권과 지방 간에 존재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또는 구인·구직

직장유지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신규 입직하여 일

불균형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단 1년간 직장을 유지하면 이후 계속 근속할 확률이 매우 높아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

지는데, 이는 일자리 탐색과정에서 일자리 매칭 질을 높이거나

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업체의 특성 중 임금이나 근로조건 외에도 다양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여 초기에 근속을 유도한다면, 이후 청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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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직문화 및 근로환경 요인들이 청년층 근속에 미치는 영향

사업체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터혁

을 분석하였다. 청년층은 일반적인 예측대로 임금이 높고 근로

신,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조직문화나 소통수

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

준, 근로환경 및 작업장 안전을 개선하여 청년층을 유인할 수

루어지고, 교육훈련에 투자하며 경력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업체, 근무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고 작업장 안전도를 제고하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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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간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이도

고령 노동과 빈곤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유지하
는 것이 노년기 이행 과정에서 소득 감소와 빈곤율 상승 추이
를 상당히 억제하였다. 연령대와 은퇴시점을 막론하고 노년
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은퇴를 경험한 시점에는 어김없이 소득
감소와 빈곤율 상승이 관측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 후 재
진입하는 고령자의 경우, 이탈할 때 소득 감소와 빈곤 증가를
경험하고, 재진입할 때 소득 증가와 빈곤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질적 연구에서는 노년기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참여를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속하는 빈곤 노인의 노동경험을 생애사적 관점에서 분석하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였다. 분석 결과, 누적 빈곤 노인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을 이
수하지 못한 채, 청년기부터 저숙련 단순 육체노동을 시작하
였으며, 50대와 60대에도 비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
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의 어느 시점에서 노동시장을 이탈
한 일부 노인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노동참여를 지속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에 반해 하락 빈곤 노인은 대부분
50대에 일정한 실직기간을 거친 후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로
노인 빈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였고, 60대에는 비정규직 임금근로 일자

꼽힌다. 그러나 생산연령대의 비빈곤층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리에 계속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빈곤 노인은 생애

노년기의 빈곤에 진입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

과정에 따라 노동경험, 건강상태, 직무태도 등에서 상당한 차

다. 노년기에 빈곤에 처한 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

이를 보였다. 빈곤노인의 재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에 참여하는 경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보고서는 패널자료

가 부재하였고,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지원도

를 이용한 양적 접근과 생애사 인터뷰를 통한 질적 접근을 활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정책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하여 고령 시기의 노동궤적과 소득 빈곤의 관계를 구체적으

첫째,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은 노년기 빈곤

로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4~22차 자료를 고령자

진입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년까지의 고용연장 및

의 연령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재취업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의 공적 노후소득보

50대 고령자의 노동궤적을 10가지로, 60대 고령자의 노동궤

장제도는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소득 감소에 충분히 대처하

적을 8가지로 각각 유형화하였다. 노동궤적의 유형화 결과는

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빈곤 노인 대상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 사회에 전통적인 은퇴경로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경로들

장기적으로 법정 정년과 노령연금 수급 시점을 연결하는 제도

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상당한 규모의 고령자들이 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고령자들은

동소득의 단절로 인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높은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

다. 50대와 60대에 정규직 임금근로나 자영업 일자리를 유지

는 경우가 많다. 고령 근로자가 고용안전망에서 적절히 보호

하는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빈곤율이 낮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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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녀 중고령자 모두 노동시장 경력이 길수

중·고령자의 은퇴의도와
보고서명
은퇴행동

록, 상용직 일자리 경력이 길수록 계속근로보다는 은퇴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높은 가구 소득은 남녀 중고령자의 은퇴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네트워킹은 여성 중고령자의 은퇴의도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력과 직업력이 빠른 은퇴(50대),
일반 은퇴(60~64), 늦은 은퇴(65~69세), 아주 늦은 은퇴(70세
이상), 그리고 계속근로 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본 결과,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남녀 중고령자 모두에게
65세 이후 늦은 은퇴를 희망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현재 종
사상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일반 은퇴 시점보다 늦은 은퇴를 기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하였다.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남성 중고령자는 50대의 이른

김주봉 (고용노동부 주무관, 경제학 박사)

은퇴를 희망하나, 여성은 계속근로를 희망하였다. 이를 종합하
면, 중고령자의 은퇴의도와 은퇴시점은 개인의 생애 전반기 일
의 애착과 현재의 가족 및 경제 상황, 그리고 노동궤적에 따라
결정된다. 생애 전반기의 불안정한 노동궤적으로 인해 낮아진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늦은 은퇴가 필요할 수도 있으
본 연구는 중·고령 근로자가 기대하는 은퇴시기를 바탕으로,

며, 가족해체를 경험한 누군가에게는 일을 통한 사회적 관계가

각 개인이 축적해온 생애궤적이 어떻게 은퇴의도에 영향을 미

중요해져 근로생애를 연장하고 싶어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은퇴의도가 실제로 어떻게 은퇴행

특히,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 가족 부양의 의무가 계속근로 희망

동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제활동

또는 늦은 은퇴 의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가구 내 주요 부

인구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중고

양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실제 은퇴 행동이 아닌 주관적인

령자의 노동이동 및 은퇴 현황분석은 우리나라의 중고령자 고

은퇴의도에도 반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개

용 상황은 양적 측면에서 충분하며, 고용률 및 근로 조건도 과

인적 경제여건이 좋을수록 남성 중고령자는 이른 은퇴를 희망

거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하지만, 여성 중고령자에게는 좋은 개인적 경제여건이 지속적

고 상대적으로 질적 측면은 여전히 미흡한데, 이는 중고령자가

근로 희망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령기 근로생애 연장

생애 주된 일자리를 떠나 노동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의 질

에 대한 남녀의 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을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은퇴의도가 실

이 급격히 취약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연구패널 2006~2018년 자료를 이용한 2단계 확률절

제 은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은퇴이행 결정요인은

편 모형은 누가 은퇴하기를 원하는지, 언제 은퇴하기를 원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은퇴의도가 남성 중고령자의

지, 개인의 가족력과 직업력이 이러한 은퇴의도와 은퇴의도 연

은퇴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은퇴를 계획한 남녀의 경우 계획 은

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퇴 시점이 실제 은퇴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

중고령자는 결혼을 늦게 할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은퇴보다

여주었다. 여성의 경우 별거와 사별이, 남성의 경우 이혼이 실제

는 계속근로를 희망하지만, 여성의 경우 가족력은 유의미한 영

은퇴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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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연공급의 대안은 직무급이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성

아니라 역할급이었고, 직능급을 개량하여 연공성을 최소화한

변화와 정책과제

대해 임금피크제라는 임시변통적인 수단에 급하게 의존하였음

사례도 있었다. 반면 한국은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법 시행에

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지속가능한 대안인가
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미 ‘60+알파’
고용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중고령인
력의 고용확보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은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한국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들은 시대에 걸
맞은 제도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고속성장기에 탄생하
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연공임금제를 위시한 여러 제도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와 법 그리고 관습들은 이제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아 노동시

김동배 (인천대학교 교수)

장을 스스로 옥죄고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 중고령층의 고용확
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임금의 연공성 완
화인데, 이를 위한 그동안의 시도들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제 시장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임금피크제가 확산된 것을, 우
리는 임금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파악할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이제까지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특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마

징들이 중고령층 노동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들을

련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새롭고 다양

찾아내고 그 원인과 효과를 밝히는 한편, 정책적 시사점을 도

한 임금제도들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이 자

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당초 고령화에 따라

신들에게 적합한 대안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정년퇴직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정년 이전에

이 여러 차원에서 다각도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하는 조기퇴직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
정 연령 이후 임금을 감액하거나 동결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역시 크게 확산되는 등 병존하기 어려울 것 같은 현상들이 노
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추적 관찰 및 분석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 조기 퇴
직은 이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증가 및 이들 가구의 빈곤
율을 높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신규로
도입한 사업체는 고용 성과 측면에서 이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
체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많은 측면에서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
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 중고령층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연령-임금곡선의 완만화를 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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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패턴을 보였다. ‘공공부문/대기업’의 경우 자녀 연령이

출산과 여성노동

증가할수록 임금 손실 규모가 감소하여, 자녀가 9세 이상일 때
는 이전 임금 수준으로 성장 추이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가 확인되었다. 노동이탈 확률의 경우, ‘중간 이하’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4~9세(유치원~초등저학년 연
령) 구간에서 이탈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1차 노동시장’의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계속해서 이탈 확률이 증가하지만, ‘대기업/공공부문’의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우 애초에 이탈 확률이 확연히 낮으면서 자녀 연령이 증가함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에 따라 이탈 확률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표본 여성들의

정세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위소득 값을 기준으로 예상 소득 손실분과 노동이탈 확률을
고려하여 자녀 연령대 구간별 월평균 예상 기회비용 값(실질,
2015년 물가)을 계산해 보면, ‘중간 이하’ ‘1차’ ‘대기업/공공
부문’ 순으로, 자녀가 0~3세일 때 각각 28.8만 원, 28만 원,
38.9만 원, 자녀가 4~9세일 때 각각 41.5만 원, 33.6만 원,
20.4만 원, 9세 이상일 때 각각 36만 원, 61.9만 원, -1.8만
원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중간 노동시장 종사자와 1차 노동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출산과

장 종사자 간의 출산의 예상 기회비용의 격차가 공공부문/대

관련된 기회비용과 출산 결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

기업 종사자와 1차 노동시장 종사자 간의 출산의 예상 기회비

장에서는 출산의 생애소득 측면의 예상 기회비용을 추정하였

용의 격차보다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여성 노동자가 만약 자신이 출산하였을 경우 얻게 되는 임

제3장에서는 2장의 연구와 반대로, 출산의 예상 생애소득 손

금 흐름, 출산 후 생산성이 하락하거나 경력이 손실(예: 이직이

실이 출산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최적

나 업무 배치 변화 등으로 인한 내부경력, 일/사업체에 특화된

정지 모형(Optimal-stopping-model)을 응용한 3기 선택

인적자본 손실 등)될 확률, 노동시장에서 이탈될 확률의 흐름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결과로 도출되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을 미리 예측한다고 전제할 경우, 출산의 생애소득 측면의 기

검증하였다. 이론 모형 분석 결과, 자녀 양육에 대한 효용이 높

대 기회비용은 출산 경험 여성의 소득 손실 규모와 노동시장이

은 여성은 예상 임금 손실로 인한 출산 선택의 부정적 영향이

나 일자리에서 이탈될 확률과 직결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쇄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의 경우 예측되는 출산 후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으로 인한 임금 손실과 노동이

임금 하락은 출산 결정(출산 시점과 출산 확률)에 부정적인 영

탈 확률의 장기적 효과를 추정하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노동패널 1~21차 자료를 이용하여

격차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론 모형의 함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론 모형의 함
의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인 ‘중간 이하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 ‘대기업/공공부문’ 순으로 임금 손실 정도는

본 연구의 제4장은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가정할 때, 여성 개

낮아지는데, 자녀의 연령대별로는 ‘중간 이하’와 ‘1차 노동시

인과 부부의 위험회피성향이 출산 결정과 출산 시점(초산 연

장’의 경우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 손실 규모가 증가

령)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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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 선택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하여 조사하여 결과를 살펴보고, (예상) 소득 손실의 규모, 일

불확실성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앞선 장들에서 살펴보았던

을 그만두게 될 확률, (희망) 자녀 수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도

생애소득손실의 위험이고, 둘째는 출산 계획 실현 실패와 관련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본 여성들은 모든 일의 특성들에 대해

되는 생물학적 위험이다. 출산과 관련된 생애소득손실의 위험

대체로 이전의 출산 선택, 미래 출산 선택에 고려했거나 고려

은 여성의 연령과 관계없이 위험회피성향이 강할수록 출산 선

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일의 여러 특성 중 중요하게 고려

택을 지연시키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물학적 위

되는 요소는 시장의 경쟁정도, 일을 쉬었을 때 경쟁력 저하 가

험의 경우 여성의 연령에 따라 관계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할

능성, 재진입 가능성이었는데, 이는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

수 있다. 높은 연령의 여성의 경우 위험회피성향이 클수록 임

하였다. 경쟁정도가 심할수록, 일을 쉴 때 경쟁력 저하가 심각

신 실패의 위험을 낮추고자 할 확률이 높지만(즉, 출산 시기가

할수록, 재진입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출산 선택에 이를 고려하

앞당겨짐), 낮은 연령의 여성의 경우엔 위험회피성향이 존재할

는 비중이 높았고, 희망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결정요인 분석

수록 피임 실패 위험을 낮추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출산 시기

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의존적 계약 노동을

지연). 4장은 두 위험 요소 중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를 압도하

하는 여성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상 소득 손실을 고려

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여성의 연령이

하여 출산을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낮을 때는 소득 손실의 위험회피성향과 임신 실패에 대한 위험

본 연구는, 여성이 일을 하는 생애를 전제할 때, 출산 선택에

회피성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

따른 예상 소득 손실은 출산 관련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신 실패의 위험에 대한 회피성향이 우세하여 위험선호와 출산

것을 알려준다. 즉, 노동 중심의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 및 가임

시점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부부를 매칭

기 여성들의 출산과 노동 참여를 동시에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

한 표본을 활용하여 남편과 아내의 위험회피성향과 출산 시점

산과 관련된 생애 기대 기회비용과 불확실성을 절감해 주는 것

결정을 살펴보았는데, 남편의 경우 아내의 연령과 관계없이 언

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

제나 위험회피성향은 출산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언제

의 저출산 정책은 위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나 소득손실위험에 대한 회피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어 왔다. 하지만 출산율의 하락 추이는 지속되었고 2017년 이

나타났다.

후 더욱 급격하게 하락하여 2019년에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

마지막으로, 제5장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자영업

는, 출산율이 1명 이하인 0.92명을 기록한 국가가 되었다. 제

자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종속성을 갖고 일하는 경우인 의존

도는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관대해져 가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계약 노동자(Dependent Contractor)의 일의 특성과 출산 선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의 다양한 처지

택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의존 계약

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노동을 하는 가임기(25~39세) 여성 300명을 조사하였다. 이

의 결과는 출산율과 여성노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이

들에게 하고 있는 일의 특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하게

공공부문/대기업 근로자 외 노동자 집단에도 효과가 발휘될

고려되는지, 경험 혹은 예상 소득 손실, 소득 회복 기간에 대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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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요인과 함께 사람들의 생활 양식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보고서명
여성중심직종 노동자의

및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 일자리 확대 과정이 중첩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화된 노동시장은 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여
성이 가정 내에서 수행하던 일이 사회화되어 직업이 된 유형, ②

이해대변

고객 관계상의 노동의 특성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생겨나게 된 유형, ③ 해당 일자리가 저임금이기 때문에,
남성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식들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주로 여성이 유입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성별화된 노동시장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을 일터의 사회적 관계구조 관점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여성중심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직종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계약 관계, 작업 관계에서의 위험성,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정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

통제 관계에서의 자율성의 침해, 동료 관계에서의 연대 형성의

최인이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어려움, 고객 관계에서의 부정적 상호작용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문
제들은 어느 한 관계구조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
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며, 특히 일터의 계약 관계 구조
가 다른 관계구조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성별 직종분리와 성별 임금격차가 심

여성중심직종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

화되는 가운데,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

제들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면서 노동조합 조직화 운동이 일어

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성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직종

나게 되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살펴보았다. 여성노동자가 경

살펴본 여성중심직종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개선된

험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일터의 사회적 관계구조

처우와 더불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일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의 발생 메커니즘을 살펴본 후, 일터에서

일터의 다양한 관계구조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고민하고 정체성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여성노동자들의 이해대변 활동으로서

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노동

의 노동조합 조직화 및 활동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들은 일터의 한 주체이자 사회의 한 주체로서, 한 사람의 노동

는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 중 ‘일하는 영역’, ‘종사자의 연령

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아가고 주장하는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

대’, 그리고 ‘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서비스

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영역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와 방과후강사,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여성중심직종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

요양보호사와 초등 돌봄전담사, 판매 및 상담 서비스 영역에서

들 중 일터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계약 관계상의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와 콜센터 상담노동자, 그리고 방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여성노동자들

문노동 영역에서 렌털업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와 도시가스

의 노조할 권리 보장,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노동자

안전점검 및 검침 노동자 등 8개의 여성중심직종에 대한 사례연

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 노동 문제에

구를 진행하였다.

서의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별화된 노동시장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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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추정함으로써, 기업 간 하도급 거래 구조가 노동자 전

기업 이윤과 소득 불평등

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밝힌다. 이를 위해 원하청 구조
의 임금 분위별 영향 추정을 위한 계량모형으로 재중심 영향함
수 회귀법(RIF-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임원 보수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임원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규모도 임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친다.
임원이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계열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 소속 임원일 경우,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동일하더라도 기업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

의 규모나 재무적 특성이 동일한 비재벌회사를 운영할 때보다

최한수 (경북대학교 교수)

더 높은 보수를 받는다(‘재벌 프리미엄’). 지배주주 임원이 전
문경영진 임원보다 월등히 많은 보수를 받는 ‘지배주주 프리미
엄’이다.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지배주주 프리미
엄’의 크기는 약 76~88% 수준까지 올라갔다.
제5장에서는 기업 이윤이 증가하면서 기업 저축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이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배당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
소득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

문에, 이윤 중 배당을 제외한 기업 저축액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증가 추세가 다소 완만해졌다. 소득

2010년 이후에는 기업의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기업이 채무자

불평등에 미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소별로 나누어 추

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었다. 기업 저축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이를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규모별 임금 격

몇 가지 가설이 있고, 이 가설들에 대해 소개하고 타당성을 살펴

차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상승세가 꺾였

보았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상당 부분 공급시장에서의 독점력

다.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는 소득 불평등의 변화 추이와 매우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사되는 시장 지배력의

다르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의 변화에 규모별 임금 격

상당 부분은 공급시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시장이다. 실제 문제

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찰에 기반하여 제2장

가 되는 수요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

에서는 규모별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모형

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공급시장과 다른 수요시장의 특성이 무

에서는 원청의 매출 증가가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에 미치는

엇인지, 다른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임원의 보수는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가도

영향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기업 간 하도급 거래 구조가 임금 불평등에 미

영향을 준다는 발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원이 경영하는

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 대부분은 원·하

기업의 규모뿐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규모에도 영

청기업 간 평균 임금 격차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노동자 전체

향을 받는다.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 경제력 집중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전체 노동자 임금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분포 각 분위에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노동자가 독립기업

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 문제의 핵심에는 시장 지배력과 지

노동자와 비교해 얼마나 큰 임금 프리미엄 또는 불이익을 겪었

배 구조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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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의 여성들은 오히려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의 임금이 더 높

임금수준별 모성 임금

은 모성 프리미엄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특히, 저임금 구간에

격차 분석

귀 여부가 모성 임금 격차에 영향을 주었다.

서는 종사상지위가, 고임금 구간에서는 출산 전 직장으로의 복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에 출생한 여성의 2000~2009년
조사자료와 1980년대에 출생한 여성의 2010~2018년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모성 임금 격차가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되었
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70년 코호트는 평균적으로 유의
미한 모성 임금 격차가 없었으나 1980년 코호트는 10%의 모
성 불이익(motherhood penalty)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임금 분포상에서 살펴본 결과, 저임금 구간의 모성 불이익
(motherhood penalty)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졌고,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970년 코호트의 고임금 구간에서 추정되었던 강한 모성 프
리미엄은 1980년 코호트에서 사라졌다. 본 연구에서 1970년
코호트와 1980년 코호트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한
국의 노동시장은 경력 초반의 여성이 출산과 커리어를 병행하
기 점점 더 어려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산 후 여성은 인적자본의 감소, 일자리 이동, 노동시장에

2000년대에 모성 보호 사업이 시행되고, 2010년 이후 모

서의 통계적 차별 등을 이유로 임금 하락을 경험한다. 모성 불이

성 보호 사업의 지원 금액 및 기간을 증가시키는 정책 개정

익(motherhood penalty) 혹은 모성 임금 격차(motherhood

의 과정을 빈번하게 거쳐왔다. 1970년 코호트의 2000년대

wage gap or family gap)는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었

와 1980년 코호트의 2010년대를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던 주제이고,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여성이 출산 후 겪는 임금

2010년 이후 정부의 모성 보호 사업들이 더 크게 확대되었음

감소를 2~13% 정도로 추정한다. 본 연구는 평균적인 모성 임

에도 불구하고 모성 임금 격차는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보여준

금 격차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에 따른 모성 임금 격차의 이질

다.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출산은 큰 장애요인

성과 변화를 확인하고 그 의미와 원인을 탐색한다.

이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균형 있는 가정생활 모두를 촉진시키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으로 한국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평

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노동시장 기회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균 모성 임금 격차와 모성 임금 격차의 분포를 추정하고, 임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 근로자 집단의 이질성

수준에 따른 모성 임금 격차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평균적

을 파악하고,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정책 대상 집단의 문제에

으로 여성은 자녀가 있을 때 5.7% 낮은 임금을 받는다. 이러

적합한 개별적 정책 목표 수립과 정책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

한 평균적인 모성 불이익(motherhood penalty)은 고임금 여

이다.

성들이 아닌 저임금 여성들로부터 비롯된 결과이다. 모성 임금
격차의 분포를 추정한 결과, 저임금, 중간임금 구간의 여성들
은 유의미한 모성 불이익(motherhood penalty)을 경험하고
그 크기는 저임금 여성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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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패널조사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위험을 직접적으로 추

생애주기 구직노력과

정하였다. 가용한 자료-생활시간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 17

소득 위험

활동이라고 분류된 활동에 대다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고 응

차 부가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구직 및 이직자들은 구직

답하였으며 연령별 패턴 역시 부재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를 활용해 소득 위험을 직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위에
서 고려한 두 가지 위험 중 첫 번째 위험, 즉 소득이 한번 낮아
지면 그 충격이 오래 지속되는 위험이 중요함을 보였다. 이런
위험은 구직노력이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예측한다. 한
국 노동시장에서는 취업확률을 높이기 위한 행위가 이력서, 홈
페이지 탐색 등의 행위가 아닌 인적자본 축적 행위로 이뤄지
고 있을 수 있기에 시간사용조사를 통해 학원수강·자습 등 연

강신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령별 인적자본 축적 행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인적자본 축적에 들이는 시간 투자가 감소함을 보
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탐색 모형(McCall model)과 인적자본 축적모형(BenPorath)을 혼합한 구조 모형을 통해 초기 인적자본 수준이 높
은 경제주체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본 연구는 생애주기 근로소득에 잠재된 위험을 구직노력 시

존재 가능한 정책의 분포적 효과를 보였다.

간 및 소득 자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고, 결과를 바탕
으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해 논하였다. 만약

본 연구가 시사하는 학술적 기여도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실업,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인해 한번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과 같다. 첫째, KLIPS와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해 연령별 구직

감소한 충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위험을 걱정해야 한다면, 적

패턴의 부재를 보임으로써 한국과 미국 노동시장 간 이질성이

극적인 고용보험 제공은 평탄한 소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둘째, 소득 위험을 추정하여 고용보

지만 다른 위험이 중요하다면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는 실

험 등을 포함한 불완비 자산시장을 보완하는 보험체계가 도움

업률을 과도하게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 구직자가 노

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추후에 노동시장 행위와 관련된 더 양

동시장에 진입할 때 본인 적성이나 생산성 등을 정확하게 알

질의 자료 및 더 긴 시계열 정보를 가진 국세통계 등이 가용해

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 미스매치 등을 걱정해야 한다면

진다면, 더 엄밀한 추정결과 제시와 함께 각 인적자본 수준별

진로상담 혹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

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추가분석이 가능할 것으

다. 앞의 위험이 중요한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직에

로 기대한다.

투자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반면에 불완전 정보로 인한 위험이
중요하다면 미국 자료와 같이 역U자형 패턴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용한 자료를 활용해 경제주체 연령별로 구직노
력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소득 위험 성
격과 한국 노동시장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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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독립성이 취약하며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

공공기관 자회사의 도입 및

한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방식으로 사용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한편으로는 자회사가 가

이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이 자회사 방식을 주된 정규직 전환

지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점이지대에서의 활용의 용이
성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동자
들의 직접고용에 대한 반감 등을 수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하되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키지 않는 자구책의 성격이 작동하여
일종의 선택적 친화력이 발휘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은 왜 계속 논쟁이 일고 있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는지, 그러한 전환의 한계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애당초 그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러한 점이지대의 자구책으로 선정된 자회사라고 하는 수단을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 변호사)

통한 일자리 질 결정에는 상향동형화의 논리와 하향동형화의
논리가 혼재되어 있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기대불일치와 상
대적 불안정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자
회사 일자리 질의 충분한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은 거버넌스와
노사관계의 미흡한 작동이며, 이는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판단
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시
행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자회사 모델을 주된 정규직 전환 방식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 자회사를 둘러싼 거

으로 사용한 배경에 주목하면서, 공공기관 자회사의 도입 및 운

버넌스와 노사관계 각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크게 세

거버넌스적 측면에서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전환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기관 자회사를 들여다보았다.

을 목적으로 한 자회사들을 일종의 공직유관단체 등과 같은 식

첫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속에서 왜 자회

으로 별도의 정체성을 부여해 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

사 방식이 주된 전환 방식으로 사용되었는가?’, 둘째, ‘자회사

다. 둘째, 그것을 통해 자회사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적절한

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은 왜 계속 논쟁이 일고 있는가?’, 셋

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산 차원에서의 안배가 필요하며

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이 기존의 파견·용역 형태

이를 위해서는 공공조달과 관련한 법제도 개혁을 도모할 필요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 있다. 셋째, 기존 용역회사 시절과는 다른 관리 방식이 필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보고

한바, 입찰방식에 있어서 낙찰률의 획일적 고수를 탈피하는 등

서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라는 조직 형태의 일반적인 정의와

의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자회사의 노동권 보장과 준수를 장

유형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 과

려하는 취지를 갖는 표준계약서 등을 정립해 두는 것도 필요하

정을 살펴보았으며,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

다. 다섯째, 모·자회사 간의 소통구조를 활성화하고 특히 자회

자회사의 설립과정과 설립 이후 운영에서의 쟁점과 상황, 그리

사를 담당하는 모회사 부서의 위상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여섯

고 관련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째, 중앙의 담당 행정기관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관계

공공기관 자회사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자회사의 안

부처 차원의 협력 체계를 보다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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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를 둘러싼 노사관계적

조와 자회사 측의 집단교섭 방식을 발전시켜 갈 것을 적극 검토

차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교섭의 모델로 네 가지를 제시했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는데,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모자회사 공동교섭이나 자회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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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주주의론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업의 개념을 재정의

민주적 기업 모델과 제도

하는 일이 긴요하다. 기업은 주주의 재산이 아니라 독립된 법
인격으로 해석되고 재정의될 수 있다. 로마법과 근대민법이
정의(define)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은 거래할 수 없는 물
건이다. 기업은 주주의 재산(goods)이 아니라 공공선(public
good)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공공 부문 지배구조 담론은 정부 주주(state shareholder)
기능을 조직화하는, 즉 공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주로서의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 역할과 기능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민영화 정책에 깔려있던 철학적 토대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규범적 지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
를 갖는다.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효율적인 공공재원의
활용’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있기 때문이다. 즉, 조직 내 노동자를 이해관계자
당사자로 포괄하는 일터 민주주의 개념이 아니라 통제의 주체
와 객체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민간 부문 민주적 기업 모델은 수익 창출과 일터 민주주의라
본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초보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었

는 두 가지 목표로 인해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을 갖게

던 민주적 기업 모델과 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되고, 이로 인해 그 구성원들이 현실주의(pragmatism)와 이

research)를 제시한다.

상주의(idealism) 담론의 진자 운동(pendulum movement)

첫째, 기업(corporation)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정립과 해

속에서 대립하고 화해하면서 조직이 움직인다. 현실주

석을 통해 기업 민주주의 이론의 철학적, 법적 기초와 그 실

의자들은 일반 기업처럼 경영진 위임(delegation)을, 이

증적 가능성(empirical possibility)을 검토하고 기업 의회

상주의자들은 민주적 일터 원칙에 충실하게 구성원 대표

(company assembly)라는 새로운 이념형(ideal type)을 제

(representation)를 추구한다.

시한다. 둘째, 공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담론 형성을 위해, 국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 민주주의론에 입각해 공공과 민간을

가(state)를 소유주(shareholding owner)의 개념으로 바라

포괄하는 기업 의회(company assembly) 개념을 제안한다.

보는 공공 영역의 기업 지배구조 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

이 제안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 국회가 있듯이, 민주주

토한다. 셋째, 민주적 기업 모델 중 하나인 노동자 협동조합

의를 지향하는 기업에는 기업 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worker cooperative) 사례 탐구를 통해 기업 의회 개념이 실

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유사-근로자대

제로 도입되었을 때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명암

표 제도, 즉 노사협의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취업규칙

에 대해 살펴보면서 민주적 기업 모델과 제도에 대한 실증적

제도 등이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한다

함의와 시사점을 탐색한다. 종합하면,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는 비판적 관점의 연장선에 있다.

실증적 사례 검토를 통해 민주적 기업 모델과 제도에 관한 기
초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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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의 기제가 될 것이

사용자단체 의의와 역할

고, 기업 내부 노동시장 체제를 약화시키면서 초기업적(사회
적) 제도들이 노동시장을 규제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
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음에도 업종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별 교섭은 확산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사용자단체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역할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업종별 교섭에 대한 사용자들의

전 인 (영남대학교 교수)

반대는 교섭 당사자성 부정 혹은 교섭용 사용자단체의 별도 설

Melanie Simms
(Professor, University of Glasgow)

립과 같은 회피적 선택을 넘어서지 못했다.

Peter Sheldon
(Professor,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 우리는 “단체교섭을 하는

Edoardo Della Torre
(Professor, University of Bergamo)

단체인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
자’로 활동하는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단
체성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1997년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단체교섭 관련 조항이 아니라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에 관한 조항에서 사용자단체를 정의함으로써 사용
자단체 개념을 단체교섭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노동관계 당사
자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단체교섭 참여 여부를 불문하더라도

요약: 우리는 기업 단위, 경제적 분배 중심의 공적 대표성이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의사결정기구

취약한 현행 단체교섭 구조를 업종별로 재구성하고 업종별 단

인 각종 정부위원회에 관련 업종 내 사용자들의 이해를 대표하

체협약의 확장성을 보증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

는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그 단체를 ‘노동관계 당

식 아래 사용자단체의 개념과 역할을 검토한다. 사용자단체는

사자’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사례연

집단적인 사용자들의 대표체를 말한다. 생산물시장과 노동시

구에서 개별 사용자들은 사업적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이해를

장 이슈에 대해 전국 단위 혹은 산업·업종 단위로 사용자들이

전달하고자 단체를 결성하지만 그러한 사업적 목적 달성을 위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해를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한 활동은 해당 노동시장 내 고용과 임금·노동조건과 같은 노

된 조직이다. 한국 노사관계 연구에서 사용자단체에 관한 연구

동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단체교

는 풍부하지 않다. 이는 기업별 노사관계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섭에 참여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단체 모두 해당

사용자단체를 검토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고, 사용자단체를 단

업종 내 표준적인 임금·노동조건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체교섭 중심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사업자단체와는 별개의 조

을, 즉 사용자단체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협약의 확장성: 우리는 사용자단체의

직인 것으로 이해해 온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와 업종별 교섭: 우리가 사용자단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업종 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용자들 사이

주목하는 이유는 사용자단체의 존재가 심화하는 노동시장 불

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종별 협약의 교섭과

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연대정책으로서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

체결이라는 점을 논하면서 이 협약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화와 단체협약 규범력 확장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업종별

원칙을 실현하는 공적 기제로 기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로 만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은 기업 횡단적인 임금률의 설정

효(erga omnes)와 단체협약 구속력 확장의 필요성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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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에는 사용자들이 각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업종별 교섭 촉

종 노동정책에 개입하거나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진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확장, 이를 위한 공적 권위의 개

업종별 단체교섭에서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

입과 지원에 관한 추후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다.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면 정부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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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그와 함께 고전적인 합리화 전략인 테일러주의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현황과

및 최근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테일러주의의 현황과 성과까지

과제 :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조직에 초점을 둔 일터혁신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

분석하였다. 우리의 연구조사 결과는 서비스산업에도 작업 재

다. 자율관리팀이 서비스 사업체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일터혁신 유형이라는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
터혁신 지원 사업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까지 재검
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4장에서는 유례없는 형태로 전 세계 경제 및 사회활동을

김봄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한 해 내내 멈춰 세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터혁신의 HR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과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조망해 보았다. 비단 이번 바이러스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

감염 위기뿐 아니라 20세기 들어 한국 경제와 일터는 다양한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종류의 위기에 상시적으로 직면하고 있고, 위기에 대한 대응
력과 회복력은 이제 국가, 기업, 개인 생애의 지속가능성을 결
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되고 있다. 원격근무(remote
work)가 보다 광범하게 시행되었던 서구의 최근 보고를 보면,
예상치 못했던 위기로 원격근무가 전격 시행되었던 시행 초기
이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살

에는 일상적 위계가 작동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작업조직의 자

펴보고, 서비스업에서 어떠한 일터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율성, 참여적 조정이 강조되는 경향이었으나 위기가 장기화되

를 알아보았다. 현재 서비스산업 환경의 일부는 2020년 발생

면서 기술에 의한 통제 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코로나19로 인한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기술의

제5장에서는 PIAAC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서비스업 노동자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부터 누적돼 발생한 것일 수 있다. 그 원

의 역량을 국제비교해 보고 이 연구를 위해 별도로 개발한 실

인이 무엇이든 서비스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이러

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결

한 환경변화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응하고자 노력을 해 왔을

정 요인을 실증분석해 보았다. 서비스업은 노동자 개개인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가 서비스산업에서의 일

역량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고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다. 따라

터혁신에 녹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

서 서비스업 일터혁신의 핵심에 서비스업 노동자의 역량과 이

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일터혁신을 작업조직, 교

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있다. 다만 이 연구의 국제비교

육훈련, 인사관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

와 결정 요인 실증분석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역량의 축적뿐만

시장에 적합한 일터혁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니라 활용을 어떻게 촉진할지에 대한 고민 역시 매우 중요하

제3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 일터혁신 연구가 희

다. 서비스업 일터가 고스킬이 필요한 노동과정이 될 수 있도

소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 산업의 일터혁신 현황과 일터혁

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참여와 몰입의 조직문화가 구축되어

신을 결정하는 요인, 그것이 경영 성과에 끼친 효과를 분석해

노동자들의 역량 축적과 활용이 함께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았다. 이 글은 일터혁신을 반테일러주의로 정의하고, 린 서

일터혁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스와 자율작업팀을 서비스산업 일터혁신의 대표적인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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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해결이 될 때까지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노동분쟁 해결 및 예방기능

제안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

활성화 방안 연구

를 위해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행정지도와 같은 법률적 판

도록 조정업무 이외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단기능을 별도의 위원회에서 전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집단적 노동분쟁 조정업무의 역할 확대를 위해 조
정대상을 집단적 권리분쟁과 채무적 조항까지를 포함해서 모
든 노동분쟁에 대해서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서 심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판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

김동배 (인천대학교 교수)

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문회의 진행과정에서의 절
차적 공정성과, 심판 판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당사자들이 심판 판정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노동위원회 전문가들은 심
판제도의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구제신청사건 조사와 심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분쟁을 신속하

문회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진술권, 공정한 심

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

문회의 운영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리나라 노동위원회제도는 노동분쟁에 대해 이익분쟁은 조정

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화해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Mediation) 제도, 권리분쟁은 심판제도(Adjudication)를 통

데, 공정한 화해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적경

해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위

쟁에 쫓겨서 화해를 권유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정한 화해

원회의 노동분쟁 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도개선 방안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을 찾아보고자 한다.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를

노동위원회의 조정제도와 심판제도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위해서는 ①조정 및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 ②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인사 독립성 제고, 조

심판판정 및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신뢰도 제고, ③공익위원

정 및 심판담당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와 이를 통한 노

과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등이 주요한 정책과제이다.

동분쟁 해결능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노동위원회의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위해 조정과 심판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조정제도가 조정(Mediation)에만 집중하는 ‘조정서비스’ 기능

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위촉제도를 개선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 노동분쟁을 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해결지원 관련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중노위에 판례분석과 새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조정위원과 조사관 등 조정 전

로운 노동분쟁에 대한 법률 분석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

문가들은 이런 실효성 있는 조정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고, 조정서비스와 심문회의 진행 요령, 조사기법 등에 대한 전

현장조정을 강화하고, 조정기간을 연장해서 실질적인 노동분

문가 양성 교육훈련 기능 강화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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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생태계와 성과배분제의 향후 과제를 연계해서 분석했다.

성과배분제도 실태와

제6장은 실제로 사업장들의 적용과정에서 변형과 혼선이 많은

발전방안

대표, 일반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한 결

성과배분제도의 실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인사담당자, 노조

과를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반 연구성과들을 정
리하고 차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7장이다.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형화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
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과배분제의 확산과 조직적 성과
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익의 창출과정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에서 무엇보다도 노사의 협력,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래

김동배 (인천대학교 교수)

야 이익창출과 공정배분 간에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를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제도가 성과배분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신
뢰할 만한 성과배분제 세부 운영모델이 제대로 형성되거나 인
정받고 있지 못하고, 이익을 배분한다는 대원칙을 넘어선 실행
지난 30년 동안 성과배분제도는 나름대로 확산되고 발전되

원칙이 정립되지 못했다. 성과배분의 구체적인 산정식 개발과

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노사협력, 근로자 참여, 생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발

산성 증진, 공유자본주의라는 연관된 사회적 가치들과 긴밀히

견하였다. 노사정과 학계가 관련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할 필요

연계되지도 못하고 경영진들과 오너의 기술적 차원의 임금관

가 있다. 임금제도 혁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과 유

리 전략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지지와 주목도 약

사한 맥락에서 성과배분제도의 혁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부문에서는 노사협력 기반도

하고 경영환경과 이익규모의 변동성에 직면해서 쉽게 도입된

취약하고 사용자들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부족해서 정

제도도 흔들리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성과배분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본 연구는 크게 4개 파

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성과배분제를 통한 이익의 배

트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기

분과 그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기업과 근로자 양쪽에 세제상의

존의 주요 사실들과 입장들을 살펴본다. 제3장은 몇 가지 국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퇴직연금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존 연구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

등에 노사가 성과배분으로 인한 소득을 적립할 경우 세제상 혜

설적 명제들을 검증한다. 대부분 성과배분제의 필요성을 지지

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결과들이 산출되었다. 제4장은 성과배분제 도입 제조업

넷째, 산업의 성숙과 직원들의 고령화에 의해 성과배분제도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전통적으로 성과배분제가 용이하게 도

는 경영자들의 일방적 권한이나 핵심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경

입된 제조업 사례를 통해 이 제도가 현재 당면한 과제와 향후

영관리상의 기법에 머물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노조가

진행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5장은 IT 및

없었던 업종이나 기업들도 노조가 만들어지고 개별적인 종업

게임산업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전통적 산업과 대비되는 신산

원 차등보상제도가 가지는 결함과 문제점들에 대한 불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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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업 내외 토론이 활성화되었다. 보다 체계적이면서 사전협

문이다.

약이나 협의에 의한 제도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노사협의회

여섯째,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기

나 임금교섭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위해서는 성과배분제도 중 Gain-Sharing을 발전시키는 데

이나 지침을 만들 필요도 있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많은 대기업들이 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

다섯째, 이익배분(profit sharing) 제도에 대한 기대와 활용

의 이유를 들어 영업 이익의 배분에 의존한 이익 배분(profit

이 증가하면서, 이를 우리사주나 퇴직연금 등으로 연계해서 운

sharing)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생산

영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안

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작을 뿐 아니라 현재 임

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익은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격차가 구조적으로 큰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

규모도 일정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이익이 나면 중장기적인 활

조를 개선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만약 생산성 중심의

용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도록 해야 고정적인 보상으로서의 성

성과배분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결국 이는 연공급의 개선과 직

격이 약해질 수 있다. 자칫 이것이 제2의 고정임금과 같은 역

무중심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촉

할을 하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는 커지고 기업 내

진제가 될 것이다.

부에서도 노사 간 협력보다는 다툼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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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직접적으로 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과 가계 지출

가 완화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가구 소득

변화

과 지출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편적으로 지급된 재

이 8.1%, 지출이 12.4% 증가하였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

난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형식의 보조금 지급은 감염병 확
산 시기에 지출 변화가 적었던 1분위 가구에서도 다른 분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카드 지출액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상반기
에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따라 시기를 나누고, 2019년과 2020년 카드지출액 자료를 이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
19가 확산된 시기에 소비지출이 16.3% 감소하였다. 이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7.3% 증가하였
고, 5월 중순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소비지출이 2019년
감염병의 확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구 경제에 영향을 미

수준을 회복하였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급 초기에 높게 나

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되면 가구의 소비패턴이 달라지

타났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8월 둘째 주 정도에는 거의 사라졌

고, 지출 규모가 감소한다. 대면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는 매출

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증가한 소득의 70~80%가 소비

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한다.

지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세금과 사적 이전 등을 포함한 비

이에 정부는 가구의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소비 지출을 활성화

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 저축이나 부채상환에는 사용되지 않았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긴급 보조금을 편성, 지급하였다. 이

다.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감염병 확산으로 인

보고서는 가계동향조사 월간 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활

한 소비 감소 폭이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영향도

용하여, 코로나19 확산과 정부 대책이 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친

컸다. 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

영향을 분석하였다.

르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가구 지출의 감소는

먼저,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와 정

고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관측된 반면, 감염병 확산이 완화되고

부 보조금이 가구의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지출이 회

로나19의 확산, 완화 과정 및 정부와 사회의 대응에 기초하여

복되었다. 가구의 소비지출 회복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2020년 상반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가구 소득, 지

완화보다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컸지만, 재정 효율성

출 변화를 2019년의 변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중차분법을

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을 우선적으로 활용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은 가구 소득을 4.4%,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해

지출을 11.1% 감소시켰다. 감염병의 확산은 소득보다 지출에

보인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는 소득 변화가

된 가구 경제의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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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체협약의 실태를 중심으로 병가제도 관련 조항들의 현행

병가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규정들을 검토한 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병

개선방안

적으로 하였다.

수당 논의에 부합하는 병가제도의 도입 논의에 관한 제언을 목

현재 노동관계법령에는 법정(法定) 병가제도가 규정되어 있
지 않으므로, 사업장 근로자들이 질병 등을 이유로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병수당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가제도가 상
병수당에 따라 쉴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병수당의 전단계로서 비교적 단기간의 질병 등에 관한 독자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따라 법정 병가제도의 모습은 달라질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병가제도는 상병수당을 인정받기까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의 ‘대기기간’의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소득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유급병가’ 내지 소득 보전을 위한 보충적
방식(예컨대 고용보험의 지원 등)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상
병수당 보장기간 동안에 관한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급’ 방식의 병가제도 내지 휴직제도(상병휴직) 등을 근로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무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사업장

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보면 「남녀고

내 집단감염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과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가정 양립 지

치료, 더 나아가 확산방지를 위해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에

원’제도의 일환으로 병가 및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방식을 고려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들은

할 수 있다. 한편 상병수당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정책들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병가제도가 법정휴가로서의 일반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

반법적 성격을 갖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다지기 위한 한국형

이는 최근 공휴일 제도를 민간에 확산하는 것과 같이, 근로조

상병수당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건의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022년 저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법정병가제도의

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모습은 상병수당 대기기간의 취급과 상병수당 기간

상병수당의 지급방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

의 노동법적 보장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구체적인 법정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병가제도 내지 상병휴직의 기간과 방식, 법적 근거 등에 관한

이 연구는 상병수당의 도입이라고 하는 정부의 큰 정책적 방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향 속에서, 병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단체협약을 통한 현황,

향후 과제로 기존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리고 법정 최저기준으로서의 병가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병가제도와 상병휴직 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병가제도와

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상병수당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제도의 연관성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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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그동안의 연구들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은 주로 긱 노동의 실태를 보고해 왔으나 본 연구는 긱 노동뿐
만 아니라 웹 기반 크라우드 노동의 노동과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크라우드 플랫폼 노동자들은 숙련 수준에 따라 상이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유연한 노동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플랫폼 기업들은 프로그램의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비가시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긱 노동 및 크라우드 미세작업 노

강수돌 (고려대학교 교수)

동 등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관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교수)

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 소속감이 적지 않음

이찬우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배달노동,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불안과 분노를 모두 가
지고 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의 불만이 현실 세계에서 조직되
지는 않는 분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플랫폼 기업
역시 인력 활용에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야말로 초단기의 건별 계약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임
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을 크게 크라우드 노동과 긱 노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첫째, 플

나누어 숙련 수준에 따라 긱 노동&저숙련 노동인 배달노동(제

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3장), 크라우드&중/고숙련 노동인 IT 프로그램 개발 노동(제

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플랫폼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4장), 크라우드&저숙련 노동인 미세작업 노동(제5장)을 각각

위치에서 저임금 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

살펴본 후, 노동조합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스웨덴 사례(제6

기 위해선 시간당 수수료가 최소한 최저임금에 부합하도록 설

장)를 분석하였다.

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첫째, 저숙련 노동일수록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체계화

디지털 과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

숙련 향상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숙련 향상은

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서

개인들의 몫이었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으로

둘러 제도화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의 방향을 제안하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며, 플랫폼 기업에 집단적 노사관

였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의 보장은 노조법 개정을

계는 거의 형성되지 않은 반면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사용자

통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측의 거부감이 적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관심

산업재해보상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

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

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외 불합리한 차별이

나고 있었다. 공통점은 플랫폼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플

나 산업재해, 최저임금, 노동3권을 제외한 기본적인 권리를 허

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적,

용하기 위해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할 수 있다.

36

Ⅰ. 2020년 주요 연구

수 있다. 농식품 수요함수 추정 결과에서는 온라인 채널의 가

온라인 쇼핑 확대가

격이 상승할 때 온라인 수요가 오프라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반대의 경우보다 높았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거나 자녀가 있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

는 경우에 오프라인 채널이 더 선호되었다. 이는 농식품에 대
한 신뢰도 측면에서 오프라인이 여전히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소매업을 중심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는 소매업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경제
가 보다 고용 친화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을 통해 신선 농식품 중심의 오프라인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온라인 판매의 점진적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고려될 수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있다. 농식품 수요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대체성 분석결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과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소비는 가격에 민감하지만, 오프라인

최 충 (건국대학교 부교수)

채널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며 가격 이외의 요인 역시 중요함

최동욱 (상명대학교 조교수)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가 오프라인 채널을 더
선호한다는 점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에서 여전히 오
프라인이 강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
한 관심과 온라인 판매에서 발생하는 높은 거래비용을 고려할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난 소매업 구조

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신선 농식품 판매는 온라인에 비해

변화의 특징과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을 업종 및 지역 수준에서

여전히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에서 소매업

살펴보았다. 먼저 온라인 쇼핑을 인터넷 판매로 정의하고, 인

오프라인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신선 농식품을 중심으로

터넷 판매 매출의 증가가 소매업 지역고용에 끼친 영향을 ‘지

매장 판매를 강화하는 노력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역-산업’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로컬푸드(local food)’ 사업을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증가한 2015년 전·후의 소매업 사업체

보다 내실화하여 오프라인 소비와 소매업 지역고용 유지의 순

의 생멸 추세 변화의 특징과 지역 간 차이를 완전포화회귀모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신선 농식품

으로 분석하였다. 온라인 쇼핑 확대가 지역고용 및 사업체에

의 지역 내 온라인 판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

끼친 영향은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를 얼마나 대체하는

로나19의 발생은 비대면 소비를 보편적 소비행태로 전환시켰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한국의 소비행태에서 온라인

고, 식품소비에서도 신선 및 가공 식품의 온라인 소비가 확대

과 오프라인 채널 간 대체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신선 농

농식품을 사례로 선정하고, 중첩로짓모형 및 혼합로짓모형을

식품은 근거리 배송이 가능하여 신선도 유지와 배송비 측면에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온라인

서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로컬푸드 직매

및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할 때 사업체 수, 총 취업자 수, 임금

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서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인 상품을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고려할 때,

중심으로 당일 배송 온라인 판매를 체계화하고, 점차 새벽배송

온라인 매출의 증가가 오프라인 매출의 감소를 수반하는 방식

으로 확대할 수 있다.

으로 진행된다면 소매업 지역고용에 부정적일 것임을 유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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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현황과 변화 추세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동

배달앱 사용 확산이

남권을 중심으로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

비스를 이용하는 패턴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19년 현재 배달앱을 활용하고 있는 서울 및 4

음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 광역시 1,045개의 음식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배달앱 사
용 전후 음식 자영업자의 고용구조와 운영환경 변화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배달앱 이용 후 모든 지역에서 배달종사
원 수가 유의하게 늘어났으며, 특히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종사
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다.
2020년 서울과 6개 광역시의 배달대행 배달원 311명에 대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배달원 일자리의 기능과 배달원 직업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력 특성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생계를 위한 주업이 아르바이트

방도형 (코리아애널리스틱 대표)

나 부업의 경우보다 많았다. 수도권 배달원의 경우 부업과 아르
바이트의 비중이 높고, 비수도권은 주업의 비중이 높았다. 주
업일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배달대행 배달원으로 일한 근
속연수, 평균 근로일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길 뿐 아니라 평
본 연구는 음식 배달앱 확산 양상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균 배달건수도 많았다. 배달 1건당 받는 배달료는 수도권이 더

배달앱 확산이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음식 자영업자와

높은 반면, 배달 1건당 배달대행앱과 배달대행업체에 내는 평

배달대행 배달원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플랫폼 노동

균 수수료의 총합은 비수도권이 약 140원 더 많았다. 하지만,

확산에 대응한 지역고용 차원의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비수도권의 배달대행 배달 일자리의 전반적 만족도는 수도권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다 높았다. 한편, 음식배달대행앱 배달원은 사회보험 중 건강

한국 음식배달대행업은 운영형태에 따라 배달원 계약방식이

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는 주문중개와 배달대행 원서비스

순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대행 배달원 일자리의 기

형태로, 배달대행플랫폼사가 주문중개와 배달대행앱을 같이 운

능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수도권 배달원은 징검다리 또는 필요

영하여 배달원들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으며 배달서비스를 제공

시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비수

한다. 둘째는 배달대행프로그램사가 배달대행업체를 직영으로

도권 배달원은 생애 주된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

운영할 경우 배달원과 직접 배달위탁계약을 맺는다. 셋째는 프

이 되는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했다. 배달원들의 직업경력을 보

로그램만 배달대행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배달원은 배달대행업

면, 대표적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은 63개월이며, 평균 임금은

체와 위탁계약을 맺는다. 넷째는 지역화된 독립된 프로그램을

월 226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 일자리의 직종은 서비스

기반으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사가 지역

및 판매종사직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종사상 지위는 특수형

배달대행업체에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원

태 근로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배달원이 나

과 배달위탁계약을 맺는다.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2018~19

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업일수록, 그리고 수도

를 이용하여 지역별 외식업체의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앱 이

권일수록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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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높은 경향이 있는데, 본 보고서의 사례들에서도 정도의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차이는 있지만, 제조업보다는 고객접촉의 넓이와 강도가 더 높

사례 연구

때문에 정형화된 형태로 반복 전달하기 쉽지 않으며 그만큼 기

게 나타나고 있다. 고객서비스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과업이기

계화나 자동화가 어렵다. 그와 동시에 고객서비스는 제조업에
서 많이 사용되는 분업과 통합의 원리에 근거해서 직무들을 세
분화하기가 어려운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업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에서는 제조업과는 확연하게 다른 작업방식과 작업조직이 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구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은 제조업의 그것과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몇몇 업종의 경우 제조업

박지성 (충남대학교 교수)

에서도 고객과 접촉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제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교수)

조업과 극단적인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김미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있다. 본 사례조사 대상 중에서 고객접촉 분야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교육서비스업이고, 고객접촉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은 업종은 물류업과 IT 기반 서비스 등이며, 고객접촉
분야의 비중이 중간 정도인 업종은 호텔업이다. 이처럼 서비스
업 내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후선 분야들이 존재하는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주요한 몇 가지 산업(호

데, 그 분야들은 제조업의 특성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텔, IT, 물류,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과 근로생

후선 분야에서는 제조업의 작업방식 및 작업조직과 유사할 가

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에서 어떠한 이슈가 대두

능성이 있고, 그만큼 제조업의 일터혁신과 유사한 내용 및 방

되고 있으며, 이를 일터혁신을 통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

식 등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비스업의 또 다른 특성은

펴보았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터혁신

기계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인간의 노동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

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발전

인데, 고객접촉이 많은 분야뿐 아니라 고객접촉이 많지 않은

하기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후선 분야에서도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의 제한적인 경향이 있

호텔, IT, 물류, 교육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이 일어나는 모습

다. 본 사례조사에서 호텔업이나 물류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을 사례 조사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은 아직 충분하게

경우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이 건물과 부지

발전되어 있지 않고 또 아직 정형화된 이론모형도 존재하지 않

등 부동산에 많이 투자되어 있고 작업과정에 사용되는 기계장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은 무

비에 많이 투자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노동은 고

엇이고, 세부 업종에 따라 일터혁신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학력 전문직의 지식노동과 저학력 단순직의 손노동으로 대별

또한 어떠한 이슈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답을 구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들 중에서는 IT 기반 서비

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이 무엇인지는 제조업의

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일선 서비스전달자들은 고학력 전문직

일터혁신을 준거로 해서 서비스산업의 일터혁신을 정리할 필

들이고, 호텔업과 물류업의 일선 서비스전달자들은 저학력 단

요가 있다.

순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의 성격에 따른 서비스업 유형별
로 근로조건 외에도 일하는 방식의 조직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고객과의 접촉 면적과 접촉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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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노동 분업과 통합 방식, 직무합리화와 재량권 등에서도

혁신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을 수 있다. 둘째, 서비스업

차이가 있으며, 향후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도 다르다.

에서는 고객과의 접촉 면적과 강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그리고 사례 조사된 4개의 서비스업에서 모두 크고 작은 형태

일터혁신에서는 고객의 관여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로 기술혁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터혁신은 이

다. 예를 들어, 고객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

러한 기술혁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넘어 약한 형태지만 고객의 참

다. 가장 주된 기술혁신은 정보화기술이고, 부분적으로 지능기

여를 유도하는 방안의 강구도 요구되고 있다. 셋째, 서비스업

술이나 자동화기술 등으로, IT 서비스 기반 서비스업의 고학력

의 일터혁신에서는 제조업보다는 근로자들의 숙련 개발과 태

전문직들의 경우에는 정보화기술이 도구 수준으로 이용되고

도 개선 등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제조업의 일터혁신에서

있으며, 호텔업에서는 근로자들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는 근로자들의 참여로 혁신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내용이 주로

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물류

기계장비의 혁신에 있는데,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 품질과 노

업에서는 정보화기술을 이용해서 작업조직의 짜임새를 높이고

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태도와 숙련의 개선이 여전

운송기사들의 운송경로 최적화나 적재율 제고 등 작업효율을

히 주된 혁신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업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작업자들을 대체하는 정도로 발전하지

에서는 교육훈련이나 인사제도 개편 등의 일터혁신이 제조업

는 않았다. 다만, 물류업의 경우처럼 정보화기술의 발전은 작

보다 중요성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서비스업의 일터

업자들의 태도와 숙련을 통해서 작업조직의 시스템화를 촉진

혁신에서도 작업조직의 혁신은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

할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일터혁신 필요성을 낮추는 모습도 발

이다. 제조업과 달리 기계장비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경향이 있

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혁신이나 비즈니스혁신을 추진하는

기 때문에 작업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서비스업의 일

경우에 그 혁신들이 현실에 맞게 안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

터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섯째, 기술혁신과

의 현장지식과 경험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터혁신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사례들에서는 신기술의

근로자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도입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

결국 작업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신기술 사용 경

지만, 다른 업종인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과 같이 신기술의

험이 신기술을 주어진 환경에 안착시키고 그것의 효과성을 높

도입이 근로자들을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도

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

존재하고 있어서 기술혁신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된다. 그럼에

신과 일터혁신이 상호 촉진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간접

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신기

고용형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하청 계

술의 도입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열화되어 있는 간접고용 형태가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서비

최대 장애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스업의 일터혁신에서 최대 장애 중 하나는 간접고용 형태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

특히 저숙련 서비스업에서는 간접고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의 일터혁신은 단일한 것이 아

어서 그것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니라 여러 유형별로 서로 다른 일터혁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간접고용 형태 속에서 일터혁신을

다. 작업조직을 구성하는 근로자들의 학력, 숙련수준, 그리고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직무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재량권과 숙련, 팀 작업 등의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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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전체는 기계산업 내에서도 특히 공작기계, 반도체장

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비, 건설기계에 초점을 두고 경험연구를 수행했다. 본 총론 편

연구(I) : 총론 편

과제, 한국 기계산업 및 육성정책의 역사적 전개, 기계산업인

에서는 기계산업을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인적경쟁력의

력활용 양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
부의 인력양성지원 및 숙련관련 정책, 그리고 기계산업 내 주
요 협회들의 역할과 기능 등을 다루었다.
오늘날 융복합 인력양성 집중에 따른 기계산업 숙련형성 약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화, 산업계 수요 반영 인력양성 여부 우려, 기계산업분야 인력

박선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연구교수)

및 훈련 수급 현황 분석의 중복 또는 분절, 양성 인력의 수준

정만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이 및 운영기관의 역량 차이, 그리고 기업규모별 훈련 지원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구분에 따른 숙련 형성 분절 등의 문제가 한국 기계산업 내에

조현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서 나타나고 있는바, 현재 정책의 실효성에 재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다.
기계산업을 포함한 한국 제조업 강화의 관건은 그동안의 ‘한
국적 경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현재 전개되고 있는 변
화상을 파악하면서, 향후 경로쇄신적인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
제조업의 미래가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조

는 것에 있다. 경로쇄신의 핵심은 숙련과 노동을 중시하는 생

업의 르네상스를 열망하는 흐름이 강하다. 그 방법론으로 놓치

산방식의 기회를 모색하면서 다양한 직무별로 구체적인 인적

지 말아야 할 것이 인적경쟁력의 강화다. 한국 제조업에서는

경쟁력 증진방안을 찾는 것이다. 정책 개입을 통한 해결은 더

그간 중간숙련의 활용 가능성과 중요성이 점차 작아져 왔고,

이상 적실하지 않거나 혁신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더욱 더 협소화될 가

과감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

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제품개발과 공정혁신 등을 망라하여 객

적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회들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우

관화할 수 없는 현장의 경험과 암묵지를 토대로 한 실숙련의

선 순위를 두고 그 과정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

양적, 질적 발전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여전히 중차

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진단과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하다. 기술발전에 걸맞게 인적경쟁력의 쇄신을 향한 타당한

이는 인적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경로설정의 모색과 연계

노력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상에서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노조 역시 숙련형성 문제에

이 연구는 한국 제조 기업들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사

양상과 인적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들을 살

측도 제품개발, 공정기술, 현장 숙련 삼자가 조직적으로 통합

펴보면서, 미래 인적경쟁력 혁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

할 수 있는 임금 및 보상체계를 고민하면서, 노사 모두가 이 주

과 그 입체적 경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일반)

제를 향해 함께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기계산업에 초점을 두고, 엔지니어-숙련기능공-현장감독자마케팅인력 등 다양한 직종들의 상태를 진단한 자매 연구들의
총론으로서 전체 연구사업들의 가이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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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암묵지 축적(accumulation)의 중요성이다. 즉, 학

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문적 지식이나 특허(patent)로 표현되는 형식지(explicit

연구(II) : 엔지니어 편

(tacit knowledge)가 3개 업종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knowledge)가 아니라 현장에서 경험하며 쌓아 나가는 암묵지

이른바 ‘축적의 시간’(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015)이 엔지니어
인적경쟁력의 핵심이다.
셋째, 기업 규모에 따른 외부 노동시장 계층화(stratification)
현상이다. 기계산업 3개 업종 모두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대
기업으로 이어지는 인력 이동이 관찰된다. 반도체장비 업계의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우 전문 숙련 엔지니어(specialist)로 성장한 이들이, 공작기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계와 건설기계 업계의 경우 일반 숙련 엔지니어(generalist)로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장한 이들이 상위로 이동하게 된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엔지니어를 길러내기 위해 유무형의 투자를 했지만 결국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한 숙련 인력이 이직하면서 상당한 기회비
용(opportunity cost)이 발생한다.
이렇듯 기계산업 엔지니어의 인적경쟁력 문제를 해결할 정책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포용적 연구개발(patient R&D)과 숙
본 연구는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건설기계산업을 중심으로

련형성 지원, (2)지방 거점 대학 활성화와 지역 혁신(regional

하여 기계산업 엔지니어의 인적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innovation)을 제안한다.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미국 민간영

위해 기업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직무

역의 혁신 투자는 실패를 포용하면서 장기(long-term) 투자를

(roles and tasks), 숙련형성(skill formation), 노동시장(labor

통해 결국 큰 성과를 내는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의 성격을

market)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기계산업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연구개발 실패를 감내하고 재도전

엔지니어의 인적경쟁력을 결정하는 조건과 상황, 여건과 환경

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연구개발(patient R&D) 정책으로 전환

을 기업 설문조사와 사례 탐구를 통해 폭넓게 살펴보았다.

해야 한다. 즉, 유행을 타지 않는 기계·재료 기초 분야 연구에
대한 장기 비전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계산업 3개 업종에 속한 엔지니어의 인적경쟁력과 관련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분업화(division of labor)의

기계산업 3개 업종 모두 제조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술적인

역설이다. 공작기계와 건설기계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력보다 맞춤형 설계 혹은 가격경쟁력을 개별 기업 차원의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덜 세분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와 장비를

일반 숙련 엔지니어(generalist)가 대기업에서 체계적으로 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산업에 유

업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 숙련 엔지니어(specialist)보다

입되는 인력의 기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폭넓은 잠재력을 기르면서 이른바 ‘전천후 엔지니어’로 성장

위해서는 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 거점 대학 활성화가 필요하

하게 된다. 어떠한 범위(scope)와 정도(degree)로 직무 분업

다. 기계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부흥을 위해서는 지방

화를 할 것인지는 가치사슬상 위치, 기업 규모, 기업 전략 등에

거점 도시-대학-산업을 하나로 묶는 클러스터(cluster) 대형

따라 달라진다.

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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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교육시설 투자가 많

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계산업에서 기존의 대량생산

연구(III) : 숙련기능공 편

력 기여도는 줄어드는 반면, 제품개발과 품질개선에 필요한 숙

방식에 맞게 반복적인 업무에 적응해온 숙련 기능인력의 경쟁

련 기능인력의 경쟁력 기여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기계산업에서 숙련 기능인력의 인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제품개발과 생산방식 혁신, 품질개선 등에 역할을 강화하는
숙련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 나타나는 사례와 같이 숙련 기능인력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제품 개발과 설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도를 높이고, 숙련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기능인력의 지적 숙련을 강화하는 생산방식의 도입과 숙련 기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능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

기계산업의 숙련 기능인력의 인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숙
련 기능인력의 숙련형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직업능
력개발 교육훈련 시스템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계산업 업종별로 숙련 기능인력의 역할과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한 숙련 기능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기계산업에서 새로운 제품개발, 품질개선, 생산성 제고를 위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는 제품개발, 설계, 제조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산업의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적숙련 중심의 숙련 기능인력을

반도체장비, 건설기계, 공작기계 업종에서 숙련 기능인력이 경

양성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쟁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숙련 기능

기계산업의 숙련 기능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계산

인력이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숙련 기능인력이 기

업 업종별로 기계장비, 작업방식의 특성에 맞는 이론, 기술, 제

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춧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

조공법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전문대·특성화고에 맞춤형 기술인력

위해 기계산업의 숙련 기능인력의 역할과 기능, 숙련형성 과정,

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러닝팩토리와 같은 현장

교육훈련체계, 숙련기술인력 수급의 문제점 등을 사례연구를

체험형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

통해서 알아보고 숙련 기능인력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아보고

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계산업의 중소기업에서 청년 기능인력을 채용해 장기간 근

자 한다.
기계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숙련 기능인력의 고용은 감소 추

속을 유지하면서 숙련형성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점에서 기계

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계산업의 숙련구조는 업종별로

산업의 중소기업에서 생산 기능인력이 장기간 근속을 하면서

차이가 있는데, 반도체 장비와 공작기계 업종에서는 직무의 표

숙련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청년내일채

준화 수준이 높고, 건설기계 업종에서는 직무 표준화가 상대적

움공제사업으로 중소기업에서 2년 근속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재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훈

의 지원 방안에 더해서 3년 정도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정책 지

련(OJT)을 통한 숙련형성 구조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교육훈

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계산업의 중소기업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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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력의 숙련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전문대학과의

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중견·중소기업 취업연계가 활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기계산업의 중소기업들이 숙련 기능

발해지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인력의 성장을 담보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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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일부 사업장들에서 현장감독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

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와 필요가 확인된다.

연구(Ⅳ) : 현장감독자 편

의 운영실태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체계화된 모델 및 사례와는

전반적으로 한국 기계산업을 통해서 보았을 때, 현장감독자

여전히 거리가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에서 현장감독자 역량증
진의 공간이 확보되고, 그러한 길을 통해 산업혁신과 일자리의
재구성을 이루는 것은 향후 계속해서 기대되지만, 근래의 변화
들을 보면 한국 제조업의 현장감독자 활성화 모델이 반드시 일
본식의 길을 전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현장감독자의 기능적 역량의 일부를 강화시키는 것이 전체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적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정합성 있게 작동하지 못할 여지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의 정립이 요구된

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다. 향후 디지털화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논리의 재편 속에서
현장기능인력의 역량 전반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가운데 이 주
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의 강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출발은 공적 재원을 동원하여 현장감독자를 기업들
이 교육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식이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의 격화 속에서

보다 더 현장에 밀착한 후속 연구들이 그 새로운 경로를 모색

한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조업의 중

하고 있는 현장의 흐름들을 깊게 진단하고 그를 토대로 타당한

심 업종 가운데 하나인 (일반)기계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

정책의 처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감독자들에 주목하면서 그들에 대한 현재의 활용방식을 파악
하고, 현장감독자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개선해 나갈 수 있
는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한다. 현장 기능인력 중에서도 제조업
의 가공능력, 생산능력을 높이고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감독자들의 기능과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기계산업 중에서도 크게 3개의 소업종, 즉 건설기계,
반도체장비, 그리고 공작기계에 주목하여 현장감독자들의 역
할을 분석하였다. 약 2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고, 8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 기계산업의 현장감독자는 형식적으로 특
별한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 대한 투자나 활
용의 측면을 보면 실질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
면서도 부분적으로 세 업종들의 양태는 일정하게 그 안에서 차
별적으로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다. 반도체장비나 건설기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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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마케팅은 전형적인 B2B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기

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계산업 영업 기능의 특징은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영업의 완

연구(Ⅴ) : 영업, 마케팅 인력 편

제품에 대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영업

수가 판매 행위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고객이

기능은 판매 역량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직접 사후관리(A/S)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매우 다양하
다고 볼 수 있다. 영업과 마케팅 기능은 기계산업에서 점차 그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계산업이 제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품을 판매하는 기능뿐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관리하는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능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성 (충남대학교 교수)

공작기계, 건설기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산업을 구분하여

임무송 (금강대학교 교수)

살펴보아도 산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기업 단위에서도 그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리고 산업 단위에서도 영업이나 마케팅 기능을 대상으로 관리
와 육성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
향은 해당 기업이 완성제품을 만드는 기업인지 그리고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지에 관계없이 확인된다. 그러나 기업규모를 기
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육성에 대
본 연구는 기계산업 중 건설기계,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산

한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통해 육성

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로 가는 확장 경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 또한 영업이나 마케팅 기

영업과 마케팅 기능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와 관련한 인력의

능의 특성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큰 교육훈련 차원에서

인적경쟁력을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단위에서 더 나아가

기계산업은 제조업의 주요한 산업 중 하나로 전통적인 제조

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인력에 대한 관리와 육성을 보

업 영역에 속하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제품과 생산의

면, 산업의 조력자인 협회와 관련 기관에서 전개하고 있는 여

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디

러 사업을 살펴보아도 다수의 기업이 영세하다는 점에서 영업

지털 기술의 접목은 고객의 보다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니즈

이나 마케팅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은 전개하지만 영업이나 마

를 반영하는 데 용이한 것으로, 공작기계 업종, 건설기계 업종,

케팅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그리고 반도체장비 업종에서 특히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활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나 마케팅 기

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산업적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인력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

기계산업의 영업과 마케팅 기능의 특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영

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과 마케팅은 고객과 회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첫

그리고 보상체계를 보면, 세부 산업과 관계없이 영업이나 마케

째, 고객에게 좋은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여 편의성을 제공하는

팅 기능에 대한 보상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

한 측면이 있으며, 둘째, 기업에게 기본적인 판매 행위를 통해

타난다. 그 이유는 기업이 해당 기능의 독보적인 기능 수행보

매출을 발생시키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달하여 새

다는 타 기능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업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기

로운 제품 개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계산업의 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이나 마케팅은 기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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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업 성장의 씨앗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확장되어 산업 성

는 영업이나 마케팅 기능과 인력 육성 사업은 찾기 어렵다. 개

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영업이나

별 기업들이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

마케팅 인력을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

원과 더불어 보다 직접적으로 영업과 마케팅 기능을 육성할 수

한 것으로 보인다.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산업 단위의 교육 컨소시엄을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 기계산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업 특수적인 영업과 마케팅 역량

업 발전에 영업과 마케팅은 현재도 그러하지만 향후 더욱 중요

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업, 마케팅과 관련한 보편성 있는 교육훈

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산업의 경우 영업이나 마케

련은 가능하다. 교육내용으로는 영업과 마케팅 인력이 갖추어

팅이 단순 판매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제품 사후관리뿐 아

야 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 방법

니라 제품 개발과 제조 등 기업의 전 생산 및 판매 과정에 관여

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현재 해당 산업에서 중요한 사업 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기계산업 내 제품들이

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기능들을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통해 기업이 직접 고객의 제품을 관리해

육성하는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야 하는 기능을 요구받을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 판매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은 대상을 구분하여 두 가지 방

경로가 확보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품 관리를 담당하는 영업 기

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영업과 마케팅 기능을

능이 더욱 더 한 기업 내에서나 기계산업 내에서도 중요해질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잠재적으로 영업과 마케팅 기

새로운 제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능을 담당할 수 있는 현재의 연구개발, 제조 등의 인력에게 영

영업과 마케팅 기능에 대한 국가 단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영

업과 마케팅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도가 필요하다. 연

업과 마케팅 관련 연구 분야에서 B2B영업이라는 점에서 B2C

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업과 마케팅 기능은 기업 내 여

영업과 구분되는 특징을 논의할 뿐, 국가 단위에서 이러한 기

러 기능을 두루 알아야 하며, 한편으로 알고 있는 인력이 수행

능을 활용하여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심은 적었다. 이러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영업과 마케팅 인력수급 측

점에서 해당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환기할 필요

면에서 기업 내 여러 사람들이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잠

가 있다. 셋째, 기계산업 단위의 영업과 마케팅 인력 육성 정책

재력을 높여주는 시도도 필요하다. 다섯째, 영업, 마케팅 기능

수립이 필요하다. 국가는 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계속적

의 강화를 위하여 개별 기업 단위의 성과 중심 보상체계 마련

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산업 내 다양하

이 필요하다. 기업들에서 이루어지는 영업과 마케팅 인력의 동

게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정책 수립은 부재

기부여 체계를 보면, 기업 단위의 보상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인력 육성 정책 수립과 더불어

있어 다른 직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기계산

개별 산업 단위에서 여러 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

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력 육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영업과 마케팅 기능 향상을 본격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기업이 해외 시장 등 향후 유망

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현재 인력개발에 관해서는 산업 내 주

한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영업과 마케팅 등 기

요한 몇몇 협회에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

능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이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

면 다수의 사업이 기술개발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

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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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초광역권역별(수도권, 강원제주권, 충청권, 호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5 :
보고서명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와

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지역노동시장권의 노동시장 구조
를 살펴보았다. 3장의 분석결과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역
에 고학력, 고숙련, 청년층을 기반으로 한 거대 노동시장이 형
성되어 있으며, 초광역권역 내에서도 거점 도시로의 쏠림 현상

특성 연구

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군 단위의 소규모 노동시장은 농림
어업 취업자 비중과 고령층, 저학력 및 저숙련 취업자 비중이
높았으며, 나아가 호남권과 동남권처럼 특정 산업이 발달한 초
광역권역은 하위 지역별 제조업 및 농림어업 이분화가 큰 것으
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연계중심 군집법을 활용하여 중첩된 지역노동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시장권을 도출하였다. 공간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노동시장

임슬기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 연구원)

권 역시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상위 중심지와 하위 중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심지의 위상을 구별하지 않은 채 도출된 노동시장권은 공간 구
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첩된
지역노동시장권을 도출한 결과에 의하면, 도출된 대규모 노동
시장권 내에서도 특정 지역들이 여러 개의 하위 노동시장권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식별하고, 지

포함되어 각 노동시장권별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역노동시장권별 노동시장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노동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공간의 위계구조와 중첩구조를 반영하

시장권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중첩된 지역노동시

는 연계 중심 중첩 노동시장권 설정방법은 지역노동시장권 연

장권을 분석함으로써 광역권역 내에서의 지역노동시장 간 위

구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계 및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권과 연계될 수

지역고용정책 수립과 지역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서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노

비스 공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제2장에서는 윤윤규 외(2012)에서와 마찬가지로 Coombes

동시장권은 지역고용전략 수립에 있어서 공간적 범위를 제공

and Bond(2008)가 사용한 ‘수정된 쿰즈 방법론’에 기초하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근 기초 지자체 사

지역노동시장권을 도출하였다. 2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

이에, 더 나아가 광역 지자체를 넘어서는 인근 기초 지자체 간

출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갯수가 전국적으로 134개이며, 이는

동일한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

윤윤규 외(2012)에서 분석한 2010년의 137개보다 다소 감소

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안에서 취업자들의 공간적 행태

한 갯수이다. 특히, 충청권에서의 변화는 세종시 및 진천군, 음

가 굳이 행정구역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군과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

따라서 지역고용전략 및 지역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

였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전정책이

역노동시장권을 공간적 범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

지역 단위에서의 노동시장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유추해

역노동시장권의 동태적 변화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시사점을

볼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과 2015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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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 지역노동시장권의 동태적 변화의 핵심에는 행정중

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노동시

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출범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권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

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의 근저에는 지역노

환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었음을 감안하면, 결국 지역균형발전

동시장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정책이 지역노동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

체, 그리고 기초 지자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노동시장권은 지역균형발전

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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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간 분쟁의 진행 경과를 복기했다.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제3장은 노동조항의 실체법적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제1절
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 원리

관련 분쟁의 유형과

및 권리에 대한 선언」과 「ILO 헌장」의 의미와 역할을 검토했
다. 먼저 현안인 「한국-유럽연합 FTA」 제13.4조 제3항의 첫

법적 쟁점 분석

번째 문장(입법의무)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체약국 스스로
의 판단으로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리를 존중, 촉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행위를 하고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위 원리가 추구하는 목표의 최저
기준 혹은 핵심 내용만큼은 곧바로 이행·보장할 의무를 부과
한다. 관련 ILO 기본협약 규정과 이행감독기구(예 : 결사의 자
유 위원회)의 결정례는 목표/가이드라인이 되기에 사안의 조
치와의 불일치가 주장·증명될 시, 일응의 위반(prima facie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violation )이 성립한다. 이 경우 피소국은 해당 조치의 타당성
(reasonableness)과 합리성(rationality)을 각각 입증함으로
써 사안의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제2절에서는 강제노동 금지 의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
노동은 오랫동안 국내 문제였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 유

폈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논란

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내 노동 관련 의무

이 있지만 군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기에 제29호 협약 위

규정(노동조항)의 이행을 두고 EU와 분쟁을 겪으면서 노동은

반의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단계적 폐지와 함께 보충역 대상

국제문제가 되었고 통상문제가 되었다. 우리와 체결한 FTA에

자의 현역 복무 선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재소자가 외

현대적 노동조항을 보유하고 있는 EU는 미국과 인권과 노동

부 기업체 등에 통근하여 작업하는 것, 재소자의 공식적 동의

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 그간 상당한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

가 요구되지 않는 위탁작업 및 민영교도소 교도작업 등은 문제

해 왔다. 우리가 그들과의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다면 - 개연

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상 취업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소자

성은 높지 않지만 - 미국은 궁극적으로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

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교도작업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

고(한-미 FTA), EU는 그것을 동기로 삼아 반덤핑규정 등을 적

완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항의 법적 쟁점을 포착·분석해 설

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

득력 있는 법해석론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

면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자유형(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

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보고서는 먼저 제2

이는 제105호 협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징역형’으로

장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최근 국제통상환경을 살폈다.

되어 있는 법정형을 ‘금고형’으로 바꾸는 것을 단기 해법으로

특히 그 흐름을 주도한 국가인 미국의 정치적 배경 및 통상정

제시했다.

책 변화를 검토했다. 차기 바이든 정부에서도 ‘트럼프 내러티

제4장은 노동조항의 절차법적 쟁점, 특히 노동조항 위반 시

브’는 여전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 노동조항의 공세적 활용을

직·간접적으로 발동될 수 있는 무역조치의 적법성을 분석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종 국면에 들어선 EU와 한

다. 제1절은 「한-미 FTA」 특혜관세 철회의 수준 쟁점(‘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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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을 검토하였는데, 제소국

자국의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확인

이 철회할 수 있는 (FTA상 부여된) 특혜관세의 수준은 그 무효

했다. 다만 이러한 무역-노동 연계 제도가 우리에게 적대적으

화되거나 침해된 (승소국의) 혜택에 상응해야 하고, 이는 금전

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해 해당 제도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 기준이 되는 것은 변화된 무

협정 및 판례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될 점은 없는지, 우리가 원

역량(trade flow)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제2절은 한-EU

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검토했다.

FTA 위반을 동기로 하여 EU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2018년

제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분쟁의 리스크를 줄이

경 개정·시행된 유럽연합의 반덤핑규정(계산방식 변경과 무역

고, 유사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간결하게 정리하

구제 현대화 규정)과 2014년에 채택된 공공조달 지침을 간략

였다.

히 짚어보았다. 두 규정 모두 무역상대국의 국제노동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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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대부분은 최대한 준법경영을 통해 이후에 발생할 수

인도네시아 노동체제와

있는 다양한 위험들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분란이

한국기업의 적응에 관한 연구

경우 노사관계에 대해 상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을 들이

일어날 소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기업 지사들의

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과거 직간접적으로 경
험한 갈등이 초래하는 엄청난 비용에 대한 자각에 기반한다.
향후 신남방정책 등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와 교류가 보다 활
발해진다면, 그간 한국기업들의 시행착오와 현재 터득해 두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있는 해법들을 잘 수집하여 공공적인 노하우로 승화시켜 공유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해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

엄은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로 현지에서 기업들의 현지화 및 글로벌화를 성공적으로 이루

이준구 (한양대학교 교수)

어 가도록 노사관계 운용 컨설팅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정확

전제성 (전북대학교 교수)

하고 쓸모 있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식의 배양과 전파에 집
중해야 하며, 노사관계나 인건비에 민감한 업종들에 대해 보
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이다.
대다수 기업들은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한국 자본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것은 꽤 긴 역사를 지니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생산기지로서 인도네시아가 갖는 장점

있으나, 한국기업들이 현지 노동체제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을 더 활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한 의지는 사회경제적으로 비

에 대한 연구는 깊이 있게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본 보고서는

즈니스의 조건이 잘 유지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는바, 한국 정

이러한 연구의 필요를 채우며,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의 역할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

신남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고용노동정책의 측면에서

러한 여건 조성에 다방면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전

어떠한 방향성과 내용성을 지녀야 할지 모색해 보는 함의를 갖

제 위에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인도네

는다. 나아가 이른바 ‘사회적 아시아(Social Asia)’ 구현의 시

시아의 노동과 한국의 자본이 함께 신뢰를 쌓아가면서 도모해

각에서 동남아 노동체제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한국 정부와

야 할 것이다.

기업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동남아 진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
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례에 초점을 두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
시아 노동체제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노사관계를 중심에 두
고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에서 동남아시아의 노동과 한국의 자
본이 결합하면서 형성되는 긴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해소되고
있는지를 현지에 진출한 한인기업들의 경영행태와 선택들을
파악하며 진단해 보았다. 그들은 대체로 경영의 ‘현지화’를 충
실히 도모하면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추구할 필요성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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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용지표의 변동 원인과 고용기준치의

이해대변
중·고령자의 은퇴의도와 은퇴행동

설정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관련 분쟁의

고령 노동과 빈곤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유형과 법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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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윤과 소득 불평등

민주적 기업 모델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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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해결 및 예방기능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확산과 가계 지출 변화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성 변화와 정책과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3. 일반연구과제
온라인 쇼핑 확대가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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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사용 확산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음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5 : 지역노동시
장의 공간적 범위와 특성 연구

임금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분석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와 인력
관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적 분석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일자리(II)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 직업능력

서비스산업 일터혁신의 사례 연구
방송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실태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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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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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Ⅲ) :

개발사업

청년
유인형 일자리 특성 연구

숙련기능공 편
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Ⅳ) :


청년층
일자리 현황과 변화 전망
자영업 경영 상황의 동태적 변화 연구(Ⅲ)

현장감독자 편
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Ⅴ) :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 북유럽 비교연구

일터혁신과
근로자 참여 및 역량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현황과 과제 : 실태조
사를 중심으로

4. 협동연구과제
경제특구의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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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 센터 · 연구본부별 연구사업
1. 노사관계혁신사업과 공공부문사업
노사관계혁신사업에서는 구조적으로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형성·발전시켜 나아갈 노동체제에 관
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과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노사관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KLI 노동포럼’을 운
영하면서 주요 산업·업종별 노사관계 쟁점을 분석하고 중장기 노사관계 발전방향을 토론하였다. 한국 노사관
계 관련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 통계 및 데이터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진행하였다. ‘노동판례 리뷰사업’
에서는 매월 40~50여 개의 노동판례를 분석하고, 중요 판례를 전문 연구자의 주석과 함께 매월 발간되는 『노
동리뷰』에 소개하였다. 비교법적 측면에서는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국가로 영국을 선정하고 ‘노동관계법령
번역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노동의 미래 포럼’을 운영하였다.

2. 노동동향분석사업
노동동향분석사업은 노동연구에 필요한 기초적 노동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대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심층적이고도 시의성 있는 노동정책 관련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매월
발간되는 『노동리뷰』에서는 국내의 고용 및 노사관계와 관련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 논의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등재학술지로서 분
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노동정책연구』는 노동 관련 이슈들과 이에 대한 정책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연간 1회 발간하는 『KLI 노동통계』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관련 연
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에서의 핫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를
통해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발간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이슈를 요약하여 바람직한 노동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KLI 고용·노동브리프』를 발행하고 있다.

3.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 평가사업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 평가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 제시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전략 모색을 목표로 지역 수준의 노동시장 분석, 지역별 고용창출 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온라인 쇼핑 확대가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 소매업을 중심으로』,
『배달앱 사용 확산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음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5 : 지
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와 특성 연구』를 연구사업으로 수행하였다. 비연구 실행사업으로는 국내의 지역고용
전문가, 지자체별 지역발전연구원 전문가, 정책실무자, NGO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KLI 지역고용포럼’을 구
성하여 지역고용 관련 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각 지역의 일자리사업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을
운영하고, OECD LEED와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양극화로 인한 다수의 저임금 근로자 발생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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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저임금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추진
의 경과와 차후 과제를 정리·검토하고, 플랫폼 이코노미와 근로빈곤 실태분석 및 저임금 부문에 대한 통계자료
축적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저임금 부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저임금 부문 노
동시장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 및 정책적 대안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성 임금 격
차 및 성별 임금 격차 연구와 관련 정책 마련에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임금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분석』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5.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사업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사업은 기존의 연공 중심 임금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
계를 개발하며, 학력·연공서열보다는 직무역량에 적합한 직무 및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의 공정한 임금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
도에 대한 분석과 서구의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사례,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방안을 도출한 『공공기
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적 분석』 연구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상을 조명
하고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인력관리 이슈를 탐색함으로써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 다루어야 할 인력 이슈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와 인력관리』 연구를 수행
하였다.

6.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사업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
고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정책을 제시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이중구조 개선 및 이를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위하여 2차년도 연
속사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일자리(Ⅱ)』 연구와 청년층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의 설계 방향 및 내
용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다룬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구, 청년 유인형 중소기업,
산업·직종의 특성 및 요인을 분석한 『청년 유인형 일자리 특성 연구』, 청년 일자리 현황 파악 및 청년 일자리의
변화 전망을 분석한 『청년 일자리 현황과 변화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청년층 고용·노동문제 해
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층 고용·노동통계집 및 청년층 실태조사를 지속사업으로 수행하
였으며 청년층의 일자리정책을 이끌어 갈 각 주체들 사이의 지식공유와 협력네트워크 토대 마련을 위한 ‘청년
이 미래다 포럼’을 운영하였다.

7.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사업은 자영업 내에 종사하는 모든 취업자[고용주(고용원이 있
는 자영업자),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며, 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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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조사통계
와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지난 1년간 자영업 상황 변화를 분석한 『자영업자 경영 상황의 동태적 변화』와 북유럽
의 ‘겐트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자영업에 대한 사회법제 적용의 논의를 풍부하게 해 줄『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 북유럽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8.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 연구 및 지원사업(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 연구 및 지원사업은 기존 국내외 일터혁신 연구의 종합 및 정책 과제의 도출
및 중소기업 일터혁신 지원 정책의 점검, 중소기업 현장혁신 촉진을 위한 안정적인 공론장의 마련을 추진하였
다.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컨설턴트는 물론 인사 노무관리자, 노조 간부가 참여하는 일터혁신 포럼을 운영하
여 일터혁신과 관련한 정보와 아이디어가 교류되고, 피드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이슈
를 파악하고 전문가 발표 및 논의를 통한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노동건강정책 포럼’을 운영하
였다. 또한 『일터혁신과 근로자의 참여 및 역량』 연구를 통해 근로자 현장숙련개발의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고 ‘서비스업’을 일터혁신 실태와 사례연구 업종으로 선정하여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현황과 과제 : 실
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와 『서비스산업 일터혁신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9. 장시간노동 해소와 일·생활 균형 연구사업
장시간노동 해소와 일·생활 균형 연구는 주 최대 52시간의 시행 이후, 산업과 업종별 정책 효과를 검토하
고, 근로시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후속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매년 산업별(관광산업, 방송산업, 교육서비스업)·영역별(야간노동, 교대제노동) 근로시간 및 삶의 질 실태를 조
사하는 한편, 해외 각국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매년 기획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에 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정책과제 연구도 매년 수행해 왔다. 이와 함께 연
중 WLB(워라밸) 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환경과 세부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의 수행 과제로는 『방송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실태와 삶의 질 연구』, 『병가제도의 현
황과 정책적 개선방안』, 『2018년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화와 정책
적 시사점』 등이 있다.

10. 제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사업
제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에서는 전환기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증진을 통한 제조업 르
네상스의 실현을 도모함에 있어 주요 직종별 인력들의 경쟁력 증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탐구했다.
다양한 인력들의 인적경쟁력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제조업 일자리들의 양질화와 주
요 직종별 인력수급의 해결책 마련을 모색해 보았다. 2020년에는 기계산업을 대상으로 정했고, 그 중에서도
공작기계, 건설기계, 반도체 장비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했다. 각 업종별로 공통의 타깃 직종으로
엔지니어, 숙련기능공, 현장감독자 및 마케팅 인력 등 4개를 선정하여 그들의 인적 경쟁력 진단과 인적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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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향한 기업별 전략 및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5개의 정
책연구를 기획, 수행하여 그 결과로 『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Ⅰ) : 총론 편』, 『기계산업 인적경쟁
력 강화방안 연구(Ⅱ) : 엔지니어 편』, 『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Ⅲ) : 숙련기능공 편』, 『기계산업 인
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Ⅳ) : 현장감독자 편』, 『기계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Ⅴ) : 영업, 마케팅 인력 편』
등 총 5편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11.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 연구사업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 연구사업은 급속하고 대규모적인 산업화 과정 속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
에 경제개발모델을 넘어 각국별로 적합한 노동시장, 노사관계 사회정책 차원의 제도 및 정책수단들(최저임금,
노동기준, 노동통계 생산, 실업보험제도, 개별적/집단적 노사분쟁조정 제도 등)의 구축과 보완을 지원함으로써
동남아 각국의 사회적 발전을 돕고 아시아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
년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2개국을 대상으로 두 나라의 노동체제 및 한국 기업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하고 점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베트남 노동체제와 발전방안』 연구와 『인도네시아 노동체
제와 한국기업의 적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2. 사업체패널조사
사업체패널조사는 고용 및 노사관계와 관련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사업체의 총괄적인 실태를 격년으
로 조사하는 연구사업이다. 고용 및 재무상황에 대한 양적 자료수집에 그치지 않고, 인사관리제도, 고용 및 경
영관리, 노사관계와 같은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변화하는 사
회경제적 환경에 조응하는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모델 정립에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
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년간 축적된 사업체패널 연구 자료의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협조하에 고용보
험DB의 피보험자 정보와 사업체패널조사의 사업체 정보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등 자료의 품질개선을 위해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및 워킹페이퍼 공모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확산 및 학계·
연구계·정계 간 연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체패널을 이용한 관련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조사의 인
지도, 활용도 및 신뢰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13.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가구 및 가구구성원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실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종단면조사로 고용노동정책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1998
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과 일자리 참여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워크숍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여 정책개발과 관련 연구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노동패
널은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 설명회 및 기초분석 방법론 워크숍’,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
최하여 연구성과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연구기관, 대학, 개별 연구자 등의 학술·논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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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연구보고서 등에 활용되어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으며,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 『노동패널자료』
등 패널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패널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지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14. 고용영향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제도 등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하고 제안하는 연구사업이다. 고용영향평가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첫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을 시행할 때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해당 조치들이 본
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권고하는 정
책고용영향평가가 있다. 둘째, 정부 재정사업에 따른 예산 사용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수를 추계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15. 고용안전망연구사업
고용안전망연구사업은 ‘고용안전망연구센터’라는 상시적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중장기
운영 및 재정건전성 제고, 고용보험 사업 및 관련 고용정책 운영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중장기
재정 추계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사업이며, 2020년에 모두 7개 연구사업이 수행되었다. 『주
요국 고용보험 정책동향』 연구는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들의 최신 정책운영 실태 및 쟁점,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시의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추계』 연구는 코로나19라
는 외생적 충격으로 악화된 고용여건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고용보험 재정 불확실성을 전제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정 적립
배율과 보험료율 등을 검토했으며,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징수 개선방안 연구』는 사회보험 부과징수 체계 개
편에 기반하여 사회보험 행정효율성 제고 및 보장성 강화 목적의 중장기적 제도 통합을 전제로 한 고용산재보
험 부과징수체계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연구』
는 시간제 근로자 급증 현상에 맞추어 시간제 근로자 및 복수 일자리 취업자의 일 행태를 파악함으로써 실업급
여 지급방안 개편 등의 정책 대안을 모색했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연구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 및 재취업 행태, 원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중장년 고용장려
금 재정지원 방향 연구』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고용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
장려금 정책 방향을 모색했고, 『무급휴직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지원 방안 연구』는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제도, 관련 해외사례들을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연구사업
의 수행 내용과 주요 결과들은 본원의 고용보험제도 및 노동시장 연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상시적 토론과 논
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책대안으로서의 객관적 엄밀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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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콘퍼런스
KLI-JILPT 공동 웨비나 : 코로나19가

주최: 한국노동연구원,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대응

일시: 2020. 11. 18
장소: 한국노동연구원 7층 대회의실(온라인 세미나)
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의 고용노동정책을
논의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The 11th ASIA Future Forum

주최: 한겨레신문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세션) -

일시: 2020. 12. 3

비대면시대의 노동 : 거리두기와 연결하기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따른 원격근무, 재택근무의 확산
등 근무형태의 변화와 비대면 시대의 고용노동정책 등을 논의

제18차 동북아 노동포럼 :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노동 정책

주최: 한
 국노동연구원,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CALSS)
일시: 2020. 12. 18
장소: 한국노동연구원(온라인 회의)
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일하는 방식
의 변화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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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론회 및 세미나
한국노동패널 2020년 데이터 워크숍

주최: 한국노동연구원
일시: 2020. 9. 11
장소: 한국노동연구원 5층 대회의실(온라인 생중계)
내용: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
이용에 대한 설명회와 분석방법론에 대한 강의 개최

개원 32주년 기념세미나 :

주최: 한국노동연구원

코로나19 고용위기와 정책대응

일시: 2020. 9. 23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1층 대강당(온라인 생중계)
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노동시장 및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필요한 노동·사회정책의 방향을 논의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노동연구원

공동 정책포럼 :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일시: 2020. 10. 27

진단과 해법

장소: 은행회관(온라인 개최)
내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의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정규직 정책 방향 등을 논의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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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 토론회 :

주최: 한국노동연구원

자기 땅에서 소외된 노동자들 -

일시: 2020. 11. 13

노동법의 보편적용을 위하여

장소: 청년재단 강의실
내용: 야간노동자를 위한 인간중심 분업구조 및 노동법의 보편적용을
위한 실천 과제 등을 제시

2020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주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등
일시: 2020. 12. 4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1층 (온라인 생중계)
내용: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교육, 만족도, 가계소비, 노동
시장, 세대이동성/젠더 등의 주제로 한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

2020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

주최: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일시: 2020. 12. 9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1층 대강당(온라인 생중계)
내용: 기술 발전 및 제도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
가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공유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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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및 이슈페이퍼 소개
정기간행물

노동리뷰(월간)

국제노동브리프(월간)

노동정책연구(계간)

노동 관련 쟁점이나 주요 사안에

국제 노동 및 연구 동향에 대한 정

노동시장,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대해 논점과 전망을 제시하고 시

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제공

노동법 등 다양한 노동과 관련된

의성 있는 노동현안에 대한 분석

주제를 다룬 학술논문을 수록하여

제공

제공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임)

이슈페이퍼

KLI 고용 · 노동브리프(수시)

KLI 임금정보브리프(수시)

KLI 고용영향평가브리프(수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등 노동 관련

최근 임금동향 및 직무체계에 대한

각종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정책 중심

각종 정보 및 임금체계 개편 사례

영향을 분석하여 고용효과 제고

으로 간결하게 제시

제시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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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용역보고서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발주처

1

중장기 고용전략수립 연구용역

전라북도

2

자영업 통계 기반 구축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

노동시장 불평등 현황과 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

공공기관 임금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기획재정부

5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근로소득 격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확산방안

산업연구원

7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분석

고용노동부

8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고용혁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4차 산업혁명 시대 고급인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국내 노사관계제도 정비의 쟁점과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노동시장 전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2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진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

고용영향평가사업 위탁

고용노동부

1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5

모빌리티 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16

40대 고용실태 조사 연구

고용노동부

17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기준 등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18

2020년도 임금격차 완화 지원사업(임금직무혁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19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20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위탁사업

고용노동부

21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지원사업 자체 적격성 심사

고용노동부

22

2020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평가

고용노동부

23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4

두루누리사업 중장기 개편 등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안정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5

지역산업위기 예측모델 연구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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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내 외국계 완성차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쌍용차 중심)

고용노동부

27

2020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고용노동부

28

노동시장분석센터 위탁사업

고용노동부

29

청년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3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고용전략 연구

고용노동부

31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위탁사업

고용노동부

32

택시산업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복지 개선방안 연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33

외국인 취업자 노동시장 영향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34

2019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고용노동부

35

폴리텍 항공 MRO 인력양성 타당성 연구용역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36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연구(호남-제주권)

일자리위원회

37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38

지방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 현황파악 및 분류방식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39

한국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2차 연구

통계청

40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지원사업 자체 적격성 심사(2차)

고용노동부

41

2019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2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대응 :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3

노동시간 단축 사례 연구

고용노동부

44

2020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인사혁신처

45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46

중국의 로봇 활용 증가와 고용관계 변화

산업연구원

47

Post 코로나 시대의 고용정책방향

기획재정부

48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49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체계 개편 모델 연구

고용노동부

50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포럼」 운영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51

코로나19 방역정책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성 평가 시범 SW 결과물 제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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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21년 연구계획

2021년 주요 연구목표
1

코로나19 대응 정책 현안 연구 추진 및
포스트코로나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 발굴·수행

2

학제 간 협동·융복합 연구와
기초연구의 활성화 및 연구 데이터
인프라 강화

3

수요자 중심의 현장 친화적인
정책 대안 제공

4

국민이 정책연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강화

· 코로나19 대응 등 정부 정책 현안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수행

· 다학제 간 협동연구 및 융·복합 연구와 기초연구의 강화
· 정책연구 기초자료 및 데이터 생산능력 강화와 공공행정 데이터
활용도 제고

· 정책 현안 적시 대응체계 구축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 현장 이해관계자 중심의 소통 채널 확대

· 홍보 수단 다각화 및 성과확산 시스템 재구축
· 고용노사관계 교육 과정의 내실화 및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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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연구과제 목록
지역화폐 도입의 지역경제 영향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 시사점: 지역고용 측면을 중심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지역상권 및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시사
점 도출

코로나19
발생 등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

으로서의 지역화폐 도입 및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출산의 소득탄력성: 미시적 이론과


양질의
최근 데이터를 활용해 출산에 대한 소득탄력성 추정 및 다른

거시적 결과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을지를 검토

미시적
단위와 거시적 단위에서의 출산에 대한 소득탄력성 문제를 조

명하여 경제적 환경이 가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
각 제시
고령시대 새로운 특징들과 노동시장


고령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들을 포함한 여러 주요 사실(facts)

성과 연구

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세우고 이를 반영한 노동시장
모형개발

고령시대
새로운 사실들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정년 의무제 시행을

비롯한 주요 제도적 변화와 관련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제조업에서의 경쟁과 고용


이윤탄력성으로
측정한 경쟁 정도 및 개별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동행하거나 후행하는 지표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조업
에서의 경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탐색

고용형태, 일자리 변동, 기술변화가


임금근로자에
비교해 자영업자 세부 집단들의 노동소득 격차, 연령-

불평등에 미친 영향

소득 관계 차이 분석 등 격차 분석

일자리
양극화,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표준고용(non-standard employment)까지 넓혀 분석해 향후 일
자리 변동 전망과 노동시장 불평등에 주는 함의 도출
생애노동과 행복의 패널분석


코로나19에
따른 다양한 삶의 변화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코로나19의 발생빈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
에서 부정적 영향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변
별하는 분석을 시도

일과
여가에 관련한 다양한 요인과 정책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함으로써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틀 및 정책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
지역노동시장과 이민


지역특성을
고려한 외국인·이민정책의 지역유연성 관점 정책 모색을

위한 실증적 연구

지역
노동시장 권역에 기반한 권역 내 노동시장 구조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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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변동성이 가구소득 변동성 및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불안정성 및 소득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소비에 미치는 영향

가계소비의 감소, 내수산업의 위축, 출산율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으
므로 고용변동과 가구의 소득변동성의 관계, 그러한 변동성이 소비와
같은 가구단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용안정, 재분
배, 소비진작 정책 수립

경제위기
시 고용 및 소득변동성이 가장 큰 가구 혹은 집단을 식별하

여 소득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의 고안에 활용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가장 효과가 높은 가구지원 방식을 고안
실/지불 근로시간 실태와 격차 완화


상이한
대상을 지칭하는 불명확한 근로시간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보

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

실(actual)
근로시간의 집계 개선과 지불(paid) 근로시간의 추정 및 지

불(paid) 근로시간의 격차 실태 및 완화방안 모색
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상 임금 원칙의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보호법에서 정하는 임금 관련 원칙을 (유

확장성 검토

추)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법해석적·입법적 정책방안을 개발·제안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

업종 수준의 직무체계 개발 및 활용연구


임금정보
제공이나 직무평가 도구개발 이전에 직무체계 구축이 필요

업종
수준의 직무체계 구축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별

기업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기에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업종 수준의 직무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활용방안을 모색

업종
수준에서 직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무중심의 노동시장 구축에

기여
사회적 경제의 임팩트 투자 모델 탐구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란 재무적 수익(financial returns)과

사회적 가치(social returns)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모델에 투자
하는 행위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종합적·학제적 접근을 통해 향후 임
팩트 투자 관련 정책과 민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AC 시대로의


코로나19
이후(AC : After Corona) 우리 사회는 탈탄소(AC·After

정의로운 전환

Carbon)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오늘날 지배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실패가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는 관점에서 ‘회색’ 자본주의 시스템의 개편 논의를 진행할 필요

기후위기의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이 생

산시스템, 사회 전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정책과제를 제시
경영평가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적·가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경영평가제도의 기원, 변화과정 및 현 상황 등에 관
한 점검을 통하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본원적인 목적과 기능을 달성
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제도에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여 공공

부문 지배구조 및 조직·인력관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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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정책 활용 연구: 기업 단위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활용실태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각 시대별로 가족친화정책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으며 기업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가족
친화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
경기침체와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경기침체
시기, 성별, 직업 안정성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함으

로써 경기침체가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와 노동시장 격차에 미치는 영
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

경기침체
시기마다 직면할 수 있는 청년층 노동, 노동시장 격차와 관

련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시사
점을 제공
노동궤적과 건강불평등


개인
간 노동궤적별 건강 격차를 이해하고,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증가

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 라이프스타일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어떻
게 변화되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

근로자들
간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 자

료로 활용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국가 비교 연구


고령자의
노동시장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유형화하며,

정책 유형별 주요 특성과 주요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관련 최
근 동향을 정리하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주요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비교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한

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수요독점, 소득분배와 총수요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가

질 수 있는 조건을 검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관한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결정(decision of whether to take

종단적 연구

up employment or not)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여성의
노동선택 성향을 감안하여 더욱 실질적인 남녀 간 시장임금 차

이를 추정하는 후속연구에 대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성별 임금격
차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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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연혁
2020’s

2021. 2. 1

제13대 황덕순 원장 취임

2010’s

2019. 5.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

2018. 4. 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

2018. 4. 1

고용보험평가센터를 고용안전망센터로 개편, 인적자원연구실 및 노동시장분석센터 폐쇄, 기획
전략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 변경

2000’s

1990’s

2018. 1. 16

제12대 배규식 원장 취임

2016. 4. 18

기획전략실, 경영지원실 신설

2016. 4. 1

부원장실, 동향분석실, 인적자원연구실, 지역고용연구실, 패널데이터연구실 신설

2015. 7. 20

노사 · 사회정책연구본부를 노사관계연구본부와 사회정책연구본부로 분리

2015. 6. 8

제11대 방하남 원장 취임

2014. 12. 10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2014. 4. 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

2013. 5. 1

고용영향평가센터, 고용보험평가센터, 노동시장분석센터, 임금직무센터 설립

2012. 6. 8

제10대 이인재 원장 취임

2011. 7. 1

노사정책연구본부와 사회정책연구본부를 노사 · 사회정책연구본부로 통합

2011. 2. 15

노사정책연구본부, 사회정책연구본부, 고용정책연구본부, 노동정책분석실, 노동통계연구실 신설

2010. 6. 1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폐쇄

2009. 1. 13

부설 뉴패러다임센터를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로 재출범

2008. 8. 22

제9대 박기성 원장 취임

2008. 3. 1

사회정책연구본부 신설

2007. 6. 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

2007. 6. 18

제8대 최영기 원장 취임

2006. 6. 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

2005. 10. 31

노사관계연구본부 및 노동시장연구본부 신설

2005. 7. 22

연구관리본부 신설

2005. 7.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

2005. 2. 25

임금직무혁신센터 개소

2005. 1. 3

데이터센터 개소

2004. 6. 18

제7대 최영기 원장 취임

2004. 3. 3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개소

2004. 3. 1

고용보험연구센터와 산업복지연구센터를 노동보험연구센터로 통합

2003. 6. 26

제6대 이원덕 원장 취임

2001. 10. 28

부설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를 고용보험연구센터에 통합

2000. 6. 26

제5대 이원덕 원장 취임

1999. 3. 15

노동부에서 경제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

1999. 2. 10

부설 산업복지연구센터 개소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 및 동법 시행령 공포

1998. 10. 7

부설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노동시장평가센터) 개소

1996. 8. 16

제4대 박훤구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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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80’s

1995. 12. 14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개소

1993. 9. 17

제3대 김대모 원장 취임

1990. 6. 19

제2대 손창희 원장 취임

1989. 3. 27

한국노동연구원법 시행령 공시(대통령령 제12667호)

1989. 2. 21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법인설립 등기

1989. 1. 29

(재)한국노동연구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승계

1988. 12. 31

한국노동연구원법 공시(법률 제4078호)

1988. 8. 25

(재)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988. 5. 14

제1대 배무기 원장 취임

1988. 5. 9

(재)한국노동연구원 설립허가

1988. 4. 11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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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원 조직도

원장

감사

경영자문위원회
감사실
연구자문위원회

부원장

고용정책연구본부

고용영향평가센터

동향분석실

기획조정실

노사관계연구본부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지역고용연구실

경영지원실

사회정책연구본부

임금직무혁신센터

패널데이터연구실

국제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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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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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임직원 현황

(2021년 2월 1일 현재)

구분

원장

선임
연구위원

인원

1

20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책임
연구원

연구원

행정1급

행정2급

행정3급

행정4급

11

9

10

2

17

3

14

16

20

행정원

연구위원 현황
직책 및 직위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합계

24

147

(2021년 2월 1일 현재)
성 명
이승렬
허재준
장홍근
이병희
오계택
김승택
김주섭
남재량
박제성
박찬임
안주엽
윤윤규
이경희
이규용
이성희
이장원
장지연
정진호
조성재
홍민기
강동우
길현종
김근주
김기선
김세움
김유빈
박명준
성재민
오상봉
오선정
이정희
장인성
정동관
정영훈
강신혁
고영우
곽은혜
김영아
남궁준
노세리
박종식
방형준
손연정
신선호
윤준현
이상준
이승호
조혁진
최세림
홍정림

주요 연구분야
노동경제, 사회보험(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고용복지(Université Paris Nanterre 경제학 박사)
노사관계, 노동정치(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노동경제, 고용안전망(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인사조직, 보상관리(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노사관계학 박사)
노동경제, 고용서비스(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직업능력개발사업(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노동시장(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노사관계, 노동법(University of Nantes 법학 박사)
산재보험, 산업안전(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노동경제, 일과 행복(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고용영향평가, 기술혁신(Cornell University 노동경제학 박사)
사회정책, 노동경제(University of Georgia 경제학 박사)
지역고용, 외국인근로자(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노사관계, 고용정책(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노사관계, 임금체계(University of Chicago 사회학 박사)
사회보험, 여성노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학 박사)
노동경제, 임금(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노사관계, 노동경제(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불평등(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지역고용, 지역개발정책(University of Arizona 지리학 박사)
고용서비스, 사회적기업(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사회복지학 박사)
노동법, 사회보장법(한양대학교 법학 박사)
노사관계, 노동법(University of Leipzig 법학 박사)
노동경제, 기술진보와 노동(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청년고용(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경제학 박사)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와 새로운 일자리 모델(University of Cologne 사회학 박사)
노동경제, 고용보험(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최저임금(Rutger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교육정책, 정책평가방법론(Syracuse University 정책학 박사)
노사관계, 이해대변(University of Warwick 경영학 박사)
고령화 및 중장기 전망, 노동생산성(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경제학 박사)
노사관계, 인사조직(University of Warwick 경영학 박사)
사회법, 노동법, 사회보장법(Kyoto University 사회법 박사)
노동경제, 거시경제(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시장분석 및 정책평가, 지역고용정책(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응용계량경제(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
사회정책, 사회인구(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사회학 박사)
노동법, 국제통상법(University College London 법학 박사)
인사관리, 조직행동(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산업안전보건, 원하청관계, 비표준고용관계(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경제성장, 노동경제(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사회정책(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제학 박사)
응용미시 및 미시계량, 난민 및 이민자 노동시장(University of Frankfurt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정책분석평가(Cornell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사관계(Stanford University 사회학 박사)
사회보장, 고령노동, 빈곤(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비정규직 노사관계, 서비스노동(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노동경제, 여성노동(Rutger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인구경제, 보건경제(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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