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연구
2022년 제22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 편집위원 〓
위원장 :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위 원 : 김정호(아주대학교)

김찬중(충북대학교)

남궁준(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노성철(사이타마대학교)

노세리(한국노동연구원)

류성민(경기대학교)

문무기(경북대학교)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박지성(충남대학교)

서정희(군산대학교)

윤자영(충남대학교)

이승호(한국노동연구원)

이영수(인천대학교)

정세은(인하대학교)

정의룡(한국교통대학교)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영섭(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황선웅(부경대학교)

“본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기고에 대한 문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한국노동연구원 이차희 연구원
전화 : (044) 287-6091
FAX : (044) 287-6089
이메일 : chaheelee@kli.re.kr

노동정책연구(제22권 제2호) 편집 : 노동정책연구 편집위원회 / 발행 :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인 : 황덕순 /
편집인 : 조성재 / 인쇄인 : 도서출판 창보 김덕영 / 발행일 : 2022년 6월 30일 / 등록일 : 2001년 7월 2일 /
등록번호 : 세종바00011 / 주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전화 : (044) 287-6091 Fax : (044) 287-6089 / 인터넷 : www.kli.re.kr

목 차

2022년 제22권 제2호

연 구 논 문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관한 실증분석 ··· (장진희) ·········

1

비공식노동의 플랫폼노동으로의 전환과정 : 플랫폼화의 명과 암
····························································· (이찬우․김진두․이상아) ········· 31

주 52시간 상한제가 직무만족에 가져다준 변화 ··············· (전혜영) ········· 69

지역의 사회 ․ 문화 여건이 대졸자들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효과
·························································································· (최형재) ········· 97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 : 베트남을 중심으로
·························································································· (오선정) ········· 127

근로자 제안제도와 기술혁신 ······························ (김동배․이인재) ········· 155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관한 실증분석(장진희) 

노 동 정 책 연 구

1)

2022. 제22권 제2호 pp.1~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http://doi.org/10.22914/jlp.2022.22.2.001

연 구 논 문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관한 실증분석
장 진 희*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종속적이
고 저임금․장시간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자발적 실업경험, 노무제공 과정에
서의 사고상해 및 질병경험, 노후대비정도 등 사회보험의 취약성이 공제회 가
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열악하
고 지배종속적인 노동환경을 대변하기 위한 집단적 목소리와 사회보험의 필요
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9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 노동환
경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순위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계효과
를 산출하여 공제회 가입의 주된 요인을 식별하였다. 분석결과, 노무제공 과
정에서의 업무지시, 관리․감독을 받거나, 서비스 가격결정권이 플랫폼에 있는
경우, 즉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또한 비자발
적 실업을 경험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공제회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향후 설립을 앞둔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에서는 전국민고용보
험과 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업공제 사업뿐만 아니라 이해대변의 역
할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이해대변기구, 실업공제, 순위형 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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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삼면
시장 속성을 지닌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여러
영역에 걸쳐 플랫폼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 가
장 두드러지고 주목해야 하는 현상이자 미래의 노동공급 방식, 일자리의 규모
및 내용,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Berg et al.,
2018).
특히 ‘플랫폼’이라 통칭하는 기술의 발전은 기존 일자리에 쉽고 빠르게 결합
하는 특성으로 인해 플랫폼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급격히 확대․증가하였고, 앞
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2012년 이후 5년간 노동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7
년에는 전체 노동인구 대비 약 2%가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Balaram et al., 2017), 미국 역시 전체 인구의 4.5%가 플랫폼노동자인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Farrell et al., 2018). 또한 JPMorgan Chase Institute는 2016
년 플랫폼노동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4개 영역 42개 플랫폼을 식별하였으나,
이후 2017년에는 플랫폼의 급격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128개 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서구 선진국에서 플랫폼노동이 확산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일자리에 플랫폼 기술이 더해짐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은 화물운송, 대리운전, 음식배달과 같은 호출형
지역기반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청소, 돌봄, 판매․영업 등 대면서비스업 일
부가 플랫폼노동에 편재된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플랫폼노동의 영역이 배
관, 목수, 예술(그림/조각), 반려동물 돌봄, 미용, 레슨, 온라인 크리에이터 등 매
우 빠르게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는 과거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약 50만 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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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김준영 외, 2018), 이후에는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 플
랫폼으로 일감을 구하는 사람까지 최대 18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지연, 2020).
하지만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조응하지 못함에 따라 플랫
폼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다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 법적 보호여부는 원칙
적으로 법적 ‘근로자’와 ‘자영인’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결정되지만, 플랫폼노동
자는 근로자의 대표적 특징인 종속성과 자영인의 특징인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분방식에 따라 규율하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도재형, 2013). 물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논의됨에 따라 플랫폼노동
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있어 전속성이 높은 9개 업종, 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밝혀 빠르게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게다가 플랫폼노동 영역에
서 고용보험 외의 사회보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미흡하다.
최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제회 방식이 대
두되고 있다. 공제회란 공동의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상호부조 단결체로, 이미 스페인의 라군-아로(Lagun-Aro), 프랑스의
의료공제조합(La Mutuelle Générale), 일본의 PE공제 및 카즈․소장 공제 주식
회사(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共済株式会社) 등 공제회를 활용하여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학자와 현장전문
가를 중심으로 공제회 시스템을 통해 보호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공제회가
사회보험의 조합주의, 기존 노동조합 영향력 약화, 그리고 법적 보호를 외면한
방식이라는 등의 비판으로 인해 크게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20년 5월 26일 플랫폼노동 관련 노사정 첫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공제회의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어 2020년에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제정되고, 2021년 3월 발의된 이른바 ‘플랫폼노동자 보호법’인「플랫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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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발의를 앞둔「근로복지기본법」일부 개정법
률안에서도 노동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상세히 명시됨에 따라 플
랫폼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 한국노
총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를 출범하는 등 우리나라 양대노총을 중심으
로 이미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가 설립․운영되어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플랫폼노동
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을 조망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하다. 플랫폼노동자의 공제
회 가입의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제회가 일방적으로 설립된다면 그들의 욕
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우려가 공제
회의 주된 가입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제회와 같이 퇴직에만 집중하여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플랫폼노동자를 위해 설립된 공제회는 제 기능을 하
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플랫폼노동으로 분류되는 음식배달노동
자와 대리운전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종속성, 그리고 실업경험과 건강,
노후대비 정보가 공제회 가입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
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플랫폼노동자의 종속성과 사회보장체계로부터의 배
제가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플랫폼노동자 공
제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제회 설립 및 가입대상의 구체화, 나아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제회의 이해대변 및 사회적 보호기구로서의 가능성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보호를 위한 이분법적 구분방식은 전통적 공장제 생산
체제에서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에 적합하였다(도재형,
2013).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종속적 노동의 모습과 독립적 노동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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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지닌 특수형태근로자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문
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어 201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플랫폼노동자는 특
수형태근로자와 중첩되는 개념을 지닌 또 다른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보다 더욱 플랫폼(사업주)에 종
속된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도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는「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사회보
험법」등 법적 보호에 배제되고 있다.
법적 보호의 기준은 노동자성 여부라 할 수 있는데, 노동자성의 주된 판단기
준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관찰되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있
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는 단순 계약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임
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거나, 사용자
로부터 지휘․감독여부, 보수성격 및 경제적 종속정도, 비대체성 등 체계적 판
단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사례를 중심으
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의 대다수는 법적 보호로부터 제외되고 있다(장우찬,
2014). 특히 플랫폼노동자의 대부분이 노조법에 제외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는
여타의 노동자에 비해 노동조합 설립에 매우 큰 한계1)를 지니고 있다. 또한,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노동환경적 특성 때
문에 조직화와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대변시스템을 갖추
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한인상․신동윤, 2019).
최근에는 노동법으로부터 배제되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이해대변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하면
서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이해대변이 중
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흥준 외, 2019).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청년유니
온’, ‘알바노조’와 같이 사업장 중심의 전통적 노동조합 형식을 넘어 집단의 이
1) 실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년 대구대리노조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으로 변경신
청을 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20년에 들어서야 전국단위노조로의 변경신고가 완료되었다.
라이더유니온 역시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를 우려하여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
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플랫폼노동자의 노조설립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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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대변한 형태도 존재하나, 최근「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과「근로복지기본법」일부 개정법률안에서 명시된 것처럼 우리나라 플
랫폼노동자의 이해대변 기구 형태는 주로 공제회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공제
회를 통한 이해대변 방식은 노동조합 운동을 약화하고 새로운 대안적 대표체계
의 형성으로 우려하는 지점도 존재하나, 이는 이분법적 영역으로 재단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Fine, 2005, 손정순, 2018). 이러한 점에서 공제회는 박명준․김이선(2016)
이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준노조(quasi-union)’의 개념에 부합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공제회 방식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계기는 플랫폼노동자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닌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플랫폼노
동자와 건설근로자2)의 유사성은 ‘고용관계의 모호성’, ‘시장구조’, ‘사회안전망
보호취약’, ‘노사관계’로 설명된다. 우선, 건설근로자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특정업체(사업주)와 전속성이 부족하고, 며칠 또는 몇 개월의 고용종료 후 지속
적인 현장 이동,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 뿐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고용관계가 모호하다. 이는 플랫폼노동자가 이직 및 퇴직이 잦고, 다수의 플랫
폼을 이용하며 대다수가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근로자와
매우 유사하다. 이 때문에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플랫폼노동자는 법적 근로자
영역에 부합하는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 회색지대에 위치해 제도적 접근이 어렵
다.
다음으로 삼면시장(three-sided market) 성격을 갖는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 - 건설업체 - 수요자(발주처)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는
플랫폼노동자의 플랫폼노동자 - 플랫폼 - 수요자(고객) 구조와 유사하다. 또한, 노
동자성 불인정 및 기업단위 접근의 한계로 인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취약하고,
고용관계의 모호로 인해 노사관계로의 문제해결에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지닌다. 실제로 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건설일용
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산재보험은
2)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당연가입대상인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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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고용보험은 71.7%였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9.6%, 고용보험 가입률은 불과 10.2%에 그친다(김준영 외, 2018). 통계청 경
제활동인구조사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84.2%, 국민연금 가입률이 95.4%인
것에 비하면 플랫폼노동자가 사회보험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이처럼 건
설근로자와 플랫폼노동자는 정규직보다 실업이나 노후대비에 취약하다는 공통
점이 있으나, 그 규모에서 차이를 가진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건설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나,
플랫폼노동자의 이해대변 창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3)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되는 현장의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퇴직공제가 대표적 사업으로 알려져 있
으나, 이 밖의 여러 영역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이해대변 역할을 수행한다. 실
제로 단체보험, 건강검진, 생활안정지원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사
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이해대변 및 입법화를 통해 건설노동
시장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회복하였고, 저가경쟁을 억제하는 등 노동
자 보호, 정상적인 시공 및 고용여건 조성의 성과를 거두었다(심규범, 2020). 그
리고 ‘노동자성 회복’, ‘고용단절 회복’, ‘고용여건 조성’ 등을 핵심 기제로 삼고
건설근로자의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일용직 건설근
로자와 플랫폼노동자의 유사성, 그리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과 가시적 성
과는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공제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2. 공제회의 개념 및 공제제도의 장점
공제조직 또는 공제회란 정부가 특정집단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직접 수행
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경우, 이를 민간이 위임받아 금융기능 또는 복지기능
을 수행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협의로는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에 대
한 상호부조의 방법’이고, 광의로는 ‘서로 구제하기 위하여 돕는 것’으로 정의
3) 1996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거쳐 1997년 ‘건설근로자퇴직공제
회’란 명칭으로 설립된 이후 2003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2013년 1월
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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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공제란 복수의 개인 또는 집단이 공통목적과 공동효과를 올리기 위하
여 사회행동을 의식적․의도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관계를 의미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Kropotkin,
2012). 국제보험감독협회(IAIS)는 공제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① 회원소유,
② 민주주의, ③ 연대, ④ 한정된 집단과 목적에 기여, ⑤ 이익 또는 손실의 회
원 귀속으로 정리하였다. 일본공제협회(日本共済協会)(2019) 역시 공제는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조직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
해 제공하는 보장구조’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공제회란 공통의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의 상호부조 조직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보장제도
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공제형태의 분류
분류내용

보험형
공제

조합공제

조합원이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일반공제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준회원 등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가입대상으로 하는 공제

정책성 공제

공공부문에서 정책적으로 특정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제

자료 : 오영수 외(2011).『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보험연구원.

오영수 외(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공제회 기능에 따라 보험형 공제와 상
호부조형 공제4)로 구분한다. 그중 보험형 공제란「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과 동
일 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제를 의미하며, ‘조합공제’, ‘일반공제’, ‘정책성
공제’로 나눌 수 있다. 조합공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 공제조합의 형태로,
공제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반면, 일반공제는 조합원의 범
위를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준조합원, 준회원 등의 자격을 부여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다. 대표적으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중앙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회를 운영하는데, 이는 형태상으
로는 조합공제에 포함되지만 설립취지와 주체가 다소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정
4) 상호부조형 공제란 산업별 특정 산업종사자들의 복지, 퇴직급여 등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
로,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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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성 공제로 정의한다. 대표적 정책성 공제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등이 있다.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공제상품은 보험과 경제적인 기능 면에서 동일성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공하는 공제회와 보험주식회사는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보험주식회사는 자본금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주주가 보험주식회사를 소유하나, 공제회는 가입한 회원이 소유한다. 이에 보
험주식회사는 불특정다수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여 그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한다. 그러나 공제회는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
닌 회원의 경제적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회와 보험주식회사는
소유, 영리성, 가입대상 외에 법적근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보험주식회사
는「상법」과「보험업법」
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공제회는「민법」또는 특별법
에 근거를 둔다. 이에 따라 이들의 감독도 보험주식회사는 보험감독을 담당하
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공제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소관부처가 담당하게
된다.
<표 2> 민간보험주식회사와 공제회의 차이점
보험주식회사

공제회

소유

주주

회원(조합원)

영리성

영리

비영리

기초자산

자본금

출자금

가입대상

불특정다수

특정다수

최고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조합원총회, 대의원회

법적근거

상법, 보험업법

민법, 특별법

관리․감독

금융감독조직

특별법에 의한 소관부처

공제회의 비영리는 공제사업의 핵심과 직결된다. 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은
영리추구가 주목적으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상당한 비율이 사업비와
주주이익으로 돌아간다. 2017년「보험통계」의 보험료지수와 보험금 지급률에
의하면 계약자가 생명보험사에 납입하는 금액 중 실제 계약자에게 사용되는 금
액은 45.0%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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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제회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주식회사에 비해 상품비용
이 낮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을 배당할 주주가 없으므로 회원배당으로 돌
아간다. 또한 공제상품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험주식회사와 달리 보
험설계사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낮은 가격으로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 즉 상호부조의 원칙 아래에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사회보호적 성격은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공제상품은 보험주식회사와 같
이 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도 없으므로 다수가 보
호대상에 포함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종합해 보면 노동시장 내 급증하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보호 시급성으로 인
해 대두된 공제회 방식은 사회보장체계 배제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 회피 등 여
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노동자의 연대와 상호부조의 원칙하에 신속한 공
제급부, 저비용 다수의 보호 등 여러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 분석방법 및 자료

1. 분석모형 및 자료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이 제도화되
어가는 과정에서,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
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종속적 노동환경과 실업, 사
고경험, 노후대비가 공제회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20년 한국노총중앙연구원에서 음식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를 대
상으로 수행된 ‘플랫폼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플랫폼노동으로 분류되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주 분

5) 2017년 생명보험사의 보험료지수는 155%였는데, 이는 계약자가 15만 5천 원을 납입 시
10만 원이 적립되고 5만 5천 원은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적립된 보험료
중 실질 지급률은 69.7%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즉 계약자가 생명보험사에 15만 5천 원을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6만 9천7백 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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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와 같은 개인
특성과 종속적 노동환경, 사회보호의 필요성, 공제회에 대한 인지도, 근로특성,
총 5개의 영역에서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오래전부터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직면한 노동자는 집단적 목소리를 통해 임
금수준 개선, 장시간 노동의 금지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해왔고, 이를 위
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Hirschman, 1970; Wilkinson
and Fay, 2011). 그러나 대부분 플랫폼노동자는 엄격한 노동자성 판단기준 아
래에서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De Sefano
and Aloisi, 2018). 특히 플랫폼에 전속되어 관리, 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의 일
방적 가격결정권을 통한 경제적 지배종속 노동관계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에게
집단적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다(Cazes et al, 2019).
물론 공제회가 이해대변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설근로자공제
회 사례나, 플랫폼노동자 대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공제회가 공제사업뿐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 등 이해대변적 역할을 해야함을 보인 장진희․손정순(2019)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보면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는 집단적 이해대변
역할 대한 욕구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종속관계
관련 요인들이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사용전속성, 플랫폼의 사용개수, 가격결정권,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 월평균
수입, 주당 평균 노동시간 등을 분석모형에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
해대변 기구 필요성의 정도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
인 사회보험제도로는 이른바 4대 보험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
험, 산재보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플랫폼이동노동자는 고용관계가 아
닌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밖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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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지 못한 비정형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실업과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이대해변 단체가 결성되고 있다(박명준 외, 2014).
대표적으로 건설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예술인 보
호를 위해 복지차원의 공제제도를 도입한 예술인 복지재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노
동자들이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이유로 자주적 결사체인 워커즈콜렉티브를 설
립하여 사회보험적 보호를 실시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실업이나 사
고발생, 노후대비 등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는 노동자(worker)로 하여금 보
호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사체가 조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경험, 사고경험, 노
후대비를 활용하여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자료의 기초통계
본 연구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중심으로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중에서 특히 사용종속적 노동환경
과 실업, 사고발생, 노후대비와 같은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분석은
2020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음식배달
노동자 169명과 대리운전노동자 176명(총 345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플랫폼이
동노동자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플랫폼노동의 특성과 사회보험 취약성
을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이 부업인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문조사원의 대면조사와 온라인조사가
병행되었는데, 온라인조사를 통한 표본은 85명, 대면조사를 통한 표본은 260명
이었다.
설문조사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용종속관계, 사회보호의 필요성,
근로특성, 공제회에 대한 인지도 등 총 5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인구통
계학적 특성6)에서는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를 조사하였는데, 플랫폼
6) 응답대상자의 성별비중을 보면 남성이 98.0%, 여성은 2.0%에 불과했다. 공제회 가입의향
에 성별특성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의 문제를 우려해 별도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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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의 평균연령은 41.4세였으며, 최소 20세부터 최대 68세까지 분포하
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0점)부터 대졸 이상(2점)으로 측정하였는데,
평균 0.56점을 보였으며 고졸 이하가 62.0%, 전문대졸은 20.3%, 대졸 이상은
17.7%를 차지하고 있었다. 혼인상태는 비혼(0점)부터 기타(2점)까지 측정하였
고, 평균 0.58점으로 비혼이 44.6%, 기혼이 5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용전속성, 가격결정권, 플랫폼 사용개수,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통해
플랫폼노동자가 얼마나 사용종속적 노동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그중 사용전속성은 ‘현재 업체 외에 다른 업체와 중복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다른 업체와 어떠한
형태로든 중복계약이 불가능한 비중은 31.9%, 중복계약이 가능한 비중은
68.1%였으며, 평균은 0.68점이었다. 즉 보편적으로 플랫폼이동노동자가 다수의
플랫폼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인식과 달리, 조사결과 10명 중 3명은 플랫폼에
전속된 형태를 보였다. 실제 이용하는 플랫폼 수에서도 평균 1.71개를 보여 이
러한 결과를 뒷받침했다.
플랫폼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이동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서비스 가격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즉, 가격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미하는 플랫폼으로부터의 경제적 종속
성이다.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경제적 종속성은 ‘귀하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
는 보수(수입)는 누가 결정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다
수 플랫폼이동노동자는 법적 근로자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비중은 15.7%에 그쳤다. 특히 이 응답 안에는 본인이 직접 결
정, 본인과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 본인과 플랫폼업체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응답이 모두 포함된 점을 생각해볼 때, 실제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전적으로 가
격을 결정하는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다수 플랫폼이동
노동자는 시장가격을 고려해 본인이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영자와
달리, 시장이 아닌 플랫폼의 일방적 통보로 가격이 결정되어 플랫폼에 높은 경
제적 종속을 지닌 집단으로 나타났다.
사용종속적 노동환경에서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자성 판단의 주된 쟁점은
플랫폼이 플랫폼이동노동자를 종속적 지위에 두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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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플랫폼업체(본사/지사) 직원 등으로부터 업무
지시나 관리, 감독 등을 받습니까?’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받는 비중은 50.7%를 보이며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종속적 노동환
경에 노출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을 종합
해보면 플랫폼이동노동자 대부분은 노무제공의 대가인 가격의 결정권이 플랫
폼에 있으며, 플랫폼으로부터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받는 등 높은 사용종속
적 환경에 직면한 집단이었다.
플랫폼이동노동자는 사용종속적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낮은 수입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월
평균 순수입은 266.2만 원으로,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 2020
년 임금근로자 월 임금총액인 318만 원에 비해 51.8만 원 낮다. 플랫폼이동노
동자 절대다수가 남성임을 고려해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임금근로자 372.2
만 원보다 무려 106만 원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주당 평
균 노동시간은 57.4시간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41.5시간(통계청「경제활동인
구조사」, 2020)에 비해 주당 15.9시간을 더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플랫폼이동노동자는 임금노동자보다 임금수준은 낮지만,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결과를 보여 저임금-장시간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사용종속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의 필요성 역시 조사하였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플랫폼노동자는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보통의 임금노동자에 비해 실업이나 노
무제공 과정에서 사고대비에 취약하고, 노후대비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
으로 보고된다(김종진 외, 2019; 김준영 외, 2018). 이에 비자발적인 실업경험
과 플랫폼노동에서의 사고발생, 노후대비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우선, 비자발적인 실업경험7)은 ‘최근 1년간의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었던 경
7) 플랫폼노동의 특성상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음에도 이를 명확
히 구분해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정책적으로 보호가 시급
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가입의향이 보다 정확히 식별되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비자발적 실업, 즉, 개인의 휴식이나 회복 등을 이유로 일을 쉰 경우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어 일하지 못한 기
간이 있는 경우에 대해 대면조사하였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에는 콜배정을 받지 못해 일
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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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경험이 없으면 0점, 경험이 있으면 1점으로 파악하였
다. 조사결과, 평균 0.70점으로 대다수의 플랫폼노동자가 최근 1년간 비자발적
으로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플
랫폼노동 중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여부’를 조사8)하였는데, 경험이 없으면 0점,
경험이 있으면 1점으로 파악하였고, 실업과 마찬가지로 평균 0.67점으로 유경
험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대비는 국민연금(0점), 민간보험 또는 금융기관 예․적금(1점),
노후대비 없음(2점)으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1.30점으로 대다수가 민간보험 또
는 금융기관 예․적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결과를 보였다. 분포를 보면 국
민연금을 통한 대비는 15.1%에 그쳤고, 노후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44.9%였다. 이처럼 플랫폼이동노동자는 노동시장 진입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음을 경험하기도 하며, 노무제
공 중 사고를 경험하거나 높은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노후준비 역시 불안정한
집단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된 공제회 가입의향은 ‘플랫폼노동자
공제회가 만들어진다면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9)에 대해 전혀 가입생각
없음(1점)부터 매우 가입생각 있음(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2.86점으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다수가 ‘가입생각 있음’에 주로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회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공제회에 대한 인지도를 포함하였다. 공제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전혀 모름(1
점)부터 공제회의 역할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음(4점)까지 4점 척도로 조사하였
다. 그 결과 ‘공제회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역할 등에 대해서 잘 모른다.’가 가
장 높은 비중인 40.9%를 차지하며 평균 2.74점을 보였다.

8) 플랫폼이동노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근골격계 및 호흡기계 질환 등을 경험한 경우를 포함한다.
9) 공제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제회란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이 생활상의 어려
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금(회비)을 모아 운영하는
단체’로 설명하였고, 그 역할에 대해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정부를 상대로 한 이익대변,
노동환경 개선 등의 부가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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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변수별 변수설명 및 기초통계량(N=345)
평균

표준
편차

전혀 가입생각 없음(=1)부터
매우 가입생각 있음(=4)까지

2.86

0.80

개인의 만 연령

41.4

11.5

교육수준

고졸 이하(=0), 전문대졸(=1), 대졸 이상(=2)

0.56

0.78

혼인상태

비혼(=0), 기혼(=1), 기타(=2)

0.58

0.55

다른 업체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이
가능(=0), 그렇지 않으면(=1)

0.68

0.47

개인의 플랫폼(앱) 사용개수

1.71

0.97

본인 또는 본인과 고객, 본인과 플랫폼
업체가 결정(=0), 그렇지 않으면(=1)

0.89

0.45

받음(=0), 그렇지 않으면(=1)

0.49

0.50

0.70

0.46

0.67

0.47

1.30

0.72

2.74

0.92

변수설명
종속
변수

공제회의 필요성
연령
개인
특성

사용
종속
관계

설명
변수
사회
보호
필요성

사용
전속성
플랫폼
사용개수
가격
결정권
업무지시,
관리, 감독
비자발적
실업경험
사고경험
노후대비

공제회 인지도

근로
특성

최근 1년간의 실업경험 없음(=0),
그렇지 않으면(=1)
플랫폼노동 중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없음(=0), 그렇지 않으면(=1)
국민연금(=0), 민간보험 또는 금융기관
예․적금(=1), 노후대비 없음(=2)
공제회 전혀 모름(=1)부터 공제회의
역할 등에 대해 잘알고 있음(=4)

월평균
순수입

개인의 월평균 순수입

266.2

81.4

근속연수

플랫폼노동의 근속연수

3.70

2.95

57.4

28.4

주당 평균
개인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노동시간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플랫폼이동노동자 345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인적특성과 사용종속
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제회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
석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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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가늠10)해보았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 필요성이 공제회 가
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된 공제회의 가입의향은 전혀 가입생각 없음(1점)부터 매우
가입생각 있음(4점)까지의 상태로, 일정한 순서를 가진 범주형 변수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함에 있어서, 이
둘의 비선형 관계가 요구되므로 순위형 로짓(ordered logit)모형이나 순위형 프
로빗(ordered probit)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각 모형은 오차항의 확률분포가 로
지스틱 분포를 따르는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의 차이만 존재할 뿐 분석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위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순위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계수 값은 일반적인 OLS의 계수 값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계수 값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만을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에 추정된 계수 값의 정량적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를
편미분하여 로짓함수에 대응하여 산출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의 개념을
이용해야 한다. 한계효과는 다른 모든 독립변수의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 고정
되어 있을 때, 해당 독립변수의 변화가 한 개인의 응답을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특성, 사용종속관계, 사회보호 필요성, 근로특성 등이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순위형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각 독립변수의 계수 값에 대해 유의성과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모형선택의 통계학적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결과는 모
든 변수를 포함한 전체모형부터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변수를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AIC 값이 가장 낮은 최적모형까지 제시하였다. 최적모형을 선별한
후 각 독립변수가 공제회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적 크기 산출을 위해 한
계효과를 활용하였다.
10) 왜냐하면 앞의 각주에서와 같이 본 설문조사에서 공제회의 가입의향을 조사함에 있어 공
제회에 대해 공제사업과 같은 공제회의 고유사업뿐만 아니라 플랫폼노동자의 이해대변이
가능한 기구로 설명하여 조사하였다. 이 때문에 공제회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공제사업(사회보험)에 대한 필요성뿐 아니라 공제회의 이해대변 기능을 기대하는 응답자
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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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순위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는 대표적 플랫폼노동으로 꼽히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이
들의 사회보호 필요성과 이해대변 욕구를 공제회 가입의향을 통해 가늠해보고,
각 요인이 공제회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설립될 플랫폼이동노동
자 공제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분석모형에 연령, 교육수
준, 혼인상태와 같은 개인특성을 포함하였고, 사용종속관계에는 플랫폼노동을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앱)의 수와 계약형태로 분류한 사용전속성, 가격결정권
을 통해 파악한 사용자로부터의 경제적 종속정도, 그리고 플랫폼업체로부터의
업무지시, 관리, 감독을 포함하였다. 사회보험의 필요성은 최근 1년간의 비자발
적 실업경험과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노후
대비 변수를 고려하였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드러내기 위한 노동특성에는 월평
균 순수입, 근속연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활용하였다. 그중 월평균 순수입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각 요인별 분석결과 중 개인특성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우선, 모든 모형에서 대리운전노동자에 비해 음식배달노동자의 공제회 욕구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연령 역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양(positive)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육수준에 있어서 고졸 이하보다 전
문대졸과 대졸 이상이 공제회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모형1에서만 포함된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추정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플랫폼에 종속
된 경우 공제회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사용종속관계 중 다수 플랫폼과의 계약
여부를 통해 파악한 중복계약 여부에 따른 전속성 추정결과를 보면, 모든 모형
에서 공제회의 가입의향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또한, 사용자 전속성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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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게 관련된 플랫폼 이용개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
용자로부터 업무지시, 관리, 감독을 받는 플랫폼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공제회 가입욕구가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수입과 직결되는 서비스
가격결정 주체에 있어서 가격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보다 플랫폼에 의해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즉, 플랫폼이동노
동자에게는 플랫폼과의 표면적인 계약형태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무제
공 과정에서의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 서비스 가격통제가 공제회의 가입의향
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근로특성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모형에서 임금수준과 공제회의
가입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negative)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고임금군보
다 저임금의 경제적 취약집단일수록 이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해대변을 필요
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고, 실업 등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소득빈곤층의 가입의향이 높은 결과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플랫폼
이동노동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플랫폼노동의 취약성 노출빈도가 잦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 추정결과 역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회에 대한
가입의향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 역시 모든 모형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여, 장시간 노동에 직면할수록 공제회의 가입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플랫폼이동노동자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나 기구가 제
한된 현실에서, 플랫폼으로부터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받고, 가격결정권이
온전히 플랫폼에 있는 사용종속적 노동환경, 그리고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노동환경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
제회 가입의향이 높은 결과는 이들이 공제회를 통해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
지 명확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플랫폼노
동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위한 이해대변 기구에 대한 욕구가 드러난
것이다.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플랫폼이동노동자 역시 비자발적 실업에 자주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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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는데, 모든 모형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경험한 플랫폼이동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제회 가입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공제회 가입의향에 관한 순위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업종(기준변수=음식배달)

-1.03 ** (0.41)
0.03 * (0.02)

-1.02 *** (0.40) -0.88 ** (0.34)
0.03 ** (0.02) 0.03 ** (0.02)

교육수준(기준변수=고졸 이하)
전문대졸
0.84 *** (0.28)
대졸
1.29 *** (0.34)

0.84 *** (0.28) 0.86 *** (0.28)
1.30 *** (0.38) 1.31 *** (0.33)

대리운전
연령
개인
특성

혼인상태(기준변수=비혼)
기혼
기타
플랫폼 이용 수

0.12
-0.46
0.07

(0.31)
(0.61)
(0.16)

-

-

-

-

계약형태(기준변수=다른 업체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이 불가)
체결가능
-0.30
(0.37) -0.33
(0.36)
사용
종속 가격결정권(기준변수=본인, 본인+고객, 본인+플랫폼이 결정)
관계
플랫폼이 결정
1.14 *** (0.33)
1.09 *** (0.34) 0.95 *** (0.30)
업무지시, 관리 감독여부(기준변수=플랫폼으로부터 받지 않음)
지시․관리받음

0.46 *

(0.26)

0.45 *

(0.26) 0.45 *

(0.25)

실업경험(기준변수=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업경험이 없음)
실업경험 있음

1.04 *** (0.30)

1.05 *** (0.29) 0.99 *** (0.28)

사고경험(기준변수=플랫폼노동 중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없음)
사회
사고경험 있음
0.04
(0.26) -0.03
(0.25) 0.02
보호
필요성 노후대비(기준변수=국민연금 가입)
민간보험 또는
금융기관 예․적금
노후대비 없음
공제회 인지도
인지
ln(월평균 순수입)
근로
근속연수
특성
주당 평균 노동시간
AIC
Log pseudolikelihood

0.48

(0.31)

0.39
(0.29)
0.54 *** (0.16)
-1.50 *** (0.47)
0.02 *** (0.00)
0.03 *** (0.01)
699.11
-328.56

주 : * p<0.1, ** p<0.05, *** p<0.01.

0.47

(0.30) 0.48

0.36
(0.29)
0.56 *** (0.16)
-1.50 *** (0.47)
0.02 *** (0.00)
0.03 *** (0.01)
696.96
-328.98

(0.25)

(0.30)

0.32
(0.30)
0.56 *** (0.16)
-1.56 *** (0.46)
0.02 *** (0.00)
0.03 *** (0.01)
693.41
-3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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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플랫폼노동자에게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내지는 공제회 공제사업을 통한 사회보험 필요성의 시급함을 드러낸다. 반면,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나 질병경험은 모든 모형에
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역시 국민연
금에 가입한 경우와 민간연금 또는 노후대비가 없는 경우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실제 장진희․손정순(2019)에 의하면 개인의 사고발생과 노후
대비는 이미 민간영역에 크게 기대고 있어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
를 종합해보면 플랫폼노동자에게는 미래의 노후대비나 불확실한 사고위험보다
당장에 직면한 실업과 같이 민간영역에서의 보호가 취약한, 경제적 충격이 가
장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2. 한계효과 분석결과
순위형 로짓모형의 추정계수 값은 유의성과 방향성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
에 정량적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이에 해당 독립변수가 한 개인의 응답을 선
택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AIC 값이 가장 낮은 모형 3(최적모
형)의 한계효과를 산출하였다. 다음의 <표 5>에는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가 제
시되어 있는데,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리운전노동자는 음식배달노
동자에 비해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할 확률은 낮았고, 연령 역시 한 단위가 증가
할수록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고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대졸 이상에서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대졸보다 대졸이상의 가입의향이 높았다.
사용종속적 노동환경을 의미하는 변수들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다. 노무제
공에 따른 서비스 가격을 본인이 아닌 플랫폼이 결정하는 경우, 즉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플랫폼이동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제회 가입
생각 없음을 선택할 확률이 2.4% 감소하였다. 반면 매우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
할 확률은 무려 12.7%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플랫폼으로부터
업무지시, 관리․감독을 받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제회에 전혀
가입할 생각 없음을 선택할 확률이 1.5% 감소하고, 매우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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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확률은 5.5% 증가하였다.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사용종속적 노동환경일수록
공제회에 대한 욕구는 높았다.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음을 경험한 플랫폼노동자는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할 확률이 무려 13.2% 높았다. 반면, 플랫폼이동노동 중
의 상해사고, 질병경험이나 노후대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플랫폼이동노동자에게는 어떠한 사회보험적 측면보다 실업에서의 취약성이 공
제회 가입 욕구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최적모형(모형 3) 한계효과 산출결과
전혀
별로
대체로
매우
가입생각
가입생각
가입생각
가입생각
없음 (Y=1) 없음 (Y=2) 있음 (Y=3) 있음 (Y=4)
업종(기준변수=음식배달)
개인
특성

대리운전

0.033

0.108

-0.035

-0.106

연령

-0.001

-0.004

0.001

0.004

교육수준(기준변수=고졸 이하)
전문대졸

-0.026

-0.119

0.040

0.105

대졸 이상

-0.034

-0.175

0.034

0.175

가격결정권(기준변수=본인, 본인+고객, 본인+플랫폼이 결정)
사용
종속
관계

플랫폼

0.024

0.125

-0.022

-0.127

업무지시, 관리 감독여부(기준변수=플랫폼으로부터 받지 않음)
관리 받음

0.015

0.061

-0.021

-0.055

실업경험(기준변수=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업경험이 없음)
경험 있음

-0.025

-0.138

0.031

0.132

사고경험(기준변수=플랫폼노동 중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없음)
사회
경험 있음
-0.000
보호
필요성 노후대비(기준변수=국민연금 가입)
민간보험 또는
-0.018
금융기관 예․적금

-0.000

0.000

0.000

-0.064

0.026

0.056

-0.012

-0.042

0.019

0.036

공제회 인지도

-0.019

-0.074

0.026

0.067

월평균 순수입

0.052

0.208

-0.072

-0.188

근속연수

-0.001

-0.003

0.001

0.002

주당 평균 노동시간

-0.001

-0.004

0.001

0.003

노후대비 없음
인지
근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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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의 근로특성 한계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 순수입이
1% 증가할수록 전혀 가입생각 없음을 선택할 확률은 5.2% 증가하였고, 매우
가입생각 있음은 무려 18.8%나 감소하였다. 즉, 임금수준은 공제회 가입의향과
매우 강한 부(negative)의 효과를 보였다. 근속연수의 경우, 근속연수가 1년 증
가할수록 전혀 가입생각 없음은 0.1% 감소, 매우 가입생각 있음은 0.2% 증가
하였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 역시 1시간 증가함에 따라 전혀 가입생각 없음은
0.1% 감소, 매우 가입생각 있음은 0.3%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공제회에 대한 인지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공제회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할 확률은 6.7% 증가하였다. 즉 공제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지가 높을
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플랫폼노동에 장시간 종사할수록 공제회 가입의향
이 높았다.
한계효과를 통해 개인특성, 사용종속관계, 사회보호 필요성, 근로특성 등 각
영역의 변수 중 공제회 가입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그중 공제회에 대해 매우 가입생각 있음   에 대한 한계
효과를 통해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교육수준과 생계와 직결되는 경
제적 요인이 공제회 가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공제회 가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적 요인은 월평균 순수입(-18.8%)이었으며, 가격결정
권(-12.7%),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는 경험(13.2%)이었다. 반면, 근속연수(0.2%)
와 주당 평균 노동시간(0.3%)은 유의미한 영항을 주고는 있었지만, 그 크기는 작
았다.

3. 시사점
분석결과,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노무제공 과정에서 플랫폼으로부터의 업무지시나 관리․감독
을 받고, 노무제공에 대한 서비스 가격결정권이 없는 플랫폼이동노동자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쉽게 말해 플랫폼이동노동자
가 사용종속적 노동환경에 있을수록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또한,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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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공제회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
단에 비해 공제회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즉 플랫폼이동노동자는 사용종속적이
고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집단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제회에 대한 높은 가입욕구는 이들이 공제회에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가
늠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플랫폼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적
목소리 내지는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나 기구로서의 역할이 요
구됨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사회보험 필요성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제회 가입의향에 있어서 노후대비나 플
랫폼노동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경험보다 비자발적 실업경험이 더욱 유의미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플랫폼이동노동자에게는 그 어떤 보호보다 경제적 여
건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실업으로부터의 보호가 가장 핵심적이어야 함을 의
미한다. 물론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고는 있으며, 플랫폼노동자 역시
사회보장체계 안에 포섭되어야 한다. 다만, 업종별 단계적 적용, 실업 판단기준
마련 등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서 사각지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체계가 완전히 정착되
기까지 공제회의 보완적 역할 역시 요구된다.

Ⅴ. 결 론

1.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사용종속적 노동환경과 저임금․장시간의 열
악한 근로특성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다수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사회보장체계 안에 위치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분
석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보장을 위한 기구
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전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을 통해 지배종속적 노동관계가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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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비자발적 실업경험 및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노후
대비정도가 공제회 가입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식별하였다. 그리고 최종
적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추후 설립될 플랫폼노동자공제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지배종속적 노동관계에 위치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으며, 비자발적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거나 임금수준이 낮을수
록 공제회를 통한 보호의 욕구가 높았다. 특히 임금수준과 가격결정권, 실업이
공제회 가입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즉 플랫폼에 경제
적으로 종속적이고 취약한 노동환경일수록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
향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서 제외되고 있
는 플랫폼이동노동자에게 사회보험 필요성이 높은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종
속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적 이해대변 기구에 대한 욕구
역시 관찰된 것이다.
최근 공제회를 통해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
루어짐에 따라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이 담긴「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
에 관한 법률」(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발의되었다. 법률에는 향후 설립될 플
랫폼노동자공제회의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역할과 기능, 공제사업 등이
초창기 건설근로자공제회 모습과 유사하다. 특히 공제사업에 있어서 건설근로
자공제회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퇴직을 위한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플랫폼이동노동자는 플랫폼노동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낮은 연령대로 인해 퇴직공제에 대한 욕구가 낮은 집단이며
(장진희․손정순, 2019), 본 연구결과 어떠한 사회보험보다 비자발적 실업으로
부터의 보호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집단이었다. 따라서 추후 설립될 플랫폼노동
자공제회 공제사업에는 비자발적 실업으로부터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
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
험과 일부 중첩되기도 하지만, 공제회를 통한 보호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제되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모든 플랫폼
노동자에게 전국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전까지 플랫폼
노동자공제회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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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지배종속적 노동관계가 강할수
록,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심화할수록 공제회에 대한 가입의향이 높아졌다.
이처럼 종속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일수록 가입의향이 높아지는 결과는 플랫
폼노동자가 공제회에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일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설
문조사 시 공제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지시킨 영향도 일부 존재하겠지만, 이러
한 연구결과는 사회보험적 측면 외에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적 목
소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제 공제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국가를 대상으
로 플랫폼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한 결과(장진희 외, 2020)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나 발의를 앞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공제회
의 이해대변적 역할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후 설립될 공제회는 사회
보험적 공제사업 외에도 이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최근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제회
방식이 대두됨에 따라 플랫폼이동노동자를 중심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사용종속
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들 요인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적
이고 취약하며,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높은 플랫폼이동노동자일수록 공제회 가
입의향이 높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제한적인 분석대상을 들 수 있다. 플랫폼노동의 범위는 지역호출형 기
반의 플랫폼노동부터 웹기반의 크라우드워크까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그 규
모 역시 확장세를 띄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호출형 기반의 플랫폼이동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표본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또한 플랫폼
노동자 모집단에 대한 통계자료가 전무하여 체계적인 표본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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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분석의 결과 저임금군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실제 공제회 가입에 있어서 ‘공제부금’의 규
모가 큰 경우 저임금군의 플랫폼노동자가 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회의 가입의향이 높게 나오더라도 현실에서의 공제부금
의 크기에 따라 가입의향은 분석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모형
을 설정함에 있어 공제회 가입에 요구되는 공제부금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이해대변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다소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경제적 취약성과 사용종속관계가
강할수록 공제회를 필요로 하는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적 이해대변의 기구 및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들었다. 물론,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공제회의 기능에 대해 고유기능인 공제사업뿐 아니라 이해대변적 역할
이 가능함을 주지시켜 공제회가 공제사업과 이해대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음
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공제회의 가입의향에는 이해대변 기
구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해대변기구의
필요성을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면 더욱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플랫폼노동공제회 또는 이해대변기
구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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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Platform Workers’ Willingness to Join
the Mutual Aid Association
Jang, Jinhe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that each of the following factors - dependent,
low-wage and long-hour work environment; involuntary termination;
experience of workplace injury and disease; vulner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surance, such as inadequate old-age preparation - had on the
willingness of the rapidly increasing platform workers to join the Mutual Aid
Associa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core the necessity of a
collective voice and social insurance in order to advocate for the platform
workers who find themselves in poor and dominant-dependent work
environments. The data from the 2019 Study on the Platform Workers
Environment by the FKTU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an ordered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if, in the course of providing
labor, workers were subject to workplace guidance,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if the service charge was determined by the platform - in other
words, in case of economic dependency - more workers were willing to join
the association. Likewise, experience of involuntary termination and lower
wage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necessity for association membership.
In this regard, the Mutual Aid Association, which targets platform workers,
focused on unemployment deduction that can have a compli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while also suggesting
that necessity of the role of interest representation.
Keywords : platform worker, mutual aid association, interest-representing
organization, unemployment deduction, ordered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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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플랫폼노동 연구들은 횡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노동의 문제를 다루
면서 플랫폼화가 직접적으로 초래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공식화”와 “노동과정 공식화” 개념을 활용하여 플
랫폼화가 어떻게 공식성을 추동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면적 결과들을 종
단적으로 분석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택시․대리운전․퀵서비스․가사서비
스 등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사례를 심층면접과 문헌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정 공식화를 통해 거래관
계를 투명화하고 노동과정을 표준화하며 대인적 통제의 비합리성을 완화하였
지만, 플랫폼노동자의 별점 평가에 대한 종속, 일감 경쟁 속에서 노동시간 증
대와 노동강도 강화 등의 문제를 낳았다. 둘째, 제도적 공식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제도적 보호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업종 간의 속도 차이가 존재
하며,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제도화의 수준과는 온도 차이가 존재했다. 결론적
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화가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에서 명
과 암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플랫폼노동의 특징
을 정태적으로 이해해 온 것을 넘어서, 종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화에 따른
변화 과정에 주목한 의의가 있다.
핵심용어: 플랫폼화, 비공식노동, 제도적 공식화, 노동과정 공식화,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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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플랫폼 경제로의 이행은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사회학
과 노사관계 분야의 대다수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플랫폼 업
체들은 사회안전망 외부에 놓이는 모호한 고용관계의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하
고, 알고리즘 통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며, 그들의 정신적 건강
을 위협하기도 한다(Glavin et al., 2021). 파편화 - 개별화된 노동과정은 노동자
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자신들의 이해를 집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어렵게 만
든다(Polkowska, 2021). 선행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해 플랫폼화가 진행
될수록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
다(Rosenblat, 2018).
한편, 경영학이나 정보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노동자
에게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조명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D’Cruz and Noronha, 2016; Köbis et al., 2020). 플랫폼이 기존의 관료제적 장
벽과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Sundararajan, 2016; Bellesia et al., 2019). 이는 실제로 많
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모델이자 조직의 미션으로 내세우는 바이기도 하다
(van Doorn, 2020; Ahsan, 2020). 같은 맥락에서 플랫폼이 고령의 노동자, 경력
단절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거나(Dunn, 2020),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협업
구조를 구현하거나(Shafiei et al., 2019), 저숙련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시간과 공
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긍정적 가능성이 언급되었다(Vallas and Schor,
2020; Wood et al., 2019). 우리나라에서도 IT 외주개발 플랫폼이 산업의 중층
하도급 구조의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 프리랜서 SW 개발자들의 노
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노성철․이찬우, 2021).
물론 현재까지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실체적 증거와 체계적인 분석은
플랫폼노동의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 양적․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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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아울러 실증적 맥락도 대체로 서구의 중․고소득 국가에 집중되었다
(D’Cruz and Noronha, 201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향은 역설적으로 플랫폼노
동의 양면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당위성을 제공한다. 모든 산업에서 이른바 플
랫폼화(platformization)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
면 그것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논의를 진전시
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Deng et al., 2016; Dunn, 2020; Wood et al., 2019;
Hoang et al., 2020).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과 사용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노
동력을 사용하여 이익은 취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탈규범적인 고용방식이 확
산되었고, 이는 고용불안, 중간착취, 차별대우, 노동권의 무력화 등을 초래하였
다(조경배, 2016). 이와 같이 한국사회는 선진국에 준하는 경제적 성장을 이룩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형성으로 인해 여러 업종에서 노동의 비공식적
속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사회의 플랫폼화가 선진국보
다는 개발도상국의 플랫폼화 과정에 더 가까울 수 있음을 유추케 한다. 실제로
플랫폼 업체들은 플랫폼화가 오랫동안 업계에 뿌리내렸던 비공식노동의 불합
리를 혁파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학계나 노동조합에서
는 플랫폼화가 기존의 불합리를 해소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을 도구로 노동의
파편화와 불안정성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플랫폼노동을 ‘디지털 특고
노동’(황덕순 외, 2016)이라 규정하는 등의 비판적 견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플랫폼화의 '과
정'에 주목해 그것이 어떻게 비공식노동의 변화를 추동하는지 이론화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플랫폼화가 수반한 비공식노동의 변화를 제도적 공식화 - 노동과
정 공식화의 두 개념축을 통해 분석한다. 둘째, 플랫폼화 과정이 동반한 변화가
노동자들에게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플랫폼화가 갖는
다면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디지털 플랫폼노동으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택시, 대리운전, 퀵
서비스, 가사서비스 직종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삼아 각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와 언론기사 등의 2차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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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플랫폼화와 노동의 공식화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 사회적인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
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적 매개 수단으로 플
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심우민 외, 2021).
이는 비단 일부 산업이나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플랫폼 사회’라는 사회적
차원의 질적 전환으로 확장된다. 플랫폼 사회에서는 인간 소통을 넘어 물리적
영역까지 데이터화(datafication)하고, 이를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플랫폼 생태계를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이를 가공하는 알고리즘이 사회경
제적 인프라 역할을 한다(van Dijck et al., 2018). 노동관계와 과정 역시 데이터
화 되고,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새롭게 재구축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노
동의 플랫폼화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가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데이
터화의 효율성을 위해 불확실성과 비정형성을 최소화(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식화된 구조(제도화)의 채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의 합리성을
제시하면서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Scott, 1994)에서 공식화를 추동할 동
기를 부여받는다.
조직연구의 측면에서 공식화(formalization)란 “조직구성원의 의무나 권리를
결정하는 규칙이나 절차 또는 의사전달이 성문으로 묘사된 행동의 정도”를 의
미한다(Schminke et al., 2000: 김태룡, 2016: 5에서 재인용). 또한 공식화는 표
준화(standardization)의 정도, 즉 “조직이 어떤 일을 누가 언제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나 공식적으로 규정하느냐에 관한 관념, 혹은 문서화된
규칙의 정도”(원구환, 2004: 121)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공식화라는 개념
은 좁게는 성문화된 규칙에서 넓게는 구성원의 행위를 제한하는 공유된 관념이
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대체로 비공식노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하지만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의

비공식노동의 플랫폼노동으로의 전환과정: 플랫폼화의 명과 암(이찬우․ 김진두․ 이상아) 

35

탈규범적인 고용형태의 만연과 정규노동의 잔여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라는 모
호한 개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법적․제도적 규정이라는 협소한 정의
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식화의 속성을 보다 확장하여 성문화된
규칙의 정도를 제도의 공식화, 노동과정의 표준화 정도를 노동과정의 공식화로
정의한다.

가. 제도적 공식화
일반적으로 노동연구에서 공식화 개념은 노동자가 법률이나 제도의 보호 혹
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과 동일시된다. 반대로 비공식화는 ‘법적으로든 관행
상으로든 노동법, 소득과세, 사회보장, 고용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으
로 정의할 수 있다(ILO, 2003). OECD와 EU도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세금 납
부 등에서 제외된 노동을 비공식노동으로 정의1)한다(이병희 외, 2012).
전통적으로 비공식노동은 국가의 행정 기능이 취약하고 경제주체 간 관계를
제도화하는 각종 법․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주
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고용형태의 다변화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급증하고 있는 선진 자본주의에서도 노동의 ‘비공식화’에 대한 이
론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Kalleberg, 2009; Weil, 2014).
국내에서 비공식노동 논의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발전해왔다. 외환위기 이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급증했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 간접고용 비정규
직을 거쳐 2010년대 이후에는 비공식성이 두드러지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조돈문 외, 2016). 최근에 활발한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 역시 노동의 비공식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장지
연 외, 2020; 이승윤 외, 2020; 황덕순 외, 2016). 과거 대기업들이 사용자로서
의 책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를 활용한 것처럼, 대형 플랫폼
업체들도 자신의 역할을 고용주가 아닌 시장 중개인으로 규정하며 노동자들을
플랫폼 ‘이용자’ 집단 중 하나로 규정한다. 그 결과 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과
1) 본 연구에서 제도적 공식화는 비공식노동자가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제도로 완전히 편입
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제도적 공식화는 노동자가 경험하는 제도적 공식성이 상
대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으로 우리는 플랫폼화의 진행에 동반되어 그것이 진전된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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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보호망 외부의 비공식 영역으로 주변화된다는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은 그들을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로 개념화하였다(황덕순 외, 2016).
이상 살펴본 연구들은 플랫폼화 - 비공식노동의 증가 - 불안정성의 증가로 이어
지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그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제3세계 국가들의 플랫폼화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은 플랫폼화가 반
드시 비공식노동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근거들을 제시했다(Weber et al.,
2021; Randolph et al., 2019). 대표적으로 Weber et al.,(2021)은 멕시코와 파나
마에 진출한 플랫폼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플랫폼이 비공식노동을 공식화하
는 동기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펼치는 전략을 분석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
면 플랫폼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비공식 영역의 노동을 공식화하고자 한다. 이어서, 공식화에
거부감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 등 공식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이
득을 강조하고 공식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노동자 집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배달의 민족,
쿠팡, 대리주부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오랫동안 비공식 영역에 머물던 노동자
들 중 일부가 공식적 고용관계로 편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장지
연 외(2020)는 플랫폼이 거래의 투명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거둬들이는 수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요컨대, 플랫폼화가 제도적
공식화에 미치는 영향은 즉, 거래의 투명화를 통해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추
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노동과정 공식화
본 연구에서 노동과정의 공식화는 노동과정의 표준화 혹은 동량화로 해석한
다. 노동과정의 표준화 논의는 산업혁명 초창기 테일러의 ‘구상과 실행의 분리’
부터 리처의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까지 노동과정 연구의 핵심적인 화
두이다. 산업에서 표준화의 심화는 효율성이나 합리성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
여하는 반면,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나 노동과정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김철식, 2015).
노동과정의 표준화를 통한 탈숙련화는 유연성(flexibility)이라는 목표 실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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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간다. 1980년대 이후 포드주의적 경직성의 대안으로 유연한 생산방식에
대한 모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Sennett, 2000). 유연한 생산은 숙련 향상을
통한 유연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와 표준화를 통해 개별 노동자의 숙련
필요를 낮추는 유연표준화(flexible standardization)라는 상반된 경영전략을 포
괄한다(김철식, 2011), 현재 플랫폼노동은 후자의 경향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
하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유연생산방식의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Steinberg, 2021).
플랫폼화는 인간행동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화(datafication)를 수반한다. 데이터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다양
한 개인의 행위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사용자 활동성, 바이럴 지수, 플랫폼
체류시간 등의 지표로 계량화된다. 다시 말해, 플랫폼화 과정에서 ‘질적으로 서
로 다른 것들은 동량화(commensurate)’되는 것이다(van Dijck et al., 2018: 이재
열 외, 2021: 18에서 재인용). 개별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 능력, 일 경험, 사회
적 관계 등이 적합도, 평점과 같은 수치로서 치환되며, 노동에 대한 보상과 통
제 역시 표준화된 수치에 근거하게 된다.
플랫폼화가 수반하는 노동과정의 표준화 - 공식화는 복잡한 업무를 최대한
작은 단위로 쪼개고, 모든 작업을 측정하여, 성과와 보상을 연동하는 테일러리
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테일러리즘(Digital Taylorism)이라 볼
수 있다(황덕순 외, 2016). 다만 플랫폼화에 의해 추동되는 노동과정 공식화가
기존의 표준화 시도와 구별되는 지점은 대인적 개입이 아닌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 활동과 의식에서도 자동화 공정을 확대하며 ‘사회적 탈숙련화(social
deskilling)’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Andrejevic, 2020: 6~7).

2. 플랫폼화의 양면성
플랫폼화가 불안정성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
가가 엇갈리고 있다. 플랫폼화의 긍정적 측면을 바라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일자리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면서 거래과정의 투명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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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거래를 투명화하면서, 비공식 영역
에 효율적인 조세납부 시스템의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장시키는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Weber et al., 2021; 장지연 외, 2020). 둘째, 플랫폼
화는 신분제나 여성 차별과 같이 전근대적이고 비공식적인 위계질서의 재생
산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Rustagi, 2015; D'Cruz and
Noronha, 2016; Surie, 2020). 아울러 미용사나 가사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된 직업의 노동자들에게 전문가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노동시장에서 협상
력을 높이기도 한다(Komarraju et al., 2021).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우리나라의
프리랜서 SW 개발자들을 들 수 있다. IT 외주개발 산업의 중층 하도급 구조의
최하층에 위치한 이들은 오랫동안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감수하며 일을 해야 했다(노성철, 2019). 하지만, 2010년대 중
반부터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한 IT 외주개발 플랫폼은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면서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숙련에 걸맞은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대안적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노성철․이찬우, 2021).
셋째, 디지털 플랫폼은 일자리 접근 기회가 낮은 인구학적 집단에 일할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우버의 경우 앱에 가입
하고 간단한 신원조회 절차만 마무리되면 운전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진입장
벽이 낮다. 우버는 이를 기존의 규제된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소외계층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공헌으로 틀짓기 했다(Rosenblat, 2018; Thelen,
2018).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웹툰 플랫폼이 과거 종이매체 기반 만화시장
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아마추어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를 제공한다는 점만큼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김수철․이현지, 2019).
하지만, 플랫폼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이승윤 외, 2019;
Rosenblat, 2018). 첫째, 플랫폼 기업이 고용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
다. 플랫폼 기업은 명목상으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독립계약자 혹은
프리랜서의 고용을 중개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보험 기여를 회피해왔다. 불안
정 노동이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의 양산을 가속화하고 있다(Ronsenblat,
2018; Vallas and Schor, 2020; 이승윤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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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통제는 업무의 유연성보다는 감정노동을 심화
시키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경향이 크다(Rosenblat, 2018; Gandini, 2019; Vallas
and Schor, 2020). 플랫폼의 알고리즘 정책은 보다 많은 주문을 수락하고, 고객
에게 매겨지는 평점이 높은 노동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들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을 강화하는 등 과잉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는 장시간 업무 대기 및
과로를 감내해야 한다(박수민, 2021). 한편, 플랫폼 기업은 노동계의 알고리즘
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셋째,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도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고객이라 강조하
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는
고객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정보가 일방적
으로 노출되고 있다(Veen et al., 2020). 미국 돌봄 플랫폼 기업은 고객에게 신
뢰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노동자에게 앱에 개인정보 및 SNS 등을 공개할 것
을 요구했다(Ticona and Matescu, 2017). 그런 점에서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종속되며 사생활까지 위협받는 점이 지적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플랫폼화가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양면성
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극명히 대비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분기점을 만들어 내는 요인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 우리는 플랫폼화의 ‘과정’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즉, 플랫폼화의 과정
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상정한다. 앞서
소개한 제도와 노동의 (비)공식화 개념을 그러한 양상을 이론화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는 네 업종 종사자들이 플랫

40

 노동정책연구․2022년 제22권 제2호

폼화 과정 전후로 경험한 불안정성의 양상이다. 비교사례연구 대상으로 택시,
가사서비스, 대리운전, 퀵서비스의 네 가지 업종을 택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플랫폼화 과정에서 나타난 네 업종 간 유사점이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5년간 네 업종의 플랫폼화는 업계관계자들을 넘어
서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둘째, 네 업종에서 오랫동안
노동의 비공식적 경향이 지배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네 업종
들은 플랫폼화에 따른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살펴보기에 이상적인 맥락을 제
공한다. 우리는 네 업종에서 나타난 플랫폼화 과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
교․분석함으로써 그것이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매개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1> 면접조사 참가자 구성
업종

택시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가사
서비스

업종 내 부집단(면접자 ID)

인원

카카오 직영택시(Taxi#1~3)

3

카카오 법인가맹택시(Taxi#4~7)

4

카카오 개인가맹택시(Taxi#8~10)

3

광주광역시 택시기사(Taxi#11~12)

2

대전광역시 대리운전기사(Driver#1~5)

5

거제시 대리운전기사(Driver#6~8)

3

수도권 퀵서비스 기사(Quick#1~5)

5

대전 퀵서비스 기사(Quick#6~9)

3

수도권 퀵서비스 사용자(Quick#10~11)

2

대전 퀵서비스 사용자(Quick#12~13)

2

퀵서비스 이해대변체(노조, 협동조합) 관계자(Quick#14~17)

4

플랫폼 업체 대표 (Home Service #1~2)

2

이해대변체 관계자(Home Service #3~8)

6

수도권 플랫폼노동자(Home Service #9~12)

4

비공식노동의 플랫폼노동으로의 전환과정: 플랫폼화의 명과 암(이찬우․ 김진두․ 이상아) 

41

면접조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진행했다. 각 업종의 면접조
사는 별도의 연구사업을 통해 진행되어 업종 간에 시차가 있으며, 연구대상 표
집의 엄밀성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네 업종의 인터뷰 모두 참가자
들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일 경험을 파악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실시했
다. 개인적 맥락에서 플랫폼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질문지의 틀에 대화를 한정
짓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유도하는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는 먼저 업종별로 지난 20년간의 플랫폼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도가 높은 업계 관계자 또는 장기근속자들을 인터뷰했다. 이를 통해서 각 업종
내에서도 플랫폼화가 균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그러한 차이
를 반영한 면접조사 집단을 구성하고자 했다.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저
자들은 각 업종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문헌자료를 수집했다. 문헌자료
는 로그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확보했다. 이를 통해서 업종별로 플랫폼화
과정의 주요 변곡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플랫폼화 과정의 양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2. 자료분석
기존 연구흐름과 비교해 플랫폼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국내외를 통
틀어 많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고려해 질적연구방법론을 연구
기법으로 택했다. 질적방법론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우리는 비교사례연구기법
이 플랫폼화 과정과 불안정 노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다고 생
각했다.
자료분석은 본 논문의 초점이 플랫폼화 ‘과정’임을 고려해,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업종별 차이에 대한 설명력을 우선시하여 문헌분석을 이어
간 결과 비공식노동과 플랫폼 사이의 관계에 천착한 기존 논의에 주목하게 되
었다. 저자들은 관련 논문을 함께 읽고 논의한 후 다시 자료분석에 들어갔고,
선행연구가 제시한 비공식 - 공식 노동의 구분을 우리의 자료에 근거해 ‘제도적
공식화’ - ‘노동과정 공식화’의 두 축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정교화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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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바탕으로 네 업종에서 나타난 플랫폼화 양상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렇
게 업종별 플랫폼화의 양상을 노동의 공식화에 대한 두 차원으로 분석하고, 그
러한 변화가 불안정성에 갖는 함의를 분석했다.

Ⅳ.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디지털 플랫폼화가 진행 중인 대표적인 업종들을 공식화 측면
에서 살펴보고, 다면성이 가지는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공식적 인
정과 제도적 포괄을 의미하는 ‘제도적 공식화’와 노동과정에서 인사관리, 업무
범위의 표준화로서 ‘노동과정 공식화’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과정적 맥락을
분석한다.

1. 플랫폼화에 따른 노동과정 공식화
가. 대리운전
초창기 대리운전업종은 유흥업소에서 일종의 서비스로 고객의 차량을 대리
운전해주던 문화에서 시작되었고, 시장 참여자의 규모도 제한적이었다(월간조
선 2003년 1월호). 이러한 특성으로 노동과정 역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이 아
닌 산발적으로 형성된 개별적 관계와 관행들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이는 종사
자들의 법적 지위 모호성과 불안정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 초반 콜센터(업체)에서 고객의 콜을 접수하여 무전기나 휴대폰 등을
통해 직접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해주는 방식은 PDA나 스마트폰에 설치
된 배차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자동화시스템의 도입과 콜의
광역화는 요금과 노동과정의 표준화에 기여하였으나,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
지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업하는 거는 낮에 길가에 세워둔 차들 있잖아요. 거기에 명함을 하나씩 탁 꽂아
놔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보고 전화를 해요. 어디 있다고 이제 또 택시 타고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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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요. 가서 이제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또 이제 다른 전화 받으면 또 택시 타고
또 쫓아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처음에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전이
니까. 개인들이 그렇죠. 이제 단골로 운영이 되던 체계였었죠. … 중략 … 이게 업체
로 바뀐 게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Driver#2 대전지역 대리운전기사)

매칭에 특화된 배차프로그램 플랫폼의 한계로 여전히 노동과정은 관리자와
기사 간의 비공식적 관계에 기반한 통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배차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업체들 간의 광역연합이 구성되면서, 산업 내
카르텔이 형성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2016. 1. 6. 의결 제2016-010호). 이들은
암묵적인 등급화와 감정적인 이유로 콜 배정의 차등을 두거나 나아가 블랙리스
트를 작성하고 연합 차원에서 이를 공유해 플랫폼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
비합리적 성격을 띠었다(굿모닝충청, 2021. 6. 9).
이러한 노동과정에 대한 직접 통제는 시장의 규모가 작고 특정 업체의 독점
이 강한 소도시일수록 더욱 강하게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도시에서는
여전히 무전기를 통한 전(前) 플랫폼적 배차방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의 부족으로 업체에서 운영하는 복귀차량 이용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
종의 관제탑인 콜센터와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우리 회사에는 3km까지 접수되는 거는 우리가 콜을 이렇
게 터치해서 탈 수 있고 3km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상황실에
서 넣어줘야 해요. 콜을 우리한테. 카카오는 그냥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잡아서
갈 수 있어요. 10km 20km 30km도 무조건 근데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회사는
그래요” (Driver#7 거제지역 대리운전기사)

반면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기존에 연합과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뤄지던 노동과정에 대한 개입은 플랫폼 업체의 표준화된 규칙과 알고리즘에 기
반한 직접 통제로 대체되었다. 기존 대리업체들은 콜의 소화를 위해 콜센터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반면, 카카오의 경우, 콜의 수요공급에 따른 요금의 변동
을 통해 컨트롤하며, 기사들은 그린/블루/레드/퍼플이라는 등급을 매기며, 등급
에 따른 차등적 보상으로 통제한다(카카오 T대리 홈페이지).
한편 플랫폼화는 기사 - 고객 간 노동과정의 공식화를 추동했다. 기존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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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기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노동과정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업
체를 통해서 사후에 제기하는 방식에 제한되었던 반면, 카카오대리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고객의 평가는 5점 만점의 별점이라는 공식적인 지표로 즉각 반영
된다. 축적된 데이터의 결과는 기사에게 인센티브(등급상승/포인트 리워드)나
페널티(등급하락/접속제한 등)가 부여된다. 이는 고객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 택 시
플랫폼화 이전 택시산업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사납금제였다. 택시업체가 오
랫동안 사납금제를 고집했던 이유 중 하나는 노동과정의 통제나 개입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플랫폼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들은 거리를
돌면서 승객을 찾는 배회영업을 위주로 했다. 배회영업방식에서는 택시업체들
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
다. 택시업체들은 정밀한 노무관리를 개발하는 대신 개별 택시노동자의 운송수
입금 수준에 상관없이 택시 한 대당 고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납금제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거였죠. 회사에는 사
납금만 맞춰주면 되니까. 어디가서 낮잠을 자든지, 차를 가지고 가족일을 보든지,
쉬지 않고 영업을 하든지 회사도 신경 안 쓰고, 아니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거기는
사납금만 받으면 되니까” (Taxi #8,현 카카오 개인가맹기사)

카카오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의 노동과정 공식성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
다. 카카오택시는 승객에게는 차별화된 택시 경험을, 택시업계에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및 ‘택시회사 운영 시스템 선진화’를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삼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노동과정 통제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택시 업체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본사(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정책이나 알고리즘을 만들면, 저희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
요. 기사님들 중에서 불만을 갖는 분도 많죠. 전에는 맘대로 했는데, 이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따라와야 하니까. 클레임도 택시회사가 아니라 저희한테 와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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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실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자회사 직원 인터뷰)

유니폼 착용, 클래식 음악 재생, 승객과 불필요한 대화 금지 등의 규칙을 택
시기사의 노동과정에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객 만족도를 높이고, 그것을 통
해 더 많은 승객이 유료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택시법인이 가맹사업에 합류한다는 것이 카카오 플랫폼의 전략이었다. 특히,
카카오T 블루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배차’를 가장 큰 장점으로 승객
과 택시노동자 양측에 어필했다.
한편, 승객에게 택시서비스에 대한 평점 부여 권한이 주어지면서 노동과정이
공식화되었다. 카카오는 가맹 - 직영 택시를 대상으로 승객이 별 5개 만점으로
기사 친절도나 차내 청결 등과 같은 승차 경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
폼 가맹 - 직영 택시기사들의 평점 제도를 통한 노동과정 공식성의 강화가 택시
기사와 승객 사이의 무게중심을 승객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했다.
“손님이랑 실랑이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기사 평가할 때 기사 나쁘다고 하면 페널티 먹거든요. 한 번은 억
울해서 해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카카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하거든요. 연결
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저런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못 해 먹겠더라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손님을 한 명 더 태워야지.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게 되죠” (Taxi #3.
현 카카오 가맹택시 기사)

다. 퀵서비스
플랫폼화 이전 퀵 기사들은 명목상으로는 특수고용형태였지만, 퀵서비스 업
체에 대한 높은 사용 종속성을 보였다(신태중, 2006; 정인수 외, 2006). 당시,
퀵 사업체들은 전속기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그들의 근태를 관리했고 퀵 기사들
은 월정액 수수료를 납입하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 주문 수만큼 수익을
얻었다(서울행정법원 2007. 10. 23. 선고 2006구단10552 판결).
“회사에 전속돼서 그 회사만 하는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제가 최초 시작할 때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영하 20도가 되어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공유라는 게 없
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 처리가, 처리가 안 됐었어요.” (Qucik#4 수도권 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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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기사)

플랫폼화 이전 퀵서비스업의 노동과정은 표준화가 되지 않고 사업주들의 비
공식적인 직접 통제가 진행되었다. 업체 - 기사 관계에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
리가 부재했고, 기사의 업무 수행은 사업체 사장이나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
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사에게 계약서 교부 등의 절차도 지
켜지지 않았고 기사들은 구두계약이나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에 형식적인 서
명절차를 거치고 업무를 진행했다(정인수 외, 2006; 신태중, 2006). 그런 점에
서 퀵서비스업의 노동과정은 비공식적 성격이 강했다.
배차프로그램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하고 기사들은 자발적으로 출퇴근하고
주문을 직접 선택하면서 일하기 시작했다. 플랫폼은 기사와 업체 간 단순 중개
만 담당하기 때문에 퀵서비스 사업체가 노동과정에 개입하고 통제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퀵 기사는 사업체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소속 기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업체소속 기사를 자사
기사라고 부르는데, 자사기사는 소속 업체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
다. 하지만, 자사기사가 주문을 선택하지 않으면, 연합망으로 주문이 넘어가고
공유기사 중 누구든지 주문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합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기사와 사업체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퀵 사업체들은 자사
기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동과정을 관리할 수 있으나 공유기사에 대해
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기 어려우며, 이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
렵다.
“이름도 모르는 그 기사의 농담 한마디에 우리 거래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
면 그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사들이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사들이,
자기도 프로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은 피한다는 거죠.” (Quick#11, 퀵서비스 사
업체 대표)

또한, 퀵서비스업은 플랫폼화 이후에도 배송을 받는 고객 또한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노동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다. 반면 최근에는 카카오 같은 대기
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퀵 시장에 등장하면서 주문처리 과정에 대
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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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사서비스
비공식적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때는 가사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평판’은 수
행하게 될 업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뿐더러,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신문사나 인력사무소에서 그의 의견을 교환
하거나 중개하는 데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플랫폼의 등장으로
노동자의 통제가 구조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Flanagan, 2019). 기존의 비공식
적 시장과 달리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에게 플랫폼에서의 상품거래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를 심어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Kuhn and Maleki, 2017). 이에 플랫폼 가사서비스 업체들은 더 많은 고
객의 유치와 시장점유 전략으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가사서비스 제공을 하고
자 했다.
가사 플랫폼 업체들은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전통적 기업의 선발,
업무배정, 평가, 승진 등과 같은 노동과정 관리를 하고 있다. 가사 플랫폼 업체
들은 기본 서비스라는 이름 하에 업무의 내용과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 서비스(2～3시간) 동선으로 각 플랫폼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환기 - 세
탁 - 주방 - 욕실방․거실․현관 - 퇴실, 정리정돈․쓰레기 배출 순으로 업무 절
차를 정하고 있다.
한편, 플랫폼 업체들은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교육 시와 첫 가입 시 안내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유입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업
무내용과 작업방법을 교육 훈련시키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자가 고객의 집에
방문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행동들을 규칙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 활동 제재 혹은 재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질을 높이는 게 활동 업그레이드도 하고 강화하고 응대서비스 앱도 좋아야 하고
다 좋아야 하는데, 그중에 청소서비스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교육을 하는 거
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좀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은 서비스 질을 높
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즈니스적으로 하나는 경쟁을 시키는 거고요
하나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Home service #2, 가사 플랫폼업체 관계자)

플랫폼 기업들도 지속해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전문 홈메이드 서비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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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의 손길로 진행되는 홈서비스”, “100% 교육 수료한 청소 매니저” 등과 같
이 가사서비스가 기존의 파출부나 가사도우미가 아닌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 플랫폼화에 따른 제도적 공식화
가.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음주상태인 차량 소유주의 청약(운전대행)에 대하여 대리운전업
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유상계약의 형태로 상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업의
한 범주이다(박윤철, 2011). 태생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로 인해 형
성된 파생시장이었기에 이를 관리할만한 법률이나 제도가 부재했고, 초기 대리
운전업은 낮은 제도적 공식성을 지녔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대리운전법’을 비롯한 제도적 공식화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고, 2003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0
건의 관계법령 제정․발의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및 실효성의 문제,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 간의 입장 차이, 택시업
계와 갈등과 같은 이유로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경향신문, 2004.
7. 1).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진출은 대리운전을 플랫폼노동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정체되었던 제도적 공식화 움직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더
불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부산(2020), 충남(2021)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권
익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플랫폼노동자 관련 조례 및 이동노동자
들을 위한 쉼터와 지원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고용보
험(2022년 예정)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적 속성이 오히려 타 특수고용업종에
비해 뒤늦게 시행되는 등 플랫폼화가 일정부분 제도적 공식화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랫폼화와 함께 노동조합을 중심에 둔 제도적 공식화도 가속화된다. 배차프
로그램의 등장은 지역단위의 광역화를 낳았고, 대구지역의 대리운전 노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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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에 이어 광역단위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했다(박명준 외, 2014). 이후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전환했고(2012),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단체교섭으로 이
어졌다(한겨레, 2021. 10. 7). 디지털 플랫폼 등장 이전 지역단위 노조의 활동은
지역별 조합의 역량 차이나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성
과의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카카오는 20%대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전국
수준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교섭결과에 따라 제도적 공식화는 가
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조합과 다른 결로, 경사노위를 매개로 ‘사회
적대화’가 추진되었으며, 2022년 업종별 위원회인 플랫폼산업위 산하에 대리운
전 업종 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종사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 택 시
택시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 중 하나로, 다른 업종과 달리 플랫폼화 이전
부터 관계법령, 노동조합 등 높은 수준의 제도적 공식성을 지니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택시 공급과잉 문제가 이슈화되며 법인택시사업에 대해 엄격
한 진입규제가 시작되었다.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담당 기관은 각 시도 지자체로
최저 면허 대수와 차고지, 기타 부대시설 등의 요건을 규정한다. 그동안 택시
면허를 남발해왔던 지자체들은 2010년대 이후 총량제, 면허보상제도 등으로 택
시 수 감축에 나섰다. 아울러 택시요금은 지방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그것을
변경하려면 물가대책위원회, 지방의회 심사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 배경
에는 법인택시가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법인택시업은 노조의 조직력이 강하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001년 7월
산별노조로 전환하며 제도개선 완비, 월급제 정착 등을 목표로 하며, 그해 12월
에 노동부․건교부와 ‘택시제도 개선 종합대책’에 합의했다. 이듬해 5월엔 전
국 136개 노조, 1만 1천 명의 조합원 파업을 조직하며 제도적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김미정, 2002).
택시업계의 비공식적 관행인 사납금의 전액관리제로 ‘법적’ 전환은 1997년
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사업장 수준에
서 제도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택시운송업의 디지털 플랫폼화는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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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며 제도적 공식성의 상승을 촉진했다. 카카오 플랫폼은
진입 초기에 택시업계와의 상생 추구의 모습을 보였지만, 카풀 서비스 등의 새
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일으켰다(이정아 외, 2020).
2019년 1월,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플랫폼 - 택시업체 - 택시노조가 각각의 이해
를 충족할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2019년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를 직접적
으로 명시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고, 플랫폼화에 따른 노사정 대화의 결과로 카카오 직영 및 가맹 택시기사에
한해 월급제 도입도 공식화되었다.

다. 퀵서비스
퀵서비스업은 1997년 여객 위주로 운영되던「자동차운수사업법」
에서「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분리되면서, 업종 자체가 비공식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2)
업체 설립은 법적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서 용이했고, 기사들의 시장 진입도 간
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되었다. 플랫폼의 등장 이후에도 퀵서비스업의 낮은
제도적 공식성은 지속되었다. 제도적 공식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유서버의 등
장은 기사, 사업체 모두 주문처리를 빠르고 용이하게 해주었지만, 사업체 수와
기사 수의 증대를 유도하며 쿠폰 남발 등으로 인한 단가하락 문제가 발생하는
등 출혈경쟁이 심화되었다.
플랫폼화 이후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자발
적 결사체를 통해 퀵 기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도도 있었다. 퀵서비스 협
동조합은 단가 하락으로 인한 기사 처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기준
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수수료 할인, 공제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협
동조합은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경우 충분한 거래처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 조합원 및 기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를 하면 좀 로비도 해야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힘들죠. 그래서 아
무튼 우리는 발품. 오로지 그냥 저, 맨바닥에 발품 팔아서 헤딩하면서 그냥 우리
2) 구체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분리되었고 화물운송은 등록
차량을 통해서만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륜차는 등록 규정에서부터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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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써주십쇼 해가지고. 우리 참, 나는 우리 거래처들 너무나 고마워. 단가가 우리는
비싸요.” (Quick#15, 퀵서비스 협동조합)

한편, 스타트업과 대기업들도 퀵 시장에 도전하면서 기존 시장의 거래 규칙
부재로 기사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고객서비스 질도 악화된다고 평가하며
시장질서 개선을 선언했다.3) 하지만, 퀵서비스업에 도전한 기업들은 시장을 일
정 수준 이상 점유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 퀵서비스업의 행위자들은 법
제도의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퀵서비스업의 부분적인 공식화가 진행되
었다. 정부, 국회 등에서는 이해관계자와 함께「생활물류서비스법」같이 표준
요금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노사 이해당사자의 의견 불
일치로 입법화되지 못했다.4) 따라서 퀵서비스업에서「생활물류서비스법」
은소
화물배송서비스에 퀵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유보적인 내용으로 입법되었다.

라.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는 오랫동안 비공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가시적인 노동이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배제 조항과 관련하여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숙
식 해결을 위해 노동을 시작했고 인적결합의 측면이 강했던 가사노동자들의 특
성이 반영되어 가사서비스가 노동으로 인식되지 못했다(전효빈, 2017). 2000년
대부터 가사서비스가 ‘비가시적 노동’에서 ‘사회적 생산 노동, 공식적 노동으로
부여받기 위해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가사서비스법 개정 운동을 벌였지만, 법
안 대부분이 중도 폐기되었다.5)
현행「근로기준법」11조에 따르면,「근로기준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면서
3) 스타트업으로 날도, 원더스 퀵퀵 등이 퀵서비스 시장의 체질개선을 언급하며 진출했었다
(서울경제, 2014. 9. 4; 물류신문, 2017. 6. 21; CLO, 2016년 퀵서비스 기획연재).
4) 노조는 거래규칙을 표준화하고 교섭을 통해 처우개선을 이뤄나가길 원했다. 일부 기사들은
공식화로 신용불량, 기초생활수급 문제 발생 때문에 신분노출을 두려워했다. 한편, 사용자
들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퀵이 생활물류인지, 화물인지 애매하다는 점과, 노동자성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김종훈 의원실․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2020).
5) 2010년「근로기준법」,「사회보험법」등 일부개정 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3년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15년 이후에도 가사노동
자 노동환경 개선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거의 성과는 없었다(한국가사노동자협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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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가사서비스의 비공식성을 부여하고 있다.6) 2019년 플랫폼 가사서
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플랫폼노동자로 인식되기 시
작하였고,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 등 사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노동자의 공통적 문제의 논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2020년 7월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었고 2021년
6월 15일「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다.7)
그러나 이 법은 플랫폼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는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고용보험 등 적용
이 제외되는 것이다. 즉, 1주 15시간 이상인 가사노동자들에게만 이 법이 적용
되고 있어, ‘건’ 수로 일을 하고 있는 플랫폼 가사서비스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3. 플랫폼화의 다면성
네 업종들의 플랫폼화 과정 검토를 통해 플랫폼화가 노동과정의 공식성과 제
도적 공식성의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업종들에
따라서 플랫폼화와 공식화의 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단락에
서는 플랫폼으로의 전환과 노동의 공식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면성에 대해서
분석했다.

가. 노동과정 공식화에서 오는 다면성
첫째, 플랫폼화는 노동과정의 표준화를 추동했다. 네 업종 모두 플랫폼화 과
6)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제11조)
7) 제5조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보지 않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 의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
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 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로 인증기관과 가사노동
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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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노동과정의 표준화를 추동하였고, 일감을 찾는 과정에서 정보 불균형 문
제가 해소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등장은 법
과 제도의 외면 속에 지역과 소규모 업체들의 경쟁시장에 일정 수준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주었다. 물론 이는 기업의 시장 확대과정에서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경영적 요구와 맞물려 진행된다. 비공식노동 영역에서
는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관행과 관습들이 존재했는데, 정부는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자정을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성공하
지 못했다. 이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카카오 등 플랫폼 업
체의 시장 진출을 지지하며, 일종의 외적 연합(external allies)을 형성하는 결과
로 이어졌다. 실제로 일부 노동자들은 플랫폼화 이후 등장한 표준계약서나, 상
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관리자들의 비인격적 통제가 사라진 점 등에 대해서는
과거 업체에서의 경험보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카카오는 그나마 기존 업체들에 비해서는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은
데, 이제 수수료는 아직도 너무 비싸다.” (Driver#1 대리운전노조 대전지부 위원장)

물론 플랫폼화와 이에 따른 노동과정의 합리화가 긍정적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알고리즘은 고도로 형식화된 합리성의 형태이며, 이는 기존의 대인적 통
제의 방식과 비교한다면 매우 객관화된 통제방식이라 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
통제의 불투명성과 지나친 형식성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의 요소가 공존한다.
“이 손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일행을 내려주고 자기는 다른 데를 또 가야
한대요. 기사님 제가 다시 호출을 했으니까 아 기사님이 요 콜을 받아서 마저 이동
을 해주시죠. 거기서 호출을 했어요, 저한테 안 와요.” (Driver#1 대리운전노조 대
전지부 위원장)

둘째, 플랫폼화 이후 노동자에 대한 관리 통제방식의 변화이다. 대리나 택시,
퀵 등의 이동노동형태 업종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개입 및 통제가 제한
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종사자들의 높은 자율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
였다. 하지만 플랫폼화는 기술적 방식을 통해 이동과정이나 경로 등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개입의 여지를 높였다. 즉, 플랫폼노동자들은 ‘잠재적인 주인
(potential master)’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감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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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플랫폼 이용자 간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플랫폼 업체들은 더 ‘완벽한’ 매칭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공개된 개인
적인 정보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고객은 플랫폼
을 통해 서비스 수행자들의 평점과 경력, 나이, 사진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범죄로 악용되기도 한다(이상아․유다영, 2021).
플랫폼 서비스 노동시장에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평판, 평점, 등급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평점은 곧 일감의 획득이
라는 경제적 요인과 직결되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들은 높은 평점과 등급을 위
해서 복장, 행동 등에 대한 자기검열과 높은 서비스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강도의 심화로 이어졌다.
“와이셔츠 다리는 거랑 여자 블라우스랑 치마 다리는 건 어렵다, 세 개를 내놨었거
든요 여름옷 특히 다리기 어려워요. 시간이 남으면 해달라고, 근데 3시간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해요? 근데 엄청 빨리 해주고. 다 했다니
까. 가라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는데 자기가 꼼꼼하게 했나 봐 바닥도
다 닦았는데 그래서 별점 안 줬나 봐요.” (Home service #11, 플랫폼 가사 노동자)

한편, 통제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전문가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전략도 활용
된다. 종사자들에게 기존과 다른 호칭8)과 더불어 전문가, 프리랜서로서의 정체
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자존감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대하
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면서도, 노동자성을 약화시키고, 자발적인 자기통제의
기제를 심는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셋째, 플랫폼화가 추동한 노동과정의 표준화는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
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쉽다는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노동자 간 경쟁의 심화로 이어져 노동강도와
속도의 증대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화로 일감에 대

8) 대표적으로 가사플랫폼에서는 기존의 ‘식모’, ‘파출부’, ‘이모님’, ‘여사님’ ‘가사도우미’라
는 호칭이 ‘매니저’, ‘클리너’와 같은 직업적 호칭으로 대체되었고, 기존에는 가사노동자가
청소업무와 음식, 돌봄 등 가사노동 전반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청소’와 ‘돌봄’ 등 각 영
역을 분화시켜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는 타 플랫폼업종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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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되면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었고, 이는 기존의 관행이나 노하우(숙련), 인적
네트워크 등의 필요성을 약화시킴으로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결과
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한 경쟁의 심화는 노동강도를 높이는 문제점을 낳
았다.
“예전에는 월비든 주비든 일정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거 끝
나면 그다음 다 내꺼니까. 많이 벌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 더 많은 수
십 배, 수백 배의 오더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그때보다 총매출은
더 늘지 않았을까.” (Quick#5, 수도권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개인적 비용을 들
여 콜 선점 혹은 콜 자체를 가로채는 불법 프로그램(지지기) 사용이라는 일탈
전략을 도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플랫폼은 불법 프로그램의 메커니즘 자체를
플랫폼 내부로 포섭하여, 카카오 모빌리티는 대리운전과 택시노동자들을 대상
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다른 기사보다 빠르게 매칭정보를 전송하는 ‘카카오프
로’ 서비스를 통해 이중적 착취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 서비스라고 그래서 2만 2천 원이 부가돼서 2만 2천 원을 뜯어가요. 저도 사
실 딱 3개월 전에 그걸 삭제를 했어요. 취소를 했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프로
서비스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금액이 얼마나 나타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Driver#3, 대전지역 대리운전
기사)

넷째, 플랫폼 리터리시(literacy) 능력에 따른 새로운 위계가 형성되었다. 초
단기계약이 주를 이루는 플랫폼노동의 경우, 책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며, 노동자들을 등급화하는 것은 대표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정흥준,
2019). 기존 중개 업체들이 비공식적인 형태로 노동자들을 암암리에 등급화하
여 관리하고 있었다면, 플랫폼은 고객의 평가와 수행한 업무량 등을 바탕으로
등급제를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지금 현재 3명이 앉아 있잖아요. 이제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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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되게 빨리 떠요. 이게 콜이. 누구는 1시간 전에 와 있고 누구는 30분 전에
있고 나는 10분 전에 왔는데도 이게 콜을 날 줘요.” (Driver#3, 대전지역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노동자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플랫폼과의 관계에 따
라서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화는 노동통제방식을 대인적 개
입에서 수요공급과 연동된 요금 정책으로 변화시켰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응하
여 변화하는 정책을 파악하고, 더 높은 요금 조건에 맞춰 더 빠르게 노동을 수
행하게 된다.9) 하지만 이러한 통제방식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노동자는 상대
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이어지는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고령화 추세가 뚜
렷했던 택시기사 중에서 플랫폼은 상대적인 연령대가 낮은 이들을 가맹 - 직영
기사로 선발하고자 했다. “어리고 경력이 짧을수록 교육의 효과가 있고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여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였다(카카오 모
빌리티 자회사 직원). 이러한 신뢰의 기저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이들 ‘핵심부’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보장하는 안정적인 수입 흐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플랫폼 경계부나 외부의
택시기사들에 비해서 높은 수입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었다.10) 하지만 높은 연
령층 중에서는 높아진 노동강도로 인해 플랫폼으로부터의 이탈을 택하는 경우
도 적지 않았다.
“카카오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길에 손님들이 없는데 자동배차가 되다
보니까 손님 연결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사람을 질
리게 하는 게 있어요. 콜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Taxi #3, 현
카카오 직영택시기사)

나. 제도적 공식화에서 오는 다면성
우선, 제도적 공식화의 가장 가시적인 형태는 법률 체계로의 편입이다. 법률
체계로의 편입은 업종에 대한 규제와 종사자들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을 보장해
9) 이러한 능력은 플랫폼노동에 맞춰 등장하는 새로운 숙련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10) 플랫폼노동의 탈숙련화 경향 속에서도 성과에 따른 등급과 보상은 해당 업무의 숙련을
촉진하는 강력한 유인요소로 역할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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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플랫폼화 이전부터 각 업종들은 제도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존재했다. 택시업종은 이미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노동조
합과 같은 대변조직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제도적 공식성을 지녔던 반면에 대리
운전, 퀵서비스, 가사서비스는 법령과 대변조직 부재 등의 낮은 제도적 공식성
을 나타내고 있었다.
플랫폼화 이전부터 제도적 공식성이 높았던 택시산업의 경우, 요금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무분별한 요금 경쟁을 피할 수 있었으며, 기사들의 총량이나 활
동영역을 제도화하여,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나아가 관련
법률과 대변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우버나 타다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제도적 공식화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법․제도적 인정을 받던 업종들은 가사서비스와 같이
관계법령의 제정을 비롯하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체계로의 편입 등의 제도
화가 심화된 반면, 공식성이 높았던 택시는 플랫폼 기업들의 도전들 속에서 제
도적 안정성을 위협받는 상반된 상황을 보여준다.
둘째, 플랫폼화는 계약관계와 노동과정을 객관화된 데이터로 공식화한다. 플
랫폼화로 인한 고용관계의 모호성이 제도화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동한다
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플랫폼화로 인한 고용관계
의 모호성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결여된 기존 노동법 체계의 한계와 제도개혁의
의지 부족에서 기인하는 제도적 기준의 모호성이며, 오히려 계약관계와 노동과
정은 명확하게 데이터로 공식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표준적인 계약서와 관련 규정의 존재는 제도적 개입 및 노동과정
의 공식화에 중요한 요소이며, 거래관계와 내용이 데이터로 기록된다는 것은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플랫폼노동의 경우, 대체
로 앱을 통해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관계가 데이터상으로 공식화된
다.11) 반면 오프라인 중개를 통해 이뤄지는 계약들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
나 작성되었더라도 계약서를 교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1) 물론 온라인을 통한 계약관계의 공식화 자체가 해당 계약관계를 비롯한 계약 내용의 적
합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체로 앱을 통한 계약방식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또는
약관회원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정책적 개입을 통해 플랫폼이 표준화된 계약의
보급과 공식성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매개로써 활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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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99%가 대리기사한테 불리한 조항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등록 그
거를 사인을 안 하면. 등록을 못 하니까. 어쨌든 거기다 다 사인을 하죠. 워낙 페이
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읽어보지도 않고.” (Driver#1. 대전지역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한편 거래단위 자료(거래 당사자, 거래금액, 거래물품 등)를 확보하는 것에
용이하며, 이러한 접근성과 투명성은 과세당국이 과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
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전병목 외, 2020). 과세의 투명성은 제도
내로의 편입을 용이하게 한다.
“고용, 산재 가장 중요한 위험한 요소들 이런 거는 반드시 해주면서 건강보험 국민
보험 이런 거는 반드시 안 해도 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비용도 낮추고 여기서 저기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자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겠죠.” (Home service #1, 플랫폼 업체 대표).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 과정이 오히려 일부 노동자들의 주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플랫폼노동에는 고연령자, 신용불량자나 부업종사자 등 수입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에게는 장기적인 안정성보
다 즉각적인 금전적 이익이 중요할 수 있다.12) 업종에 대해서 장기적 비전을
지니지 않은 임시종사자들에게도 사회보험료는 실익이 없는 지출로 인식되기
도 하며,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부업종사자들은 그들의 부업활동이 드러나
면서 부업활동에 대해 제지를 받는 사례 역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플랫폼노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신용불량이라든지 재산이 잡히면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금 받고있는 사람들도 퀵을 뛰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도를 좀 어기면서까지 해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거를 정의감으로 불태울 수는
없다는 거죠.” (Quick#13, 대전지역 퀵서비스업체 대표)

셋째,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협상 주체와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4개 업종은 지역기반 플랫폼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
12) 실제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부문에서는 현금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압류를 피하거나, 탈세를 통한 수익의 증대 효과를 도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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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플랫폼화 이전까지 지역 단위로
중소규모 업체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파편화만큼이나 사용자
들 역시 분화되어 있었고, 고용관계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협상 대상 역시 모호
하거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했다.
“카카오는 저희들이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회적인 여론을 좀 눈치를 좀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들은요 눈치 안 봐요. (지역 대리업체는) 제가 이제 그 제
친구도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또 선후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해서
해봤는데 나온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걔들 양아치야. 우리도 못 건드려.”

(Driver#1 대리운전노조 대전지부 위원장)

업종에 대한 법적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지역단위 협상은
노조의 역량이나 사용자의 참여의사에 따라 불균등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한다. 역설적으로 파편
화된 시장에서 플랫폼화로 인한 과점화는 전국 수준에서 업계의 대표적인 협상
대상을 만들어냈고, 플랫폼과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으로 이어졌다. 주체의 변
화는 협상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노동자들 스스로 과거 비공식노동 혹은 특
수고용형태 노동이라는 파편화된 정체성에서 플랫폼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 재
정의 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노동 중개라는 공통점은 다양한 노동형태들을
플랫폼노동이라는 동일 범주로 묶는 역할을 하였고,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연장
선에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코포라티즘적인 협상 방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얽혀있는 플랫폼노동 문제가 제도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을 보여준다.13)

Ⅴ. 결론 및 토론

비공식노동에서 플랫폼화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주목하고 이 과정을 제도
적 공식화와 노동과정 공식화로 개념화하였다. 결론에서는 플랫폼화와 제도적
13) 중앙 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 뿐만 아니
라 노사민정협의회와 같은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적 접근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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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화, 노동과정 공식화 간의 관계와 공식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면성에 대한
함의를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플랫폼화로 인한 노동과정의 표준화는 기존의 비합리적인 중개방식의
합리적 전환을 추동하였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한국의 노
동시장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의 탈규범적인 고용형태가 만연하였고, 이는
해당 부문에서는 고용/계약관계의 불안정성과 노동과정의 비합리성 등 노동의
비공식적 속성을 지속/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으
로의 전환은 노동과정 관리와 거래방식 등이 플랫폼상의 전자거래로 이루어짐
에 따라서 거래관계를 투명화하고, 서비스 및 노동과정을 표준화시켰다. 그러
나, 노동과정 공식화의 이면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은 플랫폼 업체의 표준화 전략
속에 고객의 별점과 평점에 종속되고 있으며, 더 많은 일감 경쟁 속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하며 스스로 노동강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노동자들은 표준화라는
명목하에 노동과정 통제의 강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종
속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양면성은 플랫폼화를 통해 개선된 노동과정의 합리
성이 ‘형식적 합리성’에 제한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은 단순 중개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수준의 공식화를 용인하였다. 제도적 공식화는 플랫폼 종사자의
급증과 맞물려 형성된 플랫폼노동자의 저항과 제도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담론
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회사들은 자신들을 고용주가 아닌
디지털 중개업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
를 취했고, 정부의 제도 및 법령 역시 다양한 양태의 플랫폼노동자 모두를 포용
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플랫폼화 - 제도적
공식화의 관계는 노동과정 공식화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졌고, 업종에
따른 제도화 수준의 상대적인 편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14) 실제로 본 연구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초기부터 제도적 공식화 수준이 높았던 택시산업에서는
플랫폼화가 기존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협하기도 했다.
14) 업종 간 제도화의 편차에 대해서는 플랫폼화 이전 해당 업종의 제도화 수준이나 성장가
능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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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플랫폼화 과정에서 명과 암은 각 업종에서의 플랫폼화 속도와
방향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공존했다. 플랫폼화는 비공식노동시장의 합리적 개
편이라는 측면에서 명일 수도, 플랫폼화 이전 비공식노동에서 발견되지 않던
새로운 위험인 디지털 플랫폼 종속성의 증가, 노동과정에서 관계의 단절로 인
한 노동자의 기계화 문제,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일 중독 및 노동강도
심화 등을 강화하는 암일 수도 있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의의는 기존 연구들이 플랫폼노동의 문제
를 정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플랫폼화의 시간적 과정에서 추동되는 거
시적 차원의 제도적․노동과정적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플랫폼화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다각적으로 주목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플랫폼
화의 변동과정을 지역기반 플랫폼에 한정하였기에 웹 기반 플랫폼을 포함한 플
랫폼 전반으로의 논리 확장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확인
된 업종에 따른 플랫폼화의 방향과 속도의 차이를 명확한 인과관계로 분명히
하지 못한 점 역시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이 과제들은 추후 웹 기반 플랫폼을
포함한 플랫폼 전반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과 제도적․노동과정적 변화의 속
도를 측정하고 규명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해소할 것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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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ition from Informal Labor to Platform Labor :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Platformization
Lee, ChanWoo․Kim, Jindu․Lee, SangA
Because existing platform labor studies have dealt with the problem of
platform labor from a cross-sectional perspective, there was a limitation in
being unable to capture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irectly caused by
platformizatio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longitudinally analyze how
platformization drives formality using the concepts of “institutional
formalization” and “labor process formalization” and longitudinally analyze
the multifaceted result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To this end, we compared
labor cases on local-based platforms,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literature
research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ormalization
of the labor process through platformization has positive results in making
transactional relationships transparent, standardizing work processes, and
alleviating the irrationality of interpersonal control. However, in contrast, it
had negative results, such as dependence on platform workers' rating evaluation,
increase in working hours in competition for work, and strengthening of labor
intensity. Second, as institutional formalization proceeded after platformization,
the degree of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existing informal workers was
strengthened compared to the past, but the level of informality experienced
by workers was still high.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platformization
caused various types of lightness and darkness for informal labor. In that
resp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goes beyond the static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of platform labor in existing studies and discovers the change
pattern driven by platformization from a temporal perspective.
Keywords : platformization, informal labor, labor process formalization, institutional
f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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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다준 변화*
전 혜 영**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에 도입된 주 52시간 상한제로 바뀐 변화가 근로
자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여건
개선방향을 잡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1차, 23차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사용변수에 모두 응답한 패널로 하였다. 분석변수는 21
차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 23차에서는 직무만족도였으
며, 잠재계층분석 후 평균차이 검정과 카이제곱 검정, 잠재전이분석, 그리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축근무제에 따른 변화 집단
은 ‘높은 노동강도’와 ‘휴가/초과근로 증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직무
만족은 ‘일의 열정과 보람’, ‘일 자체 만족’, ‘낮은 일 만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근무 관련 변수와 만족도 변수에서 집단의 평균차이가 있었다. 셋째,
‘높은 노동강도’는 ‘일 자체 만족’에 속할 확률이 높고, ‘휴가/초과근로 증가’
는 ‘일의 열정과 보람’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일의 열정과
보람’ 집단에 속하는 영향요인은 경제적 수준과 고용안정이었다. ‘일 자체 만
족’ 집단에 속하는 영향요인은 배우자 유무, 고용안정, 월 임금 등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단축근무제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하여
앞으로 근로자의 근무안정성,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
의하였다.
핵심용어: 주 52시간 상한제,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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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의 노동문제를 꼽자면 장시간 근로 때문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진 문제
가 1순위였다. 2018년 근무와 개인적인 삶의 양립 추구를 목적으로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이 300인 이상의 기업부터 시행되었고,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49
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종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정책의 핵심
적인 의제였고(김근주, 2012),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도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지향에 목적을 두고 있다(손지현, 2020).
주 52시간 상한제는 일 외에 개인적인 삶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직장 내에서는 조직몰입도를 높이고 일자리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종연․이건희, 2015; 김현정․최서희, 2018; Nakata,
2017). 단축근무제 도입 이후 여행과 관광 키워드가 활성화되었고(김경식, 2020),
노동시간 성별 격차의 감소로 일과 가정 노동시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이
진우․금종예, 2021), 출산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손지
현, 2020).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COVID-19 사태로 근무 여건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단기간에 집중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불
가능해진다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매일경제, 2021). 또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보다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는 건설업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게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은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박태일 외, 2019).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인건비에도 영향을 주어 역기능
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백대현․이재완, 2020).
주 52시간 상한제에 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논의가 되는 이유는 다양한 논
의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직무만족을 향상시켜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함일 것이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연구에서 직
무에 관한 내용은 빠질 수 없다. 직무만족은 일에 대한 열정과 만족도를 측정하
는 것으로 성인에게 일과 삶은 양립한다. 이 때문에 근무지에서 성과급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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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거나(김종연․이건희, 2015) 업무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김현정․최서희,
2018) 근무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근무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직무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법과 관련한 내용(김효준 외,
2021), 여가나 가정에서의 변화(김경식, 2020; 손지현, 2020; 이진우․금종예,
2020) 연구가 있다. 근로시간과 직무만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초과근로 또는
장시간 근로와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한 횡단적 연구(김종연․이건희,
2015; Bartoll and Ramos, 2020; Hsu et al., 2019)가 많은 편이다. 이 중 주 52
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근로자가 변화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과 직무만족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근로자가 느끼는 변화 유형
과 시행 1~2년 뒤 느끼는 직무만족 유형을 분석한 후에 어떠한 전이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한 변화(21차)와 직무만족(23차)에 따른 잠재계
층은 어떠한가?
둘째,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한 변화와 직무만족에 따른 잠재계층 특징은 어떠한가?
셋째,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한 변화 집단에서 직무만족 집단으로의 잠재전이 양
상은 어떠한가?
넷째, 직무만족에 따른 집단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과 변화
주 52시간 상한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된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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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이하 기업에 확대 시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은 최대 초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과거에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1989년 시행된 법정 근로시간 주 44시간 근무제는 노동 여건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2004년 주 5일 근무제는 실업 해소에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손지현, 2020). 2018년에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은 이전의 근무 여
건 개선과 달리 근로자의 일과 여가,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에 목적을 둔
것이다(손지현, 2020; 이효주 외, 2020).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것이 취지였듯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연구는 근로자의 여가생활과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경식(2020)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한 이
후 여가 인식변화를 분석하였다. 52시간 상한제가 도입이 된 이후 두드러진 키
워드는 문화, 안전, 도시, 리조트 등이 있는데,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여행과
관광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 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개인의 초과 근로시간이 주당
3시간 감소하고, 맞벌이 가구는 초과 근로시간이 주당 2시간 감소하였다(이진
우․금종예, 2021). 이로써 노동시간의 성별 격차가 감소하여 추후 일과 가정
노동시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이진우․금종예, 2021).
이 외에 출산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손지현, 2020).
현재 도입된 주 52시간 상한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근무 유형과 업종에 따라서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수
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권혁․이재현, 2020). 일방적인 노동 단축은
비정규직을 늘릴 수 있고, 시간당 임금에 영향을 주어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백대현․이재완, 2020). 사무실이나 실내에서 근무하
는 업종은 개인 및 조직별로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지만(박태일 외,
2019), 외부 환경에서 일하는 건설업에서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근무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COVID-19 사태로 인해 가계 경제
에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고(한국경제, 2021), 2021년부터 시행된 5인 이상 49
인 이하 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
려의 목소리도 있다(중부일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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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도 단축근무제로 인해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기업 내에
서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경영 악화의
문제가 있으며, 상용근로자보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낮아짐을 지적하였다(김재엽 외, 2019). 노민선․조호수(2019)는 근로시간 단
축 시행으로 중소기업에서 신규고용이 80% 이상 줄어들고, 기존 근로자의 임
금이 감소하며, 5조 이상의 기업 부담금이 중소기업 부담액으로 이어진다고 주
장하였다. 근로단축법 이후 고용실적 악화, 일본 수출규제, COVID-19로 인한
국가 경제 악화로 근로단축법을 수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계와 관계가 악
화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김효준 외, 2021).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 제도가
개선되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만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
로 인한 생활방식과 근무에 대한 변화 분석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변수 개발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자료(이하 KLIPS)는 노동 관련 다양한 변수를 구
축하여 연구자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
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직무만족과 관련한 연구에 적합하다고 본
다. 이에 본 연구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변화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
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2.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심리․정서적 만족을 나타내는 직장생활 질의
하위개념(이효주 외, 2020)으로 맡은 직무에서의 보람과 열정 그리고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Locke(1976)는 직무가 직장 내의 많은 차원을 포함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급여, 인정, 작업조건, 복리후생, 고객, 동료 등을 포
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직무만족을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와 관련한 경
험에 대한 평가에서의 만족스럽거나 긍정적인 정서적 태도로 정의하였다(김민
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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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과 강한 심리적인 밀착을 느낀다. 따라서 자신
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개인의 성취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심리적인 만족과 사회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김현정․최서
희, 2018). 제2의 삶의 질과도 같은 직무만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중 근
로시간과 관련지어 분석한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초과근로 또는 장시간의 근로시간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놓여 있
다. 우선, 근무시간이 적으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
선화․이영민, 2013; 김종연․이건희, 2015; 신용우․조영일, 2019; 이용관, 2015).
정도범 외(2018)의 연구에서 임금근로자는 초과근로 시간과 수당이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초과근로 결정 대상이 근로자 본인
일 경우 직무만족도에 정적인(positive) 영향을 주며(정도범 외, 2018), 초과근
로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이호중 외, 2019). 또한,
이용관(2015)은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초과근로와 관련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Wanger(2017)는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주도권이 있으면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만족도와 근로시간과 양의 상관관
계가 있다고 하였다. Hsu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근로시간과 직무스트레스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통제권을 부여한다면 직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Todd, Robinson and Reid(1993)는 8시간 교대
근무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로 시간이 늘어날 때 직무만족에서 내적 요인과 외
적 요인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연한 근무방식이 직원
들의 태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Chen and Fulmer, 2018). 유
사하게 근무시간의 균형이 근로자의 작업 컨디션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도움이 되었는데,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압박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anger, 2017). 즉, 근로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주도권이 중요하며 초과근로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 수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 근로시간과 개인의 심리와 건강과 연결 지어 직무만족도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Bartoll and Ramos(2020)는 주당 41~47시간 정도의 장시간 작
업이 근로자의 건강 관련 직무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Nakat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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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감소하면 우울 증상이 증가하여 다시 업
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
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도 근로시간 감소가 삶의 만족을 상
승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었지만,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삶의 만족도
를 높인다고 하였다(신용우․조영일, 2019).
선행연구를 토대로 근로시간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근로시간이
적은 것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
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한 변화와
직무만족을 변수로 사용하여 근로자의 태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하는지 분석
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3.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대체로 근무환경에 의미 있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김민영, 2017). 근무환경 관련 요인으로는 성과급제, 근무
환경 등이 있다.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때 성과급 제도가 있는 경우 낮은 직무만족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게
된다(김종연․이건희, 2015). 또한, 스트레스나 불안과 압박이 덜한 근무 환경
의 근무시간 배치는 일 만족도를 높이지만, 초과근무를 무급으로 하거나 주말
및 고강도 근무는 일 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Wanger, 2017). 따라서
초과근로를 해야 한다면, 초과근로의 급여 지급을 하거나 근로자를 배려한 근
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성별, 학력, 사회경제 지위 등과 같은 개인요인(인구사회학적 요인)도 직
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이웅․엄명용(2016)은 산재근로자는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사회경제
지위가 높은 대졸 임금근로자의 정서적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제도적
일자리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백병부․황여정,
2009). 전혜영(2019)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주관적 소
속 계층이 상위권일 때 높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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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혹은 일상생활 만족은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족(satisfaction)이라 함은 자신의 상황
을 반영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선호도를 평가할 때 쓰는 용어로 삶의 만족이나
일상생활 만족과 같이 삶에서 좋은 개념을 측정하는 것에 반영되어 왔다
(Veenhoven, 1996).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만족도와 같은 개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김민경 외(2018)는 직업 안정기에 접
어든 지체장애인의 일자리 만족도에 전반적 일상생활 만족도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최윤희․주효진(2021)은 기혼여성 근로자의 생활 만족이 직무만족에
정적인(positive)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반면, 하는 일에 따라 일상생활에 만족
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강성구․임경원, 2017).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근로자 개인적인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근로환
경, 일상생활과 삶 등 내면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가 직무만족도에
따른 집단의 어떠한 유형으로 전이되는지,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은 근로
자의 직장생활 만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이
하 KLIPS) 21차와 23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21차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2018
년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문항이 추가되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측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3차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1년
이상 시행한 이후 달라진 직무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21차 자료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
화와 23차 직무만족도에 모두 응답한 패널로 구성하여 총 192명을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최종 패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고(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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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여 : 34.9%),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26%에서 37%까지 다양
한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은 대졸 이상 패널이
114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혼인상태는 결혼했다고 응답한 패널이 97명
(75.2%)으로 가장 많았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후 대다수 패널은 근로시간
이 단축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96.1%), 초과근로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
았다(74.4%). 성과급제는 없는 곳이 69.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전반적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6(sd=.79), 전반적 삶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5(sd=.71)로
나타나 보통 정도의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 일 만족
도는 10점 만점에 6.05(sd=1.60)로 보통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대상
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 : 23차(N=129)
변수
남자
성별
여자
30대 이하
40대
만 나이
50대
60대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미혼
혼인상태
기혼
별거/이혼/사별
주 52시간 이후 정규 예
아니요
근로시간 단축여부
있다
초과근로
없다
응답 없음
있다
성과급제 여부
없다
전반적 생활만족도
전반적 삶 만족도
전반적 일 만족도

빈도(명)
84
45
34
32
37
26
10
5
114
20
97
12
5
124
27
96
6
39
90
3.36
3.35
6.05

주 : 전반적 만족도(생활, 삶, 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

%
65.1
34.9
26.4
54.8
28.7
20.2
7.8
3.9
88.2
15.5
75.2
9.3
3.9
96.1
20.9
74.4
4.7
30.2
69.8
.79
.7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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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수
본 연구는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하고자 21차 자료의 근로시간 단
축으로 인한 변화를 연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23차 자료의 직무만족도를 연구
변수로 사용하였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는 KLIPS에서 제공하는 변수로 총 5문항,
‘1=대폭 줄어들었다’부터 ‘5=대폭 늘어났다’ 등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평균은 2.45에서 2.88 사이이며, 평균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높고, 휴가일
수,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신규고용자 수가 많으며,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의 왜도는 ±2 범위 내에 있어서 대칭성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변량 분석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
화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664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KLIPS에서 제공하는 변수로 Brayfield and Rothe(1951)의 척
도에서 선별한 전반적 만족 수준에 대한 5개 문항을 가져온 것이다. 변수는 총
5문항이며,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아주 그렇다’ 등 5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은 3.40에서 3.70 사이고, 왜도는 ±2를 넘지 않아 다변량 분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889로 나타나 신뢰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척도의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21차) 및 직무만족도(23차) 변수(N=129)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
(21차)

직무만족도
(23차)

근로소득
휴가일수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사업장 내 신규고용자 수
노동강도
일에 만족하고 있다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일에 보람을 느끼며 한다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다

평균
2.45
2.88
2.64
2.76
2.78
3.45
3.45
3.40
3.47
3.70

표준편차
.80
.55
.74
.60
.61
.61
.63
.64
.63
.59

왜도
-.34
-1.17
-.87
-1.66
-.88
-.43
-.49
-.41
-.19
-.92

첨도
-.53
3.38
.38
2.76
1.49
-.45
-.42
-.48
-.2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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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 21차 자료와 직무만족도 23차
자료로 Mplus 8.3을 이용하여 2개 집단부터 1개씩 집단 수를 늘려가며 5개 집
단까지 잠재계층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AIC, BIC, SaBIC의 변화와 Entropy,
BLRT 값의 유의수준, LMR 값의 유의수준을 체크한 후 최종 집단 수를 결정하
였다. 그리고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그래프를 확인 후 집단명을 정하였다.
둘째, 21차, 23차 변수를 사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한 후 집단의 특징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SPSS 25.0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일자리와 관련한 변수를
투입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일반적인 일상생활 만족, 일 만족, 그리고
일자리 만족에 따른 평균차이는 t 검정/F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한 변화에 따른 집단이 2년 뒤 어떠한 직무만족
도 유형으로 잠재계층이 전이되는지 분석하고자 Mplus 8.3으로 잠재전이분석
을 하였다. 그리고 Excel 프로그램으로 잠재전이 결과 그래프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취지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변화에 따른 집
단이 직무만족도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패
널 수 제한으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만 분석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 전반적인 만족도, 근로환경을 독립변수
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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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와 직무만족도 잠재계층분석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과 직무만족도에 따
른 잠재계층을 분석하였다. 먼저, 21차 패널자료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
화의 잠재계층분석 결과를 보면, 2개 집단일 때 Entropy는 .844로 4개 집단, 5
개 집단보다 낮지만, LMR과 BLRT가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2개 집단
을 최종 선정하였다. 23차 직무만족도에 따른 잠재계층을 살펴보면 Entropy는
2개 집단보다 3개 집단이 더 높으나 집단 수가 늘어날수록 Entropy 값이 낮아
지고, LMR과 BLRT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으로
잠재계층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21차)는 2개 집단, 직무만족
도(23차)는 3개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21차, 23차 변수 잠재계층분석 결과(N=129)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
(21차)

2

3

4

5

직무만족도
(23차)

2
959.26

3
925.71

4
932.58

5

AIC

1121.64 1119.76 1127.60 1138.73

BIC

1210.29 1254.17 1307.76 1364.66 1047.91 1060.12 1112.75 1177.27

951.34

SaBIC

1112.25 1105.52 1108.52 1114.81

949.87

911.47

913.50

927.42

.913

.936

.872

.885

Entropy

.844

.839

.859

LMR(p)

.000

.000

1.000

1.000

.000

.000

.240

1.000

BLRT(p)

.000

.503

.177

1.000

.000

.000

.000

.667

class 1(%)

29.46

33.33

23.36

1.55

52.71

52.71

31.01

17.83

class 2(%)

70.54

9.30

9.30

13.95

42.29

7.75

41.09

1.55

57.37

5.43

9.30

39.54

21.15

30.23

class 3(%)
class 4(%)
class 5(%)

62.01

.880

56.59
18.61

7.75

7.75
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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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21차) 잠재계층 그래프

다음으로 각 집단의 그래프를 확인하여 집단명을 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근
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 중 집단 1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휴가와 초과근로
는 줄고, 사업장 내 신규고용자 수가 늘지 않았으며, 노동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 1은 ‘높은 노동강도’로 정하였다. 집단 2는 휴가와 초과
근로가 동시에 증가한 집단으로 ‘휴가 및 초과근로 증가’로 정하였다. 즉, 집단
1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졌으며, 집단 2는 휴가일수와 초
과근로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잠재계층분석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직무만족도 세 집단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그래프 특징을 보면, 집단 1은 다
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하는 일 자체에 대해 만족을 느끼기 보다는 일에 보람
을 느끼고, 즐겁고 열정적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집
단 1은 ‘일의 열정과 보람’으로 정하였다. 집단 2는 모든 문항에서 낮은 만족을
느끼고 있으므로 ‘낮은 일 만족’으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은 하는 일
에 대해 만족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일에서
느끼는 열정, 즐거움, 보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3은 ‘일 자체
만족’으로 정하였다. 직무만족도에 따른 잠재계층분석 결과 그래프는 [그림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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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무만족도(23차) 잠재계층 그래프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와 직무만족 잠재계층의 특징
먼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에 따른 두 집단과 직무만족도에 따른
세 집단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
의했던 변수를 위주로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는 실제 근무시
간 축소와 관련한 문항에서 유의한 분포 차이가 있었다(χ2=9.233, p<.01). 높은
노동강도 집단에서는 근무가 축소된 비율(18.9%)이 높았고, 휴가/초과근로 증
가 집단에서도 실제 근무시간이 축소되었다는 비율이 45.1%에 달했다. 직무만
족은 성과급제 여부에 따른 비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
2

며(χ =6.649, p<.001), 성과급제가 있으면, 일의 열정과 보람 집단 비율이 높았
고(20.9%), 성과급제가 없으면, 일 자체 만족 집단 비율과(31.8%) 일의 열정과
보람집단 비율이(3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상태, 초과근로 여부 등 카이제곱 검정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변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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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와 직무만족도 집단 특징(N=129)

변수
남자
여자
2
χ
고졸 이하
학력
대졸 이상
χ2
30대 이하
40대
연령
50대
60대 이상
χ2
있음
배우자
없음
유무
2
χ
하
경제적
상/중
상태
2
χ
특례 제외
52시간
특례 적용
특례직종
χ2
있다
초과근로
없다
여부
2
χ
예
실제 근무
아니요
시간 축소
χ2
있다
성과급제
없다
여부
2
χ
본인의지
초과근로
본인의지 아님
결정
χ2
일용/임시직
종사상
상용직
지위
χ2
성별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무만족도
인한 변화 n(%)
n(%)
높은
휴가/초과 일의 열정과
낮은
노동강도 근로증가
보람
일 만족
21(16.3)
63(48.8)
47(36.4)
6(4.7)
17(13.2)
28(21.7)
21(16.3)
4(3.1)
2.302
1.016
4(3.1)
11(8.7)
4(3.1)
3(2.4)
33(26.0)
79(62.2)
63(49.6)
7(5.5)
.050
6.213*
9(7.0)
25(19.4)
19(14.7)
3(2.3)
8(6.2)
24(18.6)
19(14.7)
1(0.8)
14(10.9)
23(17.8)
18(14.0)
3(2.3)
7(5.4)
19(14.7)
12(9.3)
3(2.3)
1.783
2.451
30(23.3)
67(51.9)
53(41.1)
5(3.9)
8(6.2)
24(18.6)
15(11.6)
5(3.9)
.407
3.723
14(10.9)
18(14.0)
7(5.4)
5(3.9)
24(18.6)
73(56.6)
61(47.3)
5(3.9)
*
***
4.184
16.758
37(28.7)
84(65.1)
65(40.4)
10(7.8)
1(0.8)
7(5.4)
3(2.3)
0(0.0)
1.180
2.173
23(18.9)
55(45.1)
16(13.0)
3(2.4)
11(9.0)
33(27.0)
52(42.3)
6(4.9)
.282
1.338
23(18.9)
55(45.1)
16(13.0)
3(2.4)
11(9.0)
33(27.0)
52(42.3)
6(4.9)
**
9.233
1.702
8(6.2)
27(29.0)
27(20.9)
1(0.8)
30(23.3)
64(49.6)
41(31.8)
9(7.0)
***
1.007
6.649
4(9.1)
14(31.8)
9(33.3)
2(7.4)
7(15.9)
19(43.2)
7(25.9)
1(3.7)
.125
.824
9(7.0)
12(9.3)
6(4.7)
3(2.3)
29(22.5)
79(61.2)
62(48.1)
7(5.4)
2.167
4.215

주 : * p<.05, ** p<.01, *** p<.001.

일 자체
만족
31(24.0)
20(15.5)

8(6.3)
42(33.1)
12(9.3)
12(9.3)
16(12.4)
11(8.5)
39(30.2)
12(9.3)
20(15.5)
31(24.0)
46(35.7)
5(3.9)
8(6.5)
38(30.9)
8(6.5)
38(30.9)
11(8.5)
40(31.0)
6(22.2)
2(7.4)
9(7.0)
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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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로 상황의 특징을 살펴본 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와 일 만족도, 임금에 따른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에 앞서 전반적 생활만족도, 일 만족도 문항은 역코딩을 함으로써 점수가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만족도
문항에서 ‘높은 노동강도’ 집단보다 ‘휴가/초과근로 증가’ 집단에서 느끼는 만
족도가 높았다.
모든 문항에서 직무만족도에 따른 집단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 생활만족도(F=18.152, p<.001), 삶의 만족도(F=16.131,
p<.001), 전반적 일 만족도(F=45.372, p<.001)는 ‘일의 열정과 보람’, ‘일 자체
만족’, ‘낮은 일 만족’ 집단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차
이는 근로 단축으로 인한 변화 집단에 따른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무만족도에 따른 평균차이는 일의 열정과 보람에 속하는 집단의 임
금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집단 특징에 관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와 직무만족도 집단 일원배치 분산분석(N=129)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 m(sd)
변수
높은
노동강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t/F 값
삶의 만족도

t/F 값
전반적 일 만족도

t/F 값
임금(만 원)

t/F 값

휴가/초과
근로 증가

3.16
(.92)

3.43
(.60)

-1.084*
5.53
(1.67)
-2.431*
3.08
(.94)

-1.420

주 : * p<.05, ** p<.01, *** p<.001.

일의 열정과
낮은
보람(1)
일 만족(2)

3.76
(.43)

3.00
(.67)

일 자체
만족(3)

3.33
(.52)

18.162***(2<3<1)
6.26
(1.53)
3.47
(.67)

-2.680**
269.31
(176.75)

직무만족도
m(sd)

6.97
5.10
(1.04)
(1.29)
16.131***(2<3<1)
3.72
2.90
(.45)
(.74)

6.10
(1.27)
3.06
(.24)

45.372***(2<3<1)
316.85
(12.20)

357.87
(177.19)

234.70
(164.21)
***

9.014 (2,3<1)

239.90
(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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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도 유형의 잠재전이와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근로 단축으로 인한 변화에 따른 ‘높은 노동강도’, ‘휴가/초과
근로 증가’ 두 집단이 몇 년 뒤 직무만족도의 ‘일의 열정과 보람’, ‘낮은 일 만
족’, ‘일 자체 만족’ 중 어떤 집단으로 전이되는지의 확률로 연관성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분류 결과 Entropy는 .931로 확인되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단축 근무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2년
뒤 ‘일의 열정과 보람’ 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았다(.607). 그리고 ‘일
자체 만족(.233)’, ‘낮은 일 만족(.16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축 근무제로
인해 ‘휴가/초과근로 증가’를 경험한 집단은 2년 뒤 직무만족도로의 전이 확률
이 .305에서 .350 사이로 비슷하였다. 그중 ‘일 자체 만족’ 집단에 속할 확률은
.350으로 가장 높았으며, ‘낮은 일 만족’이 .345, ‘일의 열정과 보람’이 .305 순
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6>에 제시하였으며, 잠재계층 전이 결과의 그래프는
[그림 4]와 같다.
<표 6>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집단의 잠재계층 전이결과(N=129)
변수
전반적
높은 노동강도
생활만족도 휴가/초과근로 증가

[그림 4] 잠재계층 전이결과 그래프

일 자체
만족
.233
.350

직무만족도
낮은
일 만족
.160
.345

일의 열정과
보람
.607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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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집단에 속하는 데 영향을 주
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높은 노동강도’와 ‘휴가/초과근로 증가’로 구분하
여 23차 직무만족도 각 집단에 속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129명으로 적었으며, 21차 → 23차 분석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23차 직무만족도의 ‘낮은 일 만족’에서 ‘일의 열정과 보람’과 ‘일 자체
만족’에 속하게 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한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인, 전반적 생활만족, 삶의 만족, 일 만족과 같은 전반적인 만족도
요인이며, 그 외에 근무와 관련된 고용안정성, 종사상 지위, 직종(52시간 특례
업종 유무) 성과급제, 초과근로, 주 52시간 이후 정규근로시간 단축여부, 월 평
균 임금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적합도는 절편이 215.003, 최종모형이
114.557(χ2=100.446, p=.000)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6.7～67.9%였다.
‘낮은 일 만족’ 집단에서 ‘일의 열정과 보람’ 집단에 속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시회경제적 수준과 고용 안정성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
중’에 비해 ‘하’ 집단일 경우 일의 열정과 보람에 속할 확률이 96.0% 감소하였
다(Exp(Β)=.040). 고용안정성이 없는 경우 일의 열정과 보람에 속할 확률이
99.1% 감소하였다(Exp(Β)=.009).
‘낮은 일 만족’ 집단에서 ‘일 자체 만족’ 집단에 속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
은 배우자 유무, 고용 안정성과 월 임금 액수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없는 경우
일 자체 만족 집단에 속할 확률이 93.2% 감소하였다(Exp(Β)=.068). 고용안정성
은 없는 경우 일 자체 만족 집단에 속할 확률이 98.2% 감소하였으며(Exp(Β)
=.018), 월 평균 임금은 높아질수록 일 자체 만족 집단에 속할 확률이 1.5%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Exp(Β)=.985) 다른 변수에 비해 승산이 낮음을 확인하였
다. 직무만족도 집단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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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직무만족도 집단의 영향요인 분석(N=129)
변수
성별(ref.남자)
학력(ref.대졸 이상)
배우자 유무(ref.있음)
연령
경제적 수준(ref.상/중)
전반적 생활 만족
전반적
전반적 삶 만족
만족
전반적 일 만족
고용안정
종사상 지위
직종(52시간제 특례)
근무여건
초과근로 여부
정규시간 단축여부
성과급제 여부
월 임금액수

일의
Β
-.792
-.633
-1.386
-.018
-3.221*
.367
1.040
2.957
-4.724*
2.286

-.598
2.593
-2.868
-.010

낮은 일 만족(기준 집단)
열정과 보람
일 자체 만족
S.E.
Exp(Β)
Β
S.E.
Exp(Β)
1.789
.453
-.031
.054
.969
2.017
.531
-.383
1.936
.682
1.449
.250 -2.693* 1.361
.068
.054
.982
-.031
.054
.560
1.520
.040 -1.442
1.385
.236
1.452
1.444
-.294
1.389
.745
.683
2.829
.966
.672
2.628
1.544 19.247
-.281
1.528
.755
2.014
.009 -4.003* 1.817
.018
1.903
9.834
1.149
1.731
4.258
수렴하지 않음
수렴하지 않음
1.471
.550
.146
1.459
1.157
2.703 13.375 -1.590
2.434
.204
1.899
.057
3.156
1.850
.043
*
.006
.990 -.015
.006
.985

주 : * p<.05.

V. 결 론

본 연구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의 변화와 직무만족도에 따른 잠재계
층분석과 집단 간에 어떻게 전이되는지와 직무만족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여가생활에 대한 횡
단적인 분석을 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분석으로 제도 시행 후 시간 차이를 고려하였다는 것에 기
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와 직무만족도에 따른 잠재계층분석 결과
‘높은 노동강도(29.1%)’와 ‘휴가 및 초과근로 증가(70.9%)’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많은 사업장에 초과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있지만, 신규고용자도 생
겼고, 휴가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의 근로자는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대폭 줄어들고 사업장 내 신규고용자 수가 줄면서 같은 시간 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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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노동강도가 대폭 늘어났다.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준민․홍지훈(2021)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초과근로 비중이 높았던
사업체는 근로시간 감소와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였고, 반면, 고용과 정규직 근
로자 수준이 감소한 사업체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무만족도에 따른 집단은 ‘일의 열정과 보람(52.3%)’, ‘낮은 일 만족(8.2%)’,
‘일 자체 만족(39.5%)’으로 나눌 수 있었다. 과반수는 하는 일에 대한 만족보다
일에 보람을 느껴서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며, 일 자체에
만족하는 집단은 본인의 직무에 즐거움과 보람은 느끼지 못해도 현재 일 자체
에 대해 만족하면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느끼는 타입이다. 마지막으로 8% 정도
는 일 자체 만족이 낮고, 보람을 못 느낀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직무만족도의
유형이 높고 낮음에 따라 나뉘었던 선행연구(노언경 외, 2011; 전혜영, 2019)의
결과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에 따른 2개 집단은 실제 근무시간 축소
의 분포 차이가 있었고, 직무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에서는 성과급제 여부에
따른 분포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는 ‘휴가/초과근로 증가’ 집
단이 ‘높은 노동강도’ 집단보다 높았고, 직무만족도 집단은 ‘일의 열정과 보람’,
‘일 자체 만족’, ‘낮은 일 만족’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설회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소폭 감소하면서 출
퇴근 시간 조정,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업무량 감소 보완 방법으로
집중근무제 등을 선호하고 있다(김재엽 외, 2019).
셋째, 잠재전이분석 결과 ‘높은 노동강도’는 직무만족 중 ‘일의 열정과 보람’
에 전이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휴가/초과근로 증가’는 ‘일 자체 만족’에 전이
될 확률이 높으며, .005 차이로 ‘낮은 일 만족’ 집단에도 속할 확률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처한 노동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일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조건에 따라 낮은 직무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예상된다. 최태월․임상호(2021)는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남성의
42.4%는 생활변화가 없고, 여성의 54.7%는 개인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와 종합해봤을 때, 단축근무제가 반드시 삶에서의 만족도를 높이
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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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낮은 일 만족’ 집단에서 배
우자가 있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될 때 ‘일 자체 만족’에 속하는 확률이 높아졌
다. ‘일의 열정과 보람’ 집단이 되기 위해 삶의 만족이 높아야 하며, 고용안정성
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실
제 근로시간 단축에도 근로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언급한
선행연구(심재선․김호현, 2021a; 2021b)처럼 근로자의 삶의 개선이 직무만족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단축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소수의 근로자는 같은
시간 내에 노동강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강도가
반드시 낮은 직무만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높은 노동강도 속에서도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일을 지속하고 싶다고 느끼는 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과근로가 직무만족
과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던 정도범 외(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기존연구는 초과근로가 자발적일 때
직무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 집단만 분석했
을 때, 공통으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임금이 높을수록 일 자체 만족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일의 열정과 보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로 확인했다
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일 자체에 만족을 높이기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후 줄어든 근무시간에
근로자에게 압박을 통해 노동강도를 높이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높은 노동강도
를 겪고 있는 집단이 휴가/초과근로 증가 집단보다는 생활․삶․전반적 일 만
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일하는 궁극
적인 목적도 결국은 삶을 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직무만족도를 높여서 일과 가
정의 양립과 여가생활을 장려하는 등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신용우․조영일, 2019; 이진우․금종예, 2021)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
석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에 대한 보람을 중시하는 집단이 되기 위해 경제적 수준이 높아야
하고, 일 자체에 만족을 두는 집단은 배우자가 있고, 고용이 안정되며,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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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직무만족도 집단 중 ‘일의 열정과 보람’
집단의 삶, 생활,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가
만족할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
안으로 성과급제 도입(김종연․이건희, 2015; Wanger, 2017), 동료들과의 의사
소통 창구 조성(김선화․이영민, 2013), 초과근무의 자발성 존중(Bartoll and
Ramos, 2020), 업무 관련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시간 및 프로
그램 운영(Hsu, 2019; Nakata, 2017; Wanger, 2017)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은 이 제도를 도입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받을 충격 완화에 대한 입법 보완책
과 초기에 초과근로 단축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가 대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노민선․조호수, 2019). 실제로 지역별로 중소기업 사업
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장이나 사내 복지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주기적으
로 신청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제도 시행 이후 직무
만족도 유형과 잠재전이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직무만
족도를 높일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제한점을 보완하여 향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후 변화에 응답한 패널을 선정하면서 총 패널
수와 비교하여 129명이라는 적은 수로 분석을 해 원하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
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본 연구보다 더 많은 패널로 분석할 수 있다면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 집단 중 하나인 ‘높은 노동강도’ 집단이 직
무만족도 세 집단에 속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과 ‘휴가/초과근로 증가’ 집단이
직무만족도의 세 집단에 속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영
향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년 뒤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느끼는 직무만족(시행 연
도), 1년 뒤, 2년 뒤의 직무만족도 변화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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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52-hour Workweek on Job
Satisfaction
Jeon, Hye-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the change to the 52-hour
workweek, introduced in 2018, appears in the job satisfaction of workers,
and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necessary conditions
through this. For this, data from the 21st and 23rd rounds of the Korea Labor
Panel were used, and the analysis target was a panel that responded to all
of the variables used. Analysis variables were chang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52-hour week cap in the 21st round and job satisfaction in the 23rd
round. After the latent hierarchical analysis, the mean difference test, chi-square
test, latent transfer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As a result, the group that changed due to the reduced working
hours could be divided into ‘high labor intensity’ and ‘increase vacation/
overtime work’. Job satisfaction was classified into ‘work passion and reward’,
‘work itself satisfaction’, and ‘low job satisfaction’. Second, there was a group
mean difference in the work-related variables and the satisfaction variables.
Third, ‘high labor intensity’ was highly likely to belong to ‘work selfsatisfaction’, and ‘increased vacation/overtime work’ was highly likely to
belong to ‘passion and reward of work’. Finally, the influencing factors
belonging to the ‘passion and reward of work’ group were economic level
and job security. Influencing factors belonging to the ‘work self-satisfaction’
group were found to be the presence of a spouse, employment stability, and
monthly wage. Through this, considering how the reduced working hours
system affects job satisfaction, we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 to improve
the working stability and job satisfaction of workers.
Keywords : 52-hour workweek,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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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지역의 사회 ․ 문화 여건이
대졸자들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효과*

최 형 재**

본 연구는, 지역이동에 있어 주로 임금이나 소득 등 경제적 요인들의 효과
에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들과 달리, 대졸 청년층이 대학 소재지역으로부터의
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의 사회․문화 여건 등 비경제적 요인들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
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졸업한
대졸자에 대한 조사자료를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 통계들과 연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졸자들 2명 중 1명꼴로 졸업 후 대학
소재지를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 노동시장 상
황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안전, 보건의료, 환경 등 사회․문화 여건들이 대
졸자들의 지역이동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
제적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문화 여건이 좋은 지역에 소재한 대
학의 졸업생일수록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이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여건들의
격차가 해소되거나 보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핵심용어: 지역이동,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사회․문화 자본, 인적자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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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청년유인형 일자리 특성 연구』(윤윤규․최형재, 2020)’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2022년도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내지원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다.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교수(hchoi5@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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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는 이미 상당한 연구결과가 축적된 분야이다. 그러나
지역이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주된 초점은 많은 경우 경제적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 지역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비경제적 여건들의 효과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석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단순히 일자리가 지닌 경제적 특성들만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물론 경제적
인 요인들이 일자리 선택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작동할지라도, 청
년층 근로자들은 경제적 요인들 이외에도 자신들의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건을 갖춘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탐색하게 될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의 종합적인 ‘질’을 판단할 때 경제적인 요인들뿐만 아
니라 비경제적인 요인들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
아 지역이동까지 시도하는 개인들이 사회․문화 요인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를 살펴보는 것은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려는 기업 및 지방정부, 노동시장 전체
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중앙정부 모두에게 전략적․정책적으로 매
우 중요한 일이다.
노동시장의 기업과 근로자가 매칭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일자리 특성의 조
합은 기업의 생산기술과 비용 구조, 그리고 근로자의 선호가 상호작용하여 서
로에게 최적인 상태, 즉, 기업의 경우 비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효용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생산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은 서로 다른 선호구조를 지닌 근로자와 매칭이 되며, 일자리마다 금전적 및
비금전적 특성이 서로 다르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근로자들이 일자리 선택
과정에서 고려하는 일자리 특성들에는 일자리 자체가 제시하는 임금, 복리후생,
근로의 강도 등 특성 이외에 그 일자리가 위치한 지역이 제공하는 혜택들도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자리가 위치한 지역의 정주 요건이나 사
회․문화적 수준, 교육환경과 같은 특성들은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개별 근로자들이 구직과정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직접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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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특성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역이
동을 연구할 때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
을 수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이로 인한 지방에서의 인재유출 및 지방소재
기업들의 구인난 현상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김기승 외, 2012; 류장수, 2015; 이규용, 2018; 이상욱 외, 2019).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력유출 현상이 해소되려면 근본적으로는 지방에서 소위 질 좋은 일
자리가 지속해서 창출되어야 하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적절한 임금과 근로환경을 제공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인력 공급의 ‘풍
요’ 속에서 기업들의 인력 ‘빈곤’이 병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남기찬 외,
2020; 최광성 외, 2018). 그러나 지방소재 기업들이 임금을 수도권과 비슷하게
높여준다고 해서 과연 청년층이 해당 지역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정주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수도권 기업들에 비해 유사하거나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 비수도권 기업들이 존재하는데도 수도권으로의 인력 집
중이 지속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경제적인 요인들 이외에도 청년층의 지역(지
방) 이탈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지역이동 현상에 대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했던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청년층 지역이동에 관한 폭넓은 이
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일자리의 질을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의 비경제적 특성들이 청년층의 지역
이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 논의에 추가
로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및 기존연구

인구 또는 노동의 지역이동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 경제학 분야에서는 기본
적으로 인적자본투자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한 개인이 지역을 선
택할 때 선택 가능한 각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현재가치화된 편익(benefit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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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에 따른 현재가치화된 비용(costs)을 비교하여 편익과 비
용의 편차가 가장 큰, 즉 순 편익(net benefits)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편익과 비용에는 Hicks(1932)나 Sjaastad(1962)가 주장한 경
제적 측면, 즉 임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전적 혜택과 비용까지도 포
함된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이동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Harris and
Todaro(1970)의 연구도 인적자본투자이론의 맥락에서 두 지역에서 (실업확률
까지 고려한) 기대임금의 차이를 주된 인구이동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후의 지역이동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들도 국가 간 인구이동 현상이든 한 국가
내 서로 다른 지역 간 이동이든 이러한 인적자본투자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되
고 실증적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 연구에서 경제적인 요인을 활용하여 그
이론을 검증하여 왔다(Naskoteen and Zimmer, 1980; 김리영․양광식, 2013; 이
현재, 2014).1)
인구학, 도시학 또는 도시 지리학 분야에서는 중력이론(gravity theory)을 통
해 지역 간 이동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이 각
지역의 물적 규모(stock 또는 mass)에 비례하고 지역 간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Stewart, 1950; Anderson, 2011). 여기서 물적 규모에는
인구의 규모, GDP 등과 같은 요인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요인이 양
호한 큰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크기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그
러나 중력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내용상으로 볼 때 인적자본이론과 배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물적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리가 멀수록 이동에 따른 비용은 커지기 때문이다.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 간 인구이동의 현황과 패턴에 대한
분석, 지역 간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지역이동이 노동시장
성과(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등 주로 세 가지 측면
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지역이동의 현황과 패턴을 분석한 연구들에
서는 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인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에 대해 집
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기타지역 간 인구 유출입 통계를 통해 그
1) 인적자본투자이론에 기반한 지역이동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Greenwood(1997)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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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분석하고 있다(권상철, 2005; 최성호․이창무, 2013; 이현재, 2014; 강
동우, 2016; 최석현 외, 2016; 문남철,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20). 부산이나
울산, 광주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을 분석한 대다수 논문에서도 지
역의 인구이동이 청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그 이동대상 지역이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김기승 외, 2012; 김용현, 2012;
류장수, 2015; 이찬영․문제철, 2016; 홍성우, 2016; 이상욱 외, 2019). 이러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에 대해 연구자들은 지역에서의 인재유출이 지
역 산업발전 및 고용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각 지자체
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도 인재유출 억제를 위한 다양한 산업 및 고용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이규용, 2018; 박종훈․이경재, 2018).
개인들이 지역을 이동하게 하는 결정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누가 지역이동
경향이 높은지, 즉 지역이동이 어떠한 인적속성 그룹에서 강하게 나타나는지와,
지역의 어떠한 특성들이 지역이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
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먼저 인적속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혼일수록 지역이
동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호, 2010; 강동우, 2016;
이상욱 외, 2019). 지역이동 결정요인 관련 기존연구에서 더 큰 관심을 두고 심
층적으로 분석된 부분은 지역이동을 촉발하는 지역의 특성들이며, 대부분의 연
구에서 Harris and Todaro(1970)의 가설에 기반을 둔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지역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Schwarz, 1973; Naskoteen and Zimmer, 1980; 박추환․김명수, 2006; 이현재,
2014; 홍성효․유수영, 2012; 이찬영․이홍후, 2016; 문남철, 2019).
일부 연구들에서는 지역이동에 있어 비경제적 특성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
석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울산지역 청년들의 지역이동을 분
석한 이상욱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쇼핑시설이 밀집되고 초등교
육여건과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
다. 김리영․양광식(2013), 이찬영․문제철(2016) 등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업
체 수,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문화서비스, 대중교통서비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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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재정자립도 등의 수준이 인구 유출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국 24개 시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을 분석한 유경문
(1991)의 연구는, 1966~198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이동 결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은 임금이나 취업기회 등의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교육기회와 같
은 비경제적인 요소였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성우(2001)에서도
역시 1990년대 중반에 지역의 행정적, 사회적 요인들이 인구이동에 유의한 역
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동 관련 또 다른 연구는 지역이동에 관한 인적자본투자이론의 시사점
처럼 과연 지역이동으로 인해 노동시장 성과가 제고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
점을 두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이동의 성과를 분석한 이상호
(2010)의 연구는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실질임금이 6~7%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광성 외(2018)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2010년 졸업생 표
본을 대상으로 대졸자가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행할 때 임금이 어떻
게 변하는지를 이중차분매칭법을 통해 추정하였는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
로 직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상승 효과
가 발견되었다. 조동훈(2020)의 연구도 비슷한 맥락에서 2016년 졸업자를 대상
으로 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이동(대학 소재지와 직
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의 임금수준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지역이동이 임금수
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효과는 고등학교 - 대학교 취업경로의 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Ⅲ. 분석방법 및 자료

1. 지역이동 결정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의 졸업 후 출신학교 소재지로부터 이동을 통해
지역이동(보다 정확하게는 지역이탈) 현상을 분석하며, 이러한 지역이동에 있
어 지역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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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졸업 후 출신학교 소재지로부터의 이탈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아 개인의
인적속성 및 다양한 사회문화적 자본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한다. 회귀모형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  ′  

(1)

여기서 종속변수 y는 졸업 후 출신학교(대학) 소재지(광역시도 구분)로부터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며, 1) 추적조사 시점에서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첫 일
자리(일자리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음) 소재지역이 출신대학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2) 현 일자리가 졸업 후 첫 일자리이며 현재 일자리 지역이 졸업한 대학
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3) 일자리 경험이 없는 형태로 현재 거주지가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은 출신학교 소재지의 다양한 사회․
문화 여건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벡터이고,   는 개인의 인적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벡터이다. 본 장의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가 지역으로부터의 이탈 여
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있어 유출 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설명변수들인   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사회․문화 여건은 다양한 세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한 가지 지표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 또한, 자의적으로 일부 사회․
문화 지표들만을 선택하는 것도 실상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통계청에서 보고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 지표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이들 사회․문화 지표들이 청년층의 지역이탈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e-지방지표’에서는 주제별로
지역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야 중 교육, 소득과 소
비, 고용과 노동,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안전, 환경 및 사회통합 분야를 주
요한 사회․문화 관련 분야로 간주하여 분야별로 제공되는 세부 지표들을 대졸
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지역의 세부 사회․문화 지표들이 대학
졸업자들의 지역이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구체
적으로, 소득과 소비 분야에서는 1인당 지역총소득,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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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여건 분야에서는 천 명당 사업체 수, 천 명당 종사자 수 등의 양적 지표와
비정규직 비율, 평균임금 등 질적 지표를 활용하였다.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는
천 명당 공원 면적, 주택보급률, 교통문화지수, 주차장확보율 등을 대표적인 세
부 지표로 고려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 수,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자
사고/특목고 수, 대학 수 등을 이용하였다. 문화와 여가 분야에서는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십만 명당 체육시설 수를 대표적인 세부 지표로 선정하였으
며, 환경 분야에서는 천 명당 병상 수 및 천 명당 의사 수 등 보건환경 지표와
119센터 1개당 주민 수, 경찰 1명당 주민 수, 구조대원 1명 당 주민 수, 천 명당
범죄 건수, 아동 십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 건수 등의 안전환경 지표들을 활용하
였다. 통계포털에서는 안전환경의 내용별(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관련, 감염병 관련 등)로 지역별 등급을 매겨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안전환경
등급 통계를 별도로 활용하여 안전환경이 대졸자의 지역이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회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방법에 있어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식 (1)
회귀식 모형에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변수들인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화․환
경 관련 변수들이 과연 외생적(exogenous)인지이다. 만약 이들 지역변수들이
내생적(endogenous)이라면, 즉     ≠ 이라면 통상적인 방식으로 추정
한 계수들의 추정량에는 편의가 생기게 될 것이다. 개인들은 거주지역이나 학
교(와 학교의 소재지) 선택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인
데, 이 과정에서 식 (1)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이 지역 및 학교 선택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지역선택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역변수들은 더 이상 외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자면, 먼저, 개인들의 능력이나 성취동기 등 비
관측 요소들이 지역선택 또는 이동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둘째 가능성은 ‘부모의 효과’로서, 부모들이 대입과 취업문제 등으로 인해
자녀의 학업에 유별나게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때
능력과 관심이 뛰어난 소위 ‘맹자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가 어려서
부터 거주지역을 선택하여 이동하고 자녀의 대학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일종의 ‘고향효과’ 또는 ‘삶의 터전효과’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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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면 대학의 선택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고향의 효과’가 개인들의 능력과 연계된
다면 지역변수의 내생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변수들이 가지게 될 내생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바로 앞
문단에서 열거했던 요인들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들을 찾아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들의 능력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능력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학점평균’(4.0 만점으로 환산) 변수를 모형에 추가한다. 한
편, 부모의 영향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모 각각의 교육
수준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향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재학했던 대학의 소재지가 고등학교 때의 거주지와 같은지 여부를 모형에 추가
하였다. 이상과 같은 대리변수들(아래 식의   로 표현)을 활용한 추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2)

또 한 가지 언급이 필요한 부분은,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수는 0과
1로 구성된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분석모형은 로짓(Logit)이나 프
로빗(Probit) 모형이지만, 추정과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형확률 모
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실 한계효과에 초점을 맞
춘다면 선형확률 모형이나 프로빗 또는 로짓 모형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
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선형확률 모형은 잔차항의 이분산(heteroscedasticity)
문제가 내재적이므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활용하였다.

2. 분석자료 및 기간
지역의 사회․문화 자본이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지역 수준으로 파악된 사회․문화 자본에 대한 통계와 청년 개인들의
지역 정주 또는 이동에 관한 미시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
보원에서 관리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개별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지역이동 정보를, 통계청(kosis.kr)에서 보고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통계자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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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회문화 통계들)와 결합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문대, 교육대학, 4년제 일반대학 등 모든 유형의 대학 졸업자들이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졸업생들이다. GOMS
조사는 2005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추적조사(졸업 후 3년 동안 매년 조사)
를 시작한 이래 가장 최근인 2017년 졸업생까지 매년(2006년 졸업생 제외) 졸업
생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에 활용되는 GOMS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졸업자 표본부터 가장 최근 표본인 2017년 졸업
자 표본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 입학생 중에는 소위 ‘늦깎이 대
학생’으로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뒤늦게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청년 대학생’들과는 학업의 목적이나 지역이동 등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의 동질성을 위해 연령을 20~29세로 한정하였다.2)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지역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의 범위는 서울시와 광역시도라는 행
정구역상의 지역을 의미한다.3) 개인들은 여러 목적으로 지역이동을 하게 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청년 개인이 지역이동을 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먼저, 관찰기간(즉, 졸업 후 1년 반~2년) 동안 일자리를 가졌던 경험
이 있고, 첫 일자리 소재지역이 출신대학 소재지와 다를 경우에 지역이동이 이
루어졌다고 간주한다. 또한, 관찰기간 동안 일자리를 가졌던 경험이 없지만, 현
재 주거지가 출신대학 소재지와 다를 경우에도 지역이동을 하였다고 간주한다.
다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동’과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동은
그 패턴과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 일자리 취업일지라도 상용직인 경우와
파트타임 혹은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지역이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
므로(최광성 외, 2018),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이외에 취업자,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제외 취업자, 미취업자 등으로 표본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2) 이렇게 연령을 제한할 경우 전체 GOMS 표본의 90%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다.
3) 청년층의 지역이동 중 상당수가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이동’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구역
상의 지역 구분보다는 윤윤규 외(2010), 고영우 외(2020)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노동시장권’을 지역의 단위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직 지역노동시장권 구분
에 대해 명확하게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점과 지역노동시장권에 대한 통계가 따로 구축되
어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광역시도)상으로 구분
된 지역의 개념을 활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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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한다.

3. 표본의 기초통계
GOMS의 2007~2017년 졸업생 조사자료 중 졸업 당시 나이가 20~29세까지
인 표본을 추출한 후 실증분석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에 있어 결측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한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 최종 관측치 수는 178,894명이며, 이
들 표본의 기초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분석기간 동안의
신규 대졸자 표본 중 남성의 비중은 48.0%로 여성보다 약간 낮았으며, 졸업 시
점에서의 연령은 약 25.6세이고, 전체 표본 중 3.7%가 혼인 상태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급 분포는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이 전체의 63.3%, 전문대
졸업생이 35.6%로 이들 두 집단이 전체 표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설립
유형의 분포를 보면 사립대학 졸업생이 전체의 82.5%로서 국․공립대학 졸업
생에 비해 비중이 월등히 높다. 표본의 전공계열별 구성을 보면 사회계열이
26.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공학 계열이 24.54%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전체 분석표본(표본 수=178,894)의 주요 인적속성 및 재학 중 학교특성
(횡단면 가중치 적용)
남자
연령
혼인 여부
전문대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사립
인문계열
사회계열
사범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평균
0.480
25.586
0.037
0.356
0.633
0.011
0.825
0.096
0.265
0.063
0.245
0.108
0.090
0.134

자료 : 2007~2017년 졸업생 대상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표준편차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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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에 앞서 분석표본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대학 졸업자 지역이
동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나누어
지역이동 비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
이동자, 즉 재학했던 학교의 소재지를 떠난 졸업생 비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50.9%로 대졸 청년층에게 있어 지역이동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경제활동 상태별로 지역이동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을 위한 지역이동(노동이동)이 정주를 위한 지역이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취업자들(<표 2>의 취업자) 중 지역이동
자의 비중은 51.6%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정주를 목적으로 지역을 선택하는 성
향이 강한 미취업자들 중에서는 지역이동자의 비율이 45.8% 수준이다. 일자리
의 고용형태를 상용직으로 한정할 경우, 지역이동자의 비율은 49.6%로 전체 취
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그 수치가 다소 낮아진다. 이는 파트타임이나 아르
바이트 등 임시직 취업을 위한 지역이동이 상용직 취업을 위한 지역이동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표본의 경제활동 상태별 지역이동 확률
(단위 : 명, %)

비이동
이 동
전체

전체
취업자*
상용직**
미취업자
표본수
비중
표본수
비중
표본수
비중
표본수
비중
87,909
49.1 74,686
48.4 15,677
50.4 13,333
54.2
90,985
50.9 79,602
51.6 15,427
49.6 11,273
45.8
178,894
100.0 154,288
100.0 31,104
100.0 24,606
100.0

주 : 횡단면 가중치 사용. *는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자이며, **는 파트
타임과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종일 일하는 일반직장 취업자’를 의미.

Ⅳ. 대졸자들의 지역이탈에 있어 사회․문화 자본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1.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표 3>은 인적 속성, 전공 및 졸업 연도, 졸업당시 학교 소재지역의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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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들, 그리고 개인과 부모의 능력에 대한 대리변수 및 학교 소재지가 고
등학교 때의 거주지와 같은지 여부 등의 설명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한
기본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모형 추정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
은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지역이탈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이며, 그 차이는 특별
히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거
나 취업자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 각 변수들의 추정치 크기는 다소 차이
가 있지만, 추정치의 부호나 통계적 유의성은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표본의 결과가 취업자 표본의 추정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취업자가 전체 표본의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
러운 결과이다.
취업자 표본을 중심으로 유의한 추정결과를 설명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4.3%p
지역이탈 확률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이동 확률은 미세하게 낮아진
다. 전문대 졸업생에 비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과 교육대학 출신의 지역이동
확률은 각각 3.7%p, 2.2%p 만큼 높다. 사립대학 출신은 국․공립대학 출신에
비해 지역이동 확률이 3.6%p 높으며,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 비해 공학계
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순으로 졸업 후 지역이동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재
학 때의 학점평균이 높을수록 지역이동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공학, 의약 및 예체능 계열 출신들의 전공 특성상 지역이동에 따른 편익이 상대
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지역이동 확률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소재지가 고등학교 때 거
주지에 있느냐의 여부도 지역이동 확률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
다. 구체적으로, 재학했던 대학이 고등학교 때 거주했던 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
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대학 소재지를 이탈할 확률이 약 40%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상용직 취업자로 한정해도 질적인 결과는
대체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 경우 추정치의 크기는 유의할만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이동에 관한 결정이 고용형태 간(즉, 상
용직 vs. 단시간 근로자)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미취업자들
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전 결과와는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 예를 들

110

 노동정책연구․2022년 제22권 제2호

어, 미취업자들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지역이탈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
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이탈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취
업자들에게서는 전문대 졸업생보다는 4년제 일반대학 출신의 지역이동 확률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계열별로도 취업자 그룹과는 달리 인문
계열에 비해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의 지역이동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들과 달리 미취업자들에게서는 학점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지역
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거시적인 경제 및 노동시장 지표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에서 그 결과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론적 예측이나 직관과 부합하게 1인당 지역총소득이 높은 지역의 대학 출신
일수록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의외의 결과는
출신대학 소재지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지역이탈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
다. 그러나, 청년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청년실업률의 추정치는 예측과 부
합하게 청년층의 출신학교 지역의 청년실업률이 높을수록 지역을 이탈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표준화된 추정계수를 바탕으로 청년실업률과 1인당 지역
총소득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집단에서는 지역총소득의 효과가 청
년실업률의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미취업자들에서는 반대로 청년실
업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들의 경우 일자리에
서 제공하는 잠재소득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 미취업자들은 향후 노동시장으로
의 이동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의 상황이 지역이동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로 고
려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대학 졸업자의 출신학교 소재지역 이탈에 대한 선형 확률모형의 추정결과
파트타임 제외
취업자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추정치
추정치
(p 값)
(p 값)
(p 값)
0.026***
0.043***
0.012*
(0.000)
(0.000)
(0.084)
0.001
-0.003***
0.002
(0.136)
(0.001)
(0.209)
0.020**
0.022**
0.088***
(0.039)
(0.031)
(0.002)
전체 표본

남성
연령
교육대학

취업자

미취업자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p 값)
-0.047***
(0.000)
0.015***
(0.000)
0.0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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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파트타임 제외
취업자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추정치
추정치
(p값)
(p값)
(p값)
0.020***
0.037***
0.003
4년제 일반대학
(0.000)
(0.000)
(0.633)
0.052***
0.036***
0.071***
사립
(0.000)
(0.000)
(0.000)
0.016***
0.016***
0.009
사회계열
(0.000)
(0.000)
(0.275)
-0.007
-0.013**
-0.009
교육계열
(0.212)
(0.027)
(0.435)
0.068***
0.082***
0.060***
공학계열
(0.000)
(0.000)
(0.000)
0.019***
0.030***
0.022**
자연계열
(0.000)
(0.000)
(0.024)
0.040***
0.048***
0.024*
의약계열
(0.000)
(0.000)
(0.068)
0.062***
0.064***
0.061***
예체능계열
(0.000)
(0.000)
(0.000)
0.004**
0.005**
-0.004
학점평균(4.0만점)
(0.030)
(0.019)
(0.428)
0.009*
0.009*
-0.008
부의 교육수준 : 고졸
(0.085)
(0.096)
(0.561)
0.004
0.006*
0.000
부의 교육수준 : 대졸+
(0.136)
(0.065)
(0.953)
-0.005
-0.006
0.001
모의 교육수준 : 고졸
(0.383)
(0.343)
(0.948)
-0.007**
-0.006
-0.004
모의 교육수준 : 대졸+
(0.034)
(0.108)
(0.637)
-0.383***
-0.425***
고교-대학 소재지 일치 -0.398***
여부
(0.000)
(0.000)
(0.000)
-0.189*** -0.098
-0.208*** -0.108
-0.194*** -0.108
1인당 지역총소득
(0.000)
(0.000)
(0.000)
-0.098*** -0.159
-0.094*** -0.151
-0.103*** -0.168
실업률
(0.000)
(0.000)
(0.000)
0.023*** 0.069
0.023*** 0.069
0.013*** 0.038
청년실업률
(0.000)
(0.000)
(0.000)
표본 수
178,894
154,288
31,104
R2
0.189
0.181
0.227
전체 표본

취업자

미취업자
추정치
(p값)
-0.061***
(0.000)
0.096***
(0.000)
0.012
(0.211)
0.029**
(0.023)
-0.019**
(0.045)
-0.012
(0.214)
-0.038**
(0.028)
0.036***
(0.002)
0.003
(0.461)
0.016
(0.219)
0.008
(0.274)
0.003
(0.839)
0.000
(0.975)
-0.497***
(0.000)
-0.065***
(0.000)
-0.119***
(0.000)
0.023***
(0.000)
24,606
0.285

표준화된
추정치

-0.035
-0.195
0.068

주 : ( )안은 p-value.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졸업연도 코호트 더미변수 및 상수항의 추정치는 보고를 생략.

112

 노동정책연구․2022년 제22권 제2호

2. 고용․사회․문화 여건의 효과
<표 3>의 모형에 지역의 세부적인 고용․사회․문화 여건 변수들을 추가해
가며 각 고용․사회․문화 여건 변수들이 대졸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해보면 <표 4>의 결과와 같다. 이 표의 결과는 지면상 인적 속성이나
전공계열 등 <표 3>에서 제시된 기본 설명변수들의 추정치 보고는 생략하고
관심 대상인 고용․사회․문화 여건 변수들의 추정치들만을 제시한 것이다.

가. 고용여건의 효과
먼저 양적인 고용여건의 효과를 보면 학교 소재지의 사업체 수가 많거나 종
사자 수가 많을수록, 즉, 고용여건이 양호할수록 지역이동 확률이 낮아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천 명당 사업체 수가 1개 늘어날수록 졸업한 대
학의 소재지역을 이탈할 확률은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 명당
종사자 수가 1명 증가할수록 지역이탈 확률은 0.3%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즉,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있어 지역의 고용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이는 이론 및 직관, 그리고 기존연구(이찬영, 2015)의 분석결과와 부합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고용의 질적 여건들의 효과는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이론 및 직관과 부합하게 평균 월 임금이 높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자들
은 졸업 후 해당 지역을 떠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 비중과
지역이동 확률 간에는 직관과는 달리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정규직 비중의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파악은 쉽지 않지만, 아마도 비정규
직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체 일자리의 양, 즉 취업의 기회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여건의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먼저, 표준화 추정치
로 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고용의 양적 지표들이 고용의 질
적 지표들에 비해 지역이동 확률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점이
다. 즉, 대졸 청년층은 지역선택에 있어 그만큼 취업기회를 (일자리의 질에 비
해)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결과는, 고용여건의 효과가 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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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에 비해 취업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취업을 목적
으로 노동이동을 도모하는 취업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나. 생활 및 주거여건의 효과
기본모형에 생활 및 주거여건 변수들을 각각 서로 다른 모형에 추가하여 분
석한 결과(<표 4>의 생활․주거 분야), 취업자 집단과 미취업자 집단 모두에서
교통문화지수가 높을수록4),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이 높을수록 지역이탈 확률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5) 주택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지역이탈 확률은 오
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지역이탈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난 교통문화지수와 주차장 확보율의 효과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먼저, 본격적인 사회진출 초년생인 신규 대졸자
들 중 일부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 차량을 구입․운전하게 되는 ‘초보 운전자’가
되는데, 이들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행태나 교통안전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
치는 교통문화 수준과 차량 주차공간 확보의 수월성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
응할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 도로여건이나 신호등 체계 등 보행자의 안전
보행과 교통규칙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주차장 확보율 등은 도시화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청년층이 선호하
는 문화수준도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소재 대학을 졸
업한 대졸자들은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7)
주택보급율의 효과는 이전 연구들(김리영․양광식, 2013; 이찬영․문제철,
2016)의 결과와 다소 부합하지 않은데, 이 역시 도시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
된다. 즉 주택보급률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광역시도 등 인구밀집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데8), 이들 대도시 지역에는 일자리와 함께 청년층이 선호하는
4)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보행자 등의 습관 및 행동 양식을 지수화한 것
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조사․분석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수치.
5) 주차장의 수를 자동차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
6)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백분율을 의미.
7) 2017년 기준 서울과 광역시도의 교통문화지수 평균은 82.2점, 나머지 시도의 평균은 81.4점.
8) 2017년 기준 서울과 광역시도의 주택보급률은 평균 102.8점, 나머지 시도의 평균은 10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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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건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소재 대학의 졸업자
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을 떠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주거 환경의 대리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 ‘천 명당 공원면적’의 효과는 흥미
롭게도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미취업자들에게서는 단
위 인구 수 대비 공원 면적이 커질수록 해당 지역을 떠날 확률이 낮아지는 반
면, 취업자들에게서는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미취업자들에 대한 효
과는, 미취업자들의 경우 지역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을 중요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유한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직관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취업자들에게서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 이유는, 이들이 지역이동에 있어 ‘노동이동’을 모색한다
는 점에서 생활의 쾌적함 같은 정주여건보다는 취업기회 측면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 교육여건의 효과
교육여건 역시 대졸 청년층의 졸업 후 지역이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경제활동 상태와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표 4>의 교육 분야). 구체적으로, 천 명당 사설학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사고나 특목고의 수가 많아질수록 청년층의 지역이탈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여건과 지역이탈 간 음(-)의 관계는 김현아(2008), 유경문
(1991) 등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다만, 유치원 수와 대학 수가 많
을수록 청년층의 지역이탈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한 가지 추론을 한다면, 유치원이나 대학 등 비영리 교육기관
들(예를 들어 대학교 지방 분교나 이원화 캠퍼스)의 설립 등이 과거에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여건 분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이다. 표준
화 계수 추정치의 크기로 파악할 수 있는 세부 교육여건 효과의 상대적 중요성
을 보면, 다른 요소들보다도 자사고/특목고 수의 효과가 월등히 크다는 점이다.
취업자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를 예로 들면, 자사고/특목고 수의 표준화 계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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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다른 세부 교육여건 지표들에 비해 4~8배 정도 크다. 이러한 현상은 정
도를 약간 달리 하지만 미취업자 표본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자사고나 특
목고 학생들이 다른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명문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자녀를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
한 ‘임무’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 거주지역 선택에 있어 자사고/특목고
와 같은 명목적인 성과가 우수한 고등학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애사에 있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비부모’가 될 대졸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의 지역이동에 있어 이러한 교육여건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자사
고/특목고 수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라. 문화 및 스포츠 기반 여건의 효과
실증분석 결과, 문화나 스포츠 기반 여건들도 청년층의 지역이동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문화․스포츠 분야 분석결과를 보면,
문화 기반시설 또는 체육시설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들
이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
리영․양광식(2013), 이찬영․문제철(2016) 등의 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제시
된 바 있다. 또한, 문화 및 스포츠 기반시설의 효과는 대졸자들의 경제활동 상
태와 무관하게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문화 및 스포츠 여
건의 영향은 이전의 고용여건이나 생활여건, 또는 교육여건에 비해 효과의 크
기(표준화 계수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작다.

마. 보건환경의 효과
한편, 지역의 의료 및 보건환경 수준 역시 예측과 부합하게 대졸자들의 졸업
후 대학 소재지역 이탈과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취업자들과 미취업자들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재학 중 대학 소재지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대졸자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0.8%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학 중 대학 소재지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명 증가하는 경우에는 졸업 후 대학 소재지를 이탈할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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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의 보건환경 분야 결과). 이러한 의
료서비스 수준의 지역이동에 대한 영향은 김리영․양광식(2013), 이찬영․문제
철(2016)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의사 수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가 상
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졸 청년층이 지역선택이나 지역이동 결정에서
지역의 의료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 안전환경의 효과
재학했던 대학 소재지의 안전환경 수준 역시 대졸 청년층의 대학 소재지 이
탈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의 안전환경 분야 결과).
안전환경 수준의 효과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에게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안전환경 수준의 효과는 세부 지표들마다 다소 엇갈리는 영향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 1명당 담당 주민의 수, 구조대원 1명당 담
당 주민의 수, 아동 십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 건수 등의 세부 지표들은 대졸자
들의 대학 소재지역 이탈 확률과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119
센터 1개 센터당 담당 주민 수, 천 명당 범죄 건수 등은 지역이탈 확률과 음(-)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안전환경 수준을 등급으로 산정하여 분
석한 결과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구
체적으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관련 안전등급이 높아질수록(즉, 안전도가
열악해질수록) 지역이탈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범죄나 자살, 또
는 감염병 관련 안전등급의 영향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청년층은 교통, 화재, 생활안전 등 일
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전환경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러한 환
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을 이탈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 반면에, 범죄, 자살, 감염병 등 ‘일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적은 안전환경 수준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해당 지역이 취업여건이나 다른 문
화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경우 지역을 이탈하는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9) 지역안전등급은 재난, 사고, 질병관리 등의 분야별로 산출된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상대등
급을 부여한 것이며, 가장 안전한 1등급부터 가장 안전도가 낮은 5등급까지로 분류(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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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회복지/사회통합의 효과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회통합 관련 여건들이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표 4>의 사회통합 분야 결과), 직관과 부합하게,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거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의 대학 출
신일 경우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10) 이러한 결과
는 취업자나 미취업자들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사회통합 분야 세부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표준화 계수 추정치의 크기)도 대체로 고용이나 생
활․주거 분야 세부 요인들만큼 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고용․사회․문화여건이 대졸자들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영향 추정결과
전체
분야

세부 요인

천 명당 사업체 수
천 명당 종사자 수
고용
비정규직 비중
로그 평균 월 임금
천 명당 공원면적
주택보급률
생활․
주거
교통문화지수
주차장 확보율

추정치
(p 값)

전체 취업자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상용직 취업자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미취업자
추정치
(p 값)

표준화
추정치

-0.010*** -0.155 -0.011*** -0.165 -0.011*** -0.168 -0.006*** -0.086
(0.000)

(0.000)

(0.000)

(0.000)

-0.003*** -0.290 -0.003*** -0.303 -0.003*** -0.306 -0.002*** -0.186
(0.000)

(0.000)

(0.000)

(0.000)

-0.007*** -0.052 -0.007*** -0.051 -0.008*** -0.061 -0.007*** -0.058
(0.000)

(0.000)

(0.000)

-0.543*** -0.120 -0.518*** -0.114 -0.234*

(0.000)
-0.051 -0.615*** -0.138

(0.000)

(0.000)

(0.058)

(0.000)

0.002*** 0.016

0.003*** 0.021

0.001*

(0.000)

(0.000)

(0.089)

(0.022)

0.013*** 0.140

0.014*** 0.146

0.014*** 0.146

0.009*** 0.095

(0.000)

(0.000)

(0.000)

(0.000)

0.009 -0.002**

-0.014

-0.009*** -0.066 -0.008*** -0.063 -0.013*** -0.096 -0.010*** -0.073
(0.000)

(0.000)

(0.000)

(0.000)

-0.005*** -0.197 -0.005*** -0.198 -0.006*** -0.209 -0.004*** -0.172
(0.000)

(0.000)

(0.000)

(0.000)

10) 삶의 만족도 지표는 통계청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사회조사의 13세 이상 인구 중 경제
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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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계속
분야

세부 요인
유치원 수
천 명당 사설학원 수

교육
자사고/특목고 수
대학 수
문화․
스포츠

보건
환경

문화기반시설 수1)
1)

체육시설 수

천 명당 병상 수
천 명당 의사 수

119센터 1개당 주민 수
경찰 1명당 주민 수
구조대원 1명당 주민 수
천 명당 범죄 건수
아동 안전사고 사망
건수1)
안전
환경

교통사고 안전등급
화재 안전등급
범죄 안전등급
생활안전 안전등급
자살 관련 안전등급
감염병 관련 안전등급

전체
추정치 표준화
(p 값) 추정치
0.000*** 0.077
(0.000)
-0.135*** -0.067
(0.000)
-0.007*** -0.268
(0.000)
0.001*** 0.041
(0.000)
-0.003*** -0.015
(0.000)
-0.001*** -0.017
(0.000)
-0.008*** -0.063
(0.000)
-0.144*** -0.202
(0.000)
-0.000*** -0.161
(0.000)
0.001*** 0.123
(0.000)
0.000*** 0.038
(0.000)
-0.010*** -0.079
(0.000)
0.009*** 0.036
(0.000)
0.026*** 0.064
(0.000)
0.012*** 0.026
(0.000)
-0.061*** -0.128
(0.000)
0.028*** 0.067
(0.000)
-0.035*** -0.078
(0.000)
-0.012*** -0.030
(0.000)

전체 취업자
추정치 표준화
(p 값) 추정치
0.000*** 0.081
(0.000)
-0.135*** -0.067
(0.000)
-0.007*** -0.283
(0.000)
0.001*** 0.044
(0.000)
-0.004*** -0.021
(0.000)
-0.001*** -0.014
(0.000)
-0.008*** -0.064
(0.000)
-0.151*** -0.211
(0.000)
-0.000*** -0.161
(0.000)
0.001*** 0.129
(0.000)
0.000*** 0.044
(0.000)
-0.011*** -0.086
(0.000)
0.009*** 0.033
(0.000)
0.027*** 0.066
(0.000)
0.014*** 0.031
(0.000)
-0.065*** -0.135
(0.000)
0.031*** 0.074
(0.000)
-0.037*** -0.082
(0.000)
-0.014*** -0.034
(0.000)

상용직 취업자
추정치 표준화
(p 값) 추정치
0.000*** 0.096
(0.000)
-0.152*** -0.073
(0.000)
-0.008*** -0.298
(0.000)
0.002*** 0.066
(0.000)
-0.005*** -0.026
(0.001)
-0.001*** -0.023
(0.002)
-0.013*** -0.098
(0.000)
-0.172*** -0.232
(0.000)
-0.000*** -0.183
(0.000)
0.001*** 0.129
(0.000)
0.000*** 0.075
(0.000)
-0.008*** -0.063
(0.000)
0.003
0.013
(0.219)
0.001
0.002
(0.888)
0.012** 0.026
(0.026)
-0.051*** -0.107
(0.000)
0.032*** 0.075
(0.000)
-0.037*** -0.084
(0.000)
-0.018*** -0.045
(0.000)

미취업자
추정치 표준화
(p 값) 추정치
0.000*** 0.051
(0.000)
-0.113*** -0.058
(0.000)
-0.004*** -0.148
(0.000)
0.001*** 0.027
(0.000)
0.001
0.008
(0.361)
-0.002*** -0.041
(0.000)
-0.005*** -0.044
(0.000)
-0.094*** -0.136
(0.000)
-0.000*** -0.144
(0.000)
0.000*** 0.078
(0.000)
0.000
0.001
(0.888)
-0.004*** -0.034
(0.000)
0.013*** 0.051
(0.000)
0.020*** 0.050
(0.000)
-0.005
-0.011
(0.379)
-0.034*** -0.073
(0.000)
0.012** 0.031
(0.011)
-0.022*** -0.048
(0.000)
-0.002
-0.0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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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계속
전체
분야

세부 요인

사회복지예산 비중
사회
통합
삶의 만족도

추정치
(p값)

전체 취업자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p값)

표준화
추정치

상용직 취업자
추정치
(p값)

표준화
추정치

미취업자
추정치
(p값)

표준화
추정치

-0.008*** -0.119 -0.008*** -0.123 -0.012*** -0.182 -0.005*** -0.081
(0.000)

(0.000)

(0.000)

(0.000)

-0.009*** -0.128 -0.009*** -0.127 -0.006*** -0.083 -0.008*** -0.119
(0.000)

(0.000)

(0.000)

(0.000)

주 : 1)은 십만 명당 통계. ( ) 안은 p-value. *, **, ***는 각각 10%, 5%,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기타 변수들의 추정치는 보고를 생략.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지역이동, 특히 대졸자들(전문대, 교육대학, 4년제
일반대학 포함)의 졸업 후 대학 소재지로부터의 이탈 현상을 분석하며, 이러한
이동에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이동에 있어 기존연구와 달리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화 자본의 역할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이며, 여기에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e-지방
지표에서 제공되고 있는 풍부한 지역(광역시도 기준) 사회․문화 통계들을 연
계함으로써 청년층의 지역이동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청년층의 지역이
동과 관련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졸자들 가운데 졸업 후 대학 소재지역을 이탈하는 비중은 평균 50%
수준으로, 대졸자들의 지역이탈이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이 졸업 후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두 집단 간 지역이탈 확률 추세가 상반되
게 나타나면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지역특성의 효과 중 먼저 지역의 거시경제 여건과 노동
시장 지표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이론적 예측이나 직관과 부합하게 대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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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1인당 지역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학 소재지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
기회의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여건들도 대졸자들의 지역이동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적 지표들은 다소 혼재된 결과가 제시되었
으며, 표준화 계수 추정치로 살펴보면 고용의 질적 지표들보다는 고용의 양적
지표들이 지역이동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화 요인들 역시 많은
범주에서 직관과 부합하게 대졸 청년층의 지역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대학 소재지의 교통문화
지수나 주차장확보율 등 교통 관련 문화와 수준이 양호할수록, 사설학원 수나
자사고․특목고의 수가 많아 교육여건이 양호할수록, 천 명당 의사 수 등 보건
의료 기반이 좋을수록, 경찰 1명당 주민 수가 적거나 기타 생활안전이 양호한
지역일수록,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거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졸
청년층의 지역이탈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일부
사회․문화 범주 내에서도 세부 지표들 간에 서로 엇갈리는 결과가 일부 도출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 부문에서 사설학원 수나 자사고․특목고의 수
가 많은 지역의 대학 출신 졸업자일수록 졸업 후 해당 소재지를 이탈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치원 수나 대학 수의 효과는 반대로 나타난 것이
다. 또한 안전 분야에서도 생활안전 범주에서는 안전도가 양호한 지역 소재 대
학의 졸업자일수록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은 반면, 자살이나 범죄 등의
범주에서는 오히려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분석결과는 졸업한 대학 소재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 특히 일상생활과 직접
적으로 연계된 여건들이 양호할수록 청년층이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영역 또는 분야 내에서도 세부 지표들 간 지역이동에 미치는 효과의 상
대적인 크기(표준화 계수 추정치의 크기)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
용, 생활 및 주거, 교육, 보건환경, 사회통합 분야의 요인들이 문화 및 스포츠,
안전환경 분야의 요인들보다 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들
중에서는 고용여건 중 천 명당 종사자 수, 교육여건 중 자사고/특목고의 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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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환경 분야의 천 명당 의사 수 등의 순으로 지역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의 효과는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
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자들이 취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 및 지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들을 상대적으로 더 신중하게
고려하였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경제적․노동시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교육여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수준, 의료수준, 안전상황 등 다양한 사회․문화여건들도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해준다. 먼저, 청년층의 유입과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에게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중
요한 일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 여건들을 잘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
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특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청년
층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해당 일자리가 제공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이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도 일자리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인식하고 있
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 경우 개별 청년들의 지역선택에 관한 의사결정(효용
극대화)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은 서로 일정한 상충관계(trade-off)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적 여력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청년층에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매력적인 일자리 질 조합
을 구성․제시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당면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간에 존재하는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칭 또는 구인-구직 불균형 격차의
해소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임금 등 경제적인 요인들
은 국가나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방 정주유인 및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도권 - 비수도권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보상할만한’ 수
준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의 비경제적인 환경들을 개선해나가는 데에 정책적 노
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정부들 역시 지역 내 일자리의 열악
한 임금수준이나 근로 여건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생활여건이나
사회․문화적 환경 및 안전수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마련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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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
지 말고 지역 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구인난이 존
재하는 지역에서는 공간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정주환경 및 정주체계를 꾸준
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은 이전 연구들(남기찬 외, 2020)에서도 일관
되게 제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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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 on the
Regional Migration of College Graduates
Choi, Hyung-Jai
This study, unlike the previous studies of population mobility that usually
focused on the effects of economic factors, examines how non-economic
factors, including variou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ffect the college
graduates’ decision to migrate out from the region where their colleges are
located. For empirical analysis, data are drawn from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merged with various regional statistics
that are provided by national statistical portal, KOSIS. The samples for the
analysis are those who graduated between 2007 and 2017. The result shows
that slightly more than half of the college graduates leave the location of
the college where they studied. Furthermore, for college graduates, not only
economic and labor market factors but social and cultural surroundings,
including education, transportation, safety, public health, living environments
are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leaving the
region in which their colleges are located. These results imply that appropriate
policy measures are called for in order to reduce both the economic and the
social or cultural capital gaps that exist among regions, in particular between
Seoul and the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s and the remaining regions, so
that local job mismatches or demand-supply imbalance in the regional labor
markets are lessened.
Keywords : regional migration,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social
and cultural capital, human capital investment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 베트남을 중심으로(오선정) 

노 동 정 책 연 구

1)

2022. 제22권 제2호 pp.127~154
한 국 노 동 연 구 원
http://doi.org/10.22914/jlp.2022.22.2.005

127

연 구 논 문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 : 베트남을 중심으로*
오 선 정**

본 연구는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베트남 진출 한
국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베
트남에서 진행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에 따른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
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개별 국가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현
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제조업 분야의 경우 상당수 한국 기업이 단순업
무로 인해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제개발협
력 사업의 대부분은 직업훈련원 건설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
원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 대부분 단순생산과 품질관리에 관련된 훈련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자본집약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직업훈련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기업의 수요를 적
극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업훈련분야의 민관협력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기업의 경비부담을 전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현지에 진출
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정례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직업훈련분야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직업훈련, 국제개발협력, 동남아시아, 베트남

논문접수일: 2022년 1월 17일, 심사의뢰일: 2022년 1월 17일, 심사완료일: 2022년 3월 24일
* 이 논문은 ‘동남아시아 주요국 직업훈련제도 및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직업훈련 현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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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낮은 인건비로 인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인건
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경제성
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목표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향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공
적자금원조를 통해 베트남에 직업훈련원과 대학 등을 건설하였고, 2017~2018년
과 2020년에 베트남의 직업훈련제도를 연구하고 베트남 기업이 직업훈련에 참
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기획재정부 외, 2020).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직업훈련제도와 개선방향을 연구하거나 노동시장을 심
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직업훈련
제도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정책제언
이 해당 국가의 정책 개선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기
획재정부 외(2020)의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직업훈련 정책 개선을 위해 World
Bank와의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예산 제약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로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반영 가능성이 높은 한국 정부의 직업훈련분야1)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
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
협력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시 가장 큰 제약은 재원의 부족인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며, 민관협력은 2002년 몬테레이 UN개발재
1) 본 연구에서 직업훈련은 직업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는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다수가 수원국의 시스템에 따라 직업기술교육
과 직업훈련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이영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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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총회에서 강조한 주요 개발협력 방식이기 때문이다(이훈기 외, 2014; 방호경
외, 2018; 홍성창 외, 2018). 직업훈련분야는 기업에서 필요한 잠재적 근로자의
숙련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과 협력하기에 특히 유리한 국제개
발협력 분야이다.
본 연구는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2017년 기준 對베트남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2위 공여국이다. 또
한 한국은 1988~2019년 기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며,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국은 관계가 밀접
하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 한국 기업과의 직업훈련분야 협력이 활성화될 여
지가 있고 이러한 민관협력 재원을 바탕으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다. 가장 유사한 연구로는 민관파트너십을 기반으로 對아
세안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최영렬 외(2010)가 있
다. 최영렬 외(2010)는 베트남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서 화
학, IT, 에너지 및 광물개발, 금속가공 및 기계제작 분야에 중점적인 직업훈련
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급속한 주력산업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채재은․우명숙(2013)도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개발협력 방안
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상당히 진출하였지만, 이 기업
들과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기관과의 협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채재은․
우명숙, 2013). 이밖에도 고혜원․김상호(2005)는 해외진출기업의 교육훈련 실
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고 특히 한국
정부가 직접 해외진출기업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직업훈련제도를 분석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직업훈련원 건립과 같은 프로젝트 사
업이나 민관협력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최영렬 외, 2010; 채재은․우명숙, 2013)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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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컨설팅형 사업 추진 시 동남아시아 국가의 산
업구조, 노동시장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직업훈련분
야 국제개발사업의 개선방향을 찾는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화 방
안을 모색한 기존 연구(김철희 외, 2012; 이영현 외, 2013; 박영호 외, 2019)와
는 차별성을 갖는다. 최근 개발협력사업이 수원국의 자생적인 문제해결과 경제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유도하는 접근방식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 변화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과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방호경 외, 2018; 홍성창 외, 2018).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은 고용노동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을 개관하고, 제Ⅲ장은 베트남의 노동시장 및 직업훈련 관련 현황 및 정책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제Ⅳ장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훈련 현황과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제Ⅴ장에서 국제개발협력 정책 중
직업훈련분야 사업의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Ⅱ. 고용노동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
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의미한다(｢국제개발협력법｣ 제2조).
본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유형을 설명하고, 직업훈련분야를 포함한 고용
노동분야 전체의 주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개관한 후, 이 사업들의 특징을 분
석한다. 즉 사업주체나 형식에 무관하게 직업훈련이나 고용노동 관련된 주제를
다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다.

1.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유형
국제개발협력 중 무상원조자금인 공적자금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사업의 주요 유형은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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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연수 등으로 구분된다. 프로젝트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시행되는 대표
적인 사업유형이고, 개발컨설팅은 정책 개선방향 등을 제안하는 사업유형이며,
연수는 해당국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성 등을 전수하는 사업 유형
이다.
이 중 민관협력은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 회의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자는 ‘몬테레이 합의’가 채택된 후,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2010년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효
율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시작된 사업유형이다(이훈기 외, 2014; 방호경 외,
2018; 홍성창 외, 2018). 과거 ODA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우선시하여 영리추구
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지원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부정적인 인식
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 차원에서 경제협력과 개발협력
간의 연계,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 그리고 한국의 발전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 방식이 보편화되고 이 유형 사업의 중요성은 커
지고 있다(방호경 외, 2018).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민관협력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시 가장 큰 제약은 재원의
부족인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민간자본을 활용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이훈기 외, 2014).

2. 주요 고용노동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가. 베트남 직업훈련 관련 ODA 전반(외교부)
1991~2020년까지 30년 동안 對베트남 ODA 지원액을 분야별로 구분시 직업
훈련을 포함하는 교육분야의 예산이 3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직
업훈련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KOICA 홈페이지). <표 1>과 <표
2>는 각각 KOICA의 ODA 사업 중 베트남 대상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클러스
터에서 진행된 사업의 구체적 내용, 지원금액 및 사업유형을 제시한다.
<표 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뀌년(퀴
논)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한․베 친선 IT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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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의 對베트남 ODA 중 직업훈련분야 사업
사업명

1994～98
1994～98
2011
2012

베트남 뀌년(퀴논)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베트남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베트남 직업훈련교사 워크샵
베트남 직업훈련교사 워크샵
베트남 빙푹성 빈곤 아동 영양빵 공급 및 맞춤
2011
형 직업훈련 사업
2011～13 베트남 광찌성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베트남 응에안성 한․베 기술학교 內 제과제빵과
2012～13
개설

2012～13 베트남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후관리사업
2012～13 베트남 뀌년 직업훈련대학 지원 사후관리사업
베트남 동나이성 빈곤지역 청년직업 역량 강화를
2012～14
위한 용접직업학교 설립 및 운영사업
2013～14 베트남 응에안성 빈시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2013～14 베트남 광찌성 중급직업훈련학교 개선사업*
2013～16 베트남 소수민족 직업대학 향상사업*
2013～17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사업
베트남 중부고원 소수민족 청소년 직업대학 향상
2013～17
사업
2015
베트남 서비스 특화 교육을 통한 여성인력 양성
2015～17 베트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2015～18 베트남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2016～17
2016～18
2017～19
2017～19
2018～20
2018～21

베트남 서비스 특화 교육을 통한 여성인력 양성
직업훈련 교육사업
베트남 빈곤계층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원 및 보
육시설 운영 사업
정보격차문제해결을 통한 소득격차해소와 이를 위
한 ICT 정비전문가 양성 및 ICT 적정기술 비즈
니스환경조성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훈련교육 및 모자보
건 교육
베트남 다낭 IT전문인력 양성사업
베트남 서비스 특화교육을 통한 여성인력양성 및
서비스 훈련체계 개선사업

지원금액
(USD)
2,500,000
2,500,000
83,307
88,307

사업유형
프로젝트
프로젝트
연수
연수

104,156

민관협력

4,530,956

프로젝트

156,756

민관협력

521,030
484,250

민관협력
민관협력

58,327

민관협력

76,492
29,517
4,602,120
3,628,653

민관협력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4,602,121

프로젝트

110,244
140,608
1,101,193

민관협력
민관협력
민관협력

168,541

민관협력

272,681

민관협력

376,709

민관협력

80,024

민관협력

225,539

민관협력

30,635

민관협력

자료 : 이영현 외(2013),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19) 자료 재구성 및 *표시된 사업의 경우
KOICA 통계조회서비스(https://stat.koica.go.kr/ipm/os/sear/detailSearchList.do?lang=ko,
검색일 : 2021. 10. 29)의 연도별 지원액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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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對베트남 ODA 중 고등교육 분야 사업
사업명

1997~2001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1차)*
2004~07
한․베 친선 IT 대학 건립사업*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2차)*
2006
(2007년 한․베 직업기술대학으로 승격)
2007~08
한․베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 강화사업*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CLMV
2010~12
역량강화사업
2010~13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구축지원사업
2010~14
베트남 박장성 한․베 산업 기술대학 설립사업
베트남 한․베 친선 IT 대학 4년제 승격지
2013~19
원사업
2014~19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사업
2014~19
베트남 하노이 개방대학교 개선사업
2014~17
베트남 경찰대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지원금액
(USD)
5,022,840
10,918,804

사업유형
프로젝트
프로젝트

12,511

프로젝트

2,279,829

프로젝트

1,563,289

프로젝트

1,273,462
8,978,932

프로젝트
프로젝트

4,774,831

프로젝트

5,312,058
2,737,918
1,737,199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 : 민관협력 사업은 제시하지 않음.
자료 : 베트남 : 이영현 외(2013),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19) 자료 재구성(*표시된 사업의
경우 KOICA 통계조회서비스(https://stat.koica.go.kr/ipm/os/sear/detailSearchList.do?
lang=ko, 검색일 : 2021. 10. 29)의 연도별 지원액을 합산.

건립사업,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1차 및 2차) 등의 직업훈련원이나 대
학 건립사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인프라 구축사업과 동시에 취약계층(여성, 소수민족, 빈곤계
층 등)에 대한 민관협력 형태의 직업훈련 사업과 IT 전문인력과 같은 특정 산
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나.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고용노동부)
<표 3>에 제시된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한국의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수립된 ‘ODA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컨설팅형 ODA 사업이다. 동 사업의 목적은 개도국의 사회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고용노동분야 발전모델을 개도국에 전수
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자문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 및 개도국의 빈곤 탈출
및 자립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김형규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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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2020년 기간 동안 총 9개국에 대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베트남은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의 최대 수혜
국으로서 관련 사업이 4년(2012~2015년) 연속 진행되었다.
<표 4>에는 베트남 대상 사업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2012년에 정책자문사업
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노동법전에 수록된
고용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분리하기 위한 고용법 제정 관련 컨설팅과 자문
사업이다. 2013년부터 후속사업으로 고용법 이외의 자격제도 구축과 고용서비
스 전문성 강화에 대한 자문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표 3> 2012~2020 고용노동부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내용
2012
스리랑카
(직능개발)
필리핀
(산업안전)

2013
몽골
(인력수급전망)
미얀마
(산업안전)

2014
2015
2017~2020
몽골
몽골
라오스
(산업안전)
(산업안전 기준) (직업능력개발법)
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페루
(직훈제도)
(근로조건)
(고용서비스)
상
국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스리랑카
(고용법
(고용법)
(고용법)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시행령)
자료 : <표 2> 2012~2020 고용노동부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김형규
외, 2021: 3)의 재구성.

<표 4>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중 베트남 대상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 예산
사업유형
사업분야

▣
▣
▣
▣
▣
▣

베트남 노동고용분야 정책자문 사업
기간 : 2012~2015년(4년)
총 사업 예산 : 약 3억 원(9천만 원*3년, 후속 세미나)
개발 컨설팅
공공행정(교육)
고용노동분야 법․정책․제도 수립 지원 및 관련 인력 역량 강화를
사업목적
통해 개도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2012 ▣ 베트남 고용법 제정 정책자문사업
▣ 베트남 자격제도 구축사업 최종워크숍 및 고용법 제정
정책자문 후속 세미나
2013
- 전문가 파견
사업세부내용
▣ 베트남 고용법 하위법령제정 정책자문사업
(우리정부 측)
2014
- 세미나 개최,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현지 최종보고회
▣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문성 강화 정책자문사업
2015
- 전문가 파견 및 세미나 개최, 초청 연수, 현지 최종보고회
자료 : <표 5>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사업개요서(김형규 외, 2021: 9~10)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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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nowledge Sharing Program(KSP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
력국에 맞춤화된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으로서 KSP 정
책의 협력방식은 정책자문사업, 공동컨설팅사업 및 사례연구로 구분된다(기획
재정부 KSP 홈페이지). KSP의 사업분야에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공공부문 개
발 등 다양한 정책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사회정책은 인적자원개발, 보
건․복지, 노동시장, 환경, 기타 사회정책이 포함되는데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내용이 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이다(기획재정부 KSP 홈페이지). 직업능력개발 관
련하여 베트남과는 2017~2018년에 베트남 직업훈련과 기업발전 연계성에 따
른 인적자원개발 방안이라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3.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징
상기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 선행연구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진행된 對베트남
직업훈련분야의 ODA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94.5%가 프
로젝트형 사업으로 인프라 건축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2015년 이후
새롭게 시행된 직업훈련분야 사업은 모두 민관협력(PPP) 유형이지만 <표 2>에
제시된 고등교육분야는 아직까지도 프로젝트형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는 기존의 연구에서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이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중심 또
는 하드웨어 위주 사업이라는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조정윤 외, 2012) 실
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내실화시킬 수 있는 사업영역이 크게 개선되
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까지도 인프라 설립 후 운영비 등을 확보
하지 못해 실제 직업훈련원 등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조정윤 외
(2012) 등에서 직업훈련원 건립 후 운영 경비 미확보에 따른 관리운영 부실 문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
둘째, 2015년 이후 직업훈련분야에서 시행된 민관협력 사업에서도 기업과 연
계된 사업이 부족하다. 베트남의 경우 응에안성의 ‘한․베 기술교육대학’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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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가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CJ 행복베이커리 사업’과 연계운영된 사례
가 있기는 하지만(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9), 직업교육훈련 분야 국제개발협
력사업은 한국 기업과 대체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다수의 연구는 한국 기업과
직업교육훈련 기관 간의 협력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조정윤
외, 2012; 채재은․우명숙, 2013: 186). 민관협력은 교육훈련 수요자에게 보다
나은 선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재정 부담을 통해 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최영렬 외, 2010; 방호경 외, 2018; 홍성창 외, 2018).
일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일본의 정부기구)는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기업과 협력하여 베트남의 직업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채재은․우명숙, 2013: 186). 이와 같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과 직업훈련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
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는 부족하다.
셋째,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간 유기
적인 연계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KOICA의 프로젝트성 사업과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의 동 분야 컨설팅성 사업 간의 연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직업
교육훈련 분야 컨설팅 사업이 기획재정부(KSP)와 고용노동부에서 모두 진행되
었고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시행 부처가 다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이미 채재은․우명숙(2013: 184)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
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직업훈련분야 사
업은 지원기관별로 사업이 별도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추진되기 때문
에 지원 효과가 작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연계는 물론 정보 공유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
한 것이 현실이다.

Ⅲ. 베트남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련 제도

1. 베트남의 노동시장
<표 5>는 베트남 노동시장의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2020년 기준 베트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 베트남을 중심으로(오선정) 

137

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6%로 높고(ILO 홈페이지), 노동자 수는 2019년 기
준 5,737만 명으로 노동력이 풍부하다(KOICA 홈페이지). 이러한 풍부한 노동
력과 더불어 낮은 인건비는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 비결이었다. 하지만 출산
율의 감소와 인구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노동력의 양적 증가 속도가 둔화되
고, 경제성장과 함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밖에도 2.4%라는 낮
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7.6%로 높고 청년 무업자 비율도
15.4%에 달한다. 특히 15~24세의 젊은 층 노동자가 전체 실업인구의 44.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2017년 4분기 베트남의 대학 이상 졸업
자와 전문대 졸업자의 실업률은 각각 4.1%, 4.3%로 일반 실업률과 저학력 노
동인구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한국고용정보
원, 2021: 22~24). 노동력의 질적 측면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자가 15.6%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저숙련직과 준숙련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기
획재정부 외, 2020).
<표 5> 베트남의 노동시장 현황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연도
2020

전체
68.6

남
75.2

여
62.2

고용률(%)

2020

66.9

73.7

60.4

농림어업 비율(%)

2020

27.8

28

27.5

산업 및 건설 종사자 비율(%)

2020

33.3

36.7

29.4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2020

38.9

35.3

43.2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비율(%)

2020

13.2

11.7

15.1

기초학력 이하 비율(%)

2020

10.8

9.8

11.9

고등교육 비율(%)

2020

15.6

14.3

17.1

실업률(%)

2020

2.4

2

2.8

청년 실업률(%)

2020

7.6

6.6

8.9

청년무업자(NEET) 비율(%)

2020

15.4

12.9

18

평균 월임금(현지 통화)

2020

6,879,753

7,237,876

6,407,485

월 최저 임금(현지 통화)

2020

4,420,000

주 평균 근로시간(시간)

2020

41.3

42.3

40.2

주 48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2020

31.1

33.8

28

1개 이상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2020

38.8

자료: ILO Stat 홈페이지(https://ilostat.ilo.org/data/country-profiles/, 검색일: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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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구분하면 서비스 부문 종사자가 전체의 38.9%로 가장 높고, 산업
및 건설 분야 종사자가 33.3%로 높으며, 농림어업 분야 종사자가 27.8%이다.
과거 베트남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투자로 성장하여 조립산업(assembly)이 단순제조업 전체 일자리의 75%를 차지
하지만, 최근 전기․전자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박영호 외,
2019: 153~155). 서비스 부문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베트
남이 과거 농림어업 위주의 경제에서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변화한 것을 넘어
서비스 산업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노동 생산성은 지역 경쟁자들보다 낮은 상태이
며, 베트남 노동력 고령화 등의 이유로 베트남 인적자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기획재정부 외, 2020). 또한 임금상승 추세로 노동집약적인 섬
유․봉제, 신발 산업 등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국가
로 관련 산업의 기업이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증가로 자국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부품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권율, 2020).

2.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발전전략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과 국가기술자격 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총괄 관
리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Welfares : MoLISA)가 담당한다.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되고, 2018년 기준 전국
적으로 1,948개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있었는데, 대학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급의 직업교육훈련 기관 수가 감소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외,
2020). 2018년 베트남 전국의 직업교육훈련 등록자는 221만 명이며 이 중 약
28%만이 대학 및 중급 교육에 등록했고 나머지는 초급 수준의 프로그램에 등
록했다(권율, 2020). 현재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내 훈련 직종은 산업 및 직업
분류에 따라 23개 훈련분야, 69개 직무․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3개 직
무․직업군은 중급 수준 872개, 전문대학 수준 630개를 포함하고 있다(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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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트남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개요

●

●

자료 : Viet Nam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Assessment
(2020)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하상진 부장 작성.

정부 외, 2020).
베트남 노동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베
트남 정부의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1~2020)은 현대화된 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TVET)을 주요 전략으로 강조하였고, 베트남 공산당 전국대회에서
주요 논의의 핵심이 직업훈련에 맞추어져 진행되는 등 직업훈련분야를 경제발
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영역으로 설정하였다(한국능률협회컨설
팅, 2019: 88). 구체적으로 SEDS 2011~2020의 9개 해결과제는 국가 차원의
TVET 관리 혁신, 훈련교과 및 강의자료 개발, TVET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TVET 기관․노동시장․기업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베트
남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직업훈련의 질은 아세안 국가에
서 캄보디아와 미얀마 다음으로 최하 순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권율, 2020).
베트남 직업훈련의 한계의 대표적인 이유로 1) 직업훈련과 직업자격과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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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 2) 미약한 산학연계, 3) 훈련 및 교육의 질 관리 미흡, 4) 교사 역량 부
족 등을 들 수 있다(기획재정부 외, 2020; 이영현 외, 2013).
따라서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2030 직업훈련 발전전략 개혁 목표
에서 베트남 정부는 직업훈련의 질을 제고하여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등 TVET
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숙련 노동인력 공급을 통한 노
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핵심 직종에 참여하는 중급 이상 수준의 훈련생 비중을
확대하고자 한다.
<표 6> 2021~2030 직업훈련 발전전략 개혁 목표
해결과제

실천방향

총괄 목표

․직업훈련의 품질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과감한 변화
- 품질 인적자원을 포함한 숙련 노동인력 공급, 선진국 수준의
노동인력 양성
- 이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세계화 시대의 경제성장의 질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2030년까지
달성 목표

․중급 이상 수준의 훈련생 비율을 약 40%까지 확대하며, 그 중
최소 20%는 핵심직종 훈련참여
․최소 85%의 TVET 졸업생이 생산성과 급여가 높은 직업에 종사
․120개의 고품질 훈련기관 개발 및 그 중 10개의 기관은 G20 국
가 수준, 70개는 ASEAN 상위 4개국 수준에 도달. 200개의 핵
심 직종 및 90개의 직종은 ASEAN 상위 4개국과 G20 국가 수
준에 도달
․베트남 TVET이 전반적으로 ASEAN 지역 선진국 수준에 도달

자료 : 2021~2030 TVET 발전전략 개혁 목표(기획재정부 외, 2020: 62~63)의 재구성.

Ⅳ.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직업훈련 현황 및 수요

본 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산업이나 기업특성별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상이한지 추
가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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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방법
가. 설문조사 개요
2021년은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하 진출기업으
로 지칭) 대상 대면 설문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 9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7>은 실태조사의 개요이다. 설문조사의 시행 대상은 베트남 하노이 및
호찌민 한국상공인연합회의 회원사였고,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의 협조로 전자
분야 대기업 A와 B의 협력사도 포함되었다. 설문 대상은 현지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한국 기업으로, 한국 기업은 한국에 모기업이 있는 자회사이거
나, 한국에서 자본금 기준 51% 이상 출자한 기업이거나, 한국수출입은행 해
외 진출기업 명부에 등록된 기업이거나, 업체 대표가 한국인인 경우로 정의하
였다.
<표 7>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방법
조사도구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내용

내용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186개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
2021년 9월
한국노동연구원
일반현황, 현지채용 베트남 근로자의 일반현황, 베트남 근로자의
능력 및 교육훈련 실시현황,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 등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주력 상품의 시장 수요 등 일반현황, 현지채용 베트
남 근로자의 일반현황, 베트남 근로자의 능력 및 교육훈련 실시현황, 직업훈
련에 대한 수요이다. 국내 문헌 및 자료 조사 후 현지 기업 관계자 2인, 한국
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주베트남한국대사관 노무관과의 회의를 통해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한 후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설문조사 내용을 수정하여 실시
하였다. <표 8>은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의 문항과 선택항목을 요약하여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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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설문조사 및 원자료 형태
설문문항
선택항목
(베트남 내) 귀 사업장의 업 ① 제조업 ② 무역업 ③ 운수/창고업 ④ 서비스업
⑤ 금융업 ⑥ 건설업 ⑦ 1차산업 ⑧ 기타
종은 무엇입니까?
① 음․식료품 ② 섬유, 봉제의복, 모피제품 ③ 가죽,
가방, 신발 ④ 목재, 나무제품, 가구 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⑥ 코크스․정유류 ⑦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구체적 업종은 무
⑧ 고무 및 플라스틱 ⑨ 금속(비금속․조립․1차금속)
엇입니까?
류 ⑩ 기계․장비 ⑪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⑫ 전
자․통신장비․전기기계류 ⑬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⑮ 기타
① 1주일 정도
베트남 근로자가 업무에 숙 ② 1개월 정도
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③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④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떻습니까?
⑤ 6개월에서 1년 정도
⑥ 1년 이상

(베트남 내) 귀 사업장 내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무엇입니까?
직종별로 한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 근로자의 수는 몇
명입니까?

①
②
③
④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__명

베트남 근로자에게 과거 1년
간 신입직원교육, 직무능력 ① 그렇다
향상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 ② 아니다
였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
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
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원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는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업무가 단순하여 교육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훈련을 시킬 여력이 없다
인력난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주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이 없다
회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교육훈련의 성과가 낮아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
교육훈련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
기타

재직근로자 대상 베트남의
① 있다
직업훈련 관련 사업에 참여
② 없다
한 경험이 있습니까?
향후 베트남의 직업훈련 관
① 있다
련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
② 없다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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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는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원사 및 대기업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
여 등록된 회사 이메일 주소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
문조사 참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응답을 독려하기 위하여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
로 업체당 각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총 186개로, 하노이 소재 기업이 162개이고 호찌민 소재 기업이 24개이다. 호
찌민의 경우 하노이에 비해 COVID-19 확산 정도가 심해 설문조사 기간 동안
도시가 전면 봉쇄되었기 때문에 하노이에 비해 응답이 저조하였다.
<표 9>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축한 변수의 기초통계를 보여준다. 응답업
체의 업종은 단순제조업,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조업, 서비스업․금융업 및 기
타로 그룹화하여 구분하였다. 제조업 중 음․식료품, 섬유, 봉제의복, 모피제품,
가죽, 가방, 신발, 목재, 나무제품, 가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정유
<표 9> 기초 통계
(단위 : %, 명)

원인
변수

결과
변수

변수
단순제조업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조업
업종
서비스업․금융업
기타(무역․운수․창고업, 건설업 등)
1개월 미만
1~3개월
베트남 근로자의
3~6개월
업무숙련 소요시간
6~12개월
1년 이상
중학교 졸업
베트남 근로자의
고등학교 졸업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하노이 인근
소재지
호찌민
베트남 근로자 수(명)
베트남 근로자 비율
직업훈련 실시 여부
단순업무로 인해 직업훈련 불필요 여부
적절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부존재 여부
베트남 직업훈련 관련 사업 참여 여부
베트남 직업훈련 관련 사업 참여 희망여부

평균 또는 비율
30.11
40.86
11.83
17.20
15.05
26.88
30.65
18.28
9.14
13.98
60.75
25.27
87.10
12.90
639.99
93.94
62.37
12.37
12.90
9.14
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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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비금속․조립․차금속)류를 단순제조업으로 구분하
였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단순제조업이 전체의 30.11%,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조업이 40.86%, 서비스업․금융업이 11.83%, 기타업종이 17.2%(무역․운
수․창고업 8.6%, 건설업 5.38%, 기타산업 3.23%)이다.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이 13.98%, 고등학교 졸업이 60.75%, 대학교 졸업이
25.27%로 고등교육을 받은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이 높지 않다. 베트남 근로자
가 업무숙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 미만인 기업이 15.05%, 1~3개월 26.88%,
3~6개월 30.65%, 6~12개월 18.28%, 1년 이상 9.14%이다. 베트남 근로자 수는
평균 639.99명이고, 전체 근로자 중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은 평균 93.94%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전체의 62.37%이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단순업무로 인해 직업훈련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은 전체의 12.37%, 적절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실시하지 못했다고 응
답한 기업은 12.9%이다. 기업의 9.14%가 재직근로자 대상 베트남의 직업훈련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70.97%가 향후 베트남의 직업훈련 관련 사업
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현재 참여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분석방법
기업의 특성별로 정부지원의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상이한지 식 (1)을 이
용하여 로짓모형으로 분석한다. 식 (1)의 종속변수   는 분석에 따라 <표 9>에
제시된 결과변수인 직업훈련 실시 여부, 직업훈련 불필요 여부, 직업훈련 프로
그램 부존재 여부, 베트남 직업훈련 관련 사업참여 여부 또는 향후 관련 사업
참여 희망 여부로 기업 i가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다.  벡터는 기업특성 변수벡터로 업종 더미(준거집단은 단순제조업) 및 기업
소재지 더미(호찌민이면 1, 아니면 0)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분석에 따라 베트
남 근로자의 업무숙련에 소요되는 시간(연속변수)2),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교
육수준이 대학교육인 더미변수(대학교육이면 1, 아니면 0), 베트남 근로자의 수
2) 연속변수 구축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12개월 이상은 12개월로 처리하고 나머지 선택항
목은 중위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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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변수),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연속변수)이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업종과
기업소재지 더미를 제외한 독립변수를 점증적으로 추가한 이유는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오차는 기
업 소재지 수준의 군집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   

(1)

          ′    ≻ 
exp    ′ 
 
  exp    ′ 

(2)

2. 분석결과
가. 업종별 차이
<표 10>은 업종별 직업훈련 현황과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결
과이다. (1) 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석의 준거집단인 단순제조업에 비해 자
본․기술집약적 제조업에서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서비스업․금융업에서는 단순제조업보
다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험이 많고, 기타 업종은 단순제조업보다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험이 적다. (2) 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
유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과 서비스업․금융업 모두에서 단순제조업보다 낮다. 또한 (3) 열의 분
석결과에 따르면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에서 단순제조업에 비해 재직자 대
상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
에 참여한 경험은 단순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금융업에서 높지만, 자본․기
술집약적 제조업과 기타 업종의 사업 참여 여부는 단순제조업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다. (5) 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희망
하는지 여부는 모든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 업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다. 이밖에도 호찌민에 위치한 기업의 직업훈련 실시 및 불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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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사업 참여 여부나 참여 희망 여부는 하노이에 위치한 기업에 비해 낮
게 나타난 반면에 직업훈련이 부족하여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았
다는 응답은 높게 나타났다.
<표 10> 직업훈련 현황 및 사업 참여의향 분석결과(한계효과) : 업종별 차이
(1)
(2)
직업훈련
직업훈련
실시 여부 불요 여부
자본․기술집약적
0.033
-0.111**
(0.083)
(0.046)
제조업
0.026*** -0.018**
서비스업․금융업
(0.007)
(0.008)
-0.119**
-0.009
기타 업종
(0.052)
(0.008)
-0.088***
0.085***
호찌민
(0.019)
(0.009)
표본수
186
186
변수명

(3)
(4)
(5)
직업훈련 직업훈련사업 직업훈련사업
부족 여부
참여 경험
참여 희망
0.081***
0.025
0.059
(0.020)
(0.027)
(0.093)
0.022
0.012*
-0.027
(0.023)
(0.006)
(0.026)
0.149***
-0.023
0.010
(0.001)
(0.025)
(0.049)
0.032***
-0.069***
-0.131***
(0.009)
(0.009)
(0.031)
186
186
186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11> 직업훈련사업 참여의향 분석결과(한계효과) : 기업특성별 차이
변수명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
서비스업․금융업
기타 업종
업무숙련 소요시간

(1)
0.057
(0.079)
-0.035**
(0.017)
-0.025
(0.033)
0.020**
(0.009)

(2)
0.057
(0.084)
-0.020***
(0.001)
0.029
(0.028)
0.020*
(0.010)
-0.071
(0.087)

(3)
0.042
(0.090)
-0.023***
(0.001)
0.038
(0.026)
0.020**
(0.010)
-0.037
(0.079)
0.000***
(0.000)

-0.121***
(0.031)
186

-0.118***
(0.029)
186

-0.101***
(0.027)
186

대학교육 여부
베트남 근로자 수
베트남 근로자 비율
호찌민
표본수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4)
0.044
(0.089)
-0.024***
(0.003)
0.045
(0.035)
0.020**
(0.010)
-0.017
(0.059)
0.000***
(0.000)
0.003
(0.003)
-0.099***
(0.027)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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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 이외의 기업특성별 차이
<표 11>은 업종 이외의 기업특성변수를 추가하여 직업훈련 사업의 참여 희
망 여부가 기업특성별로 다른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업종별 직무에 필요
로 하는 숙련수준, 평균 교육수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표 11>에서 업종 더
미변수의 추정치는 통제변수로 포함된 기업의 특성이 동일한 경우 업종별 차이
를 의미하는 것이지 업종별 단순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해
석하지 않는다. 기본 통제변수는 업종과 호찌민 더미변수이며 기업특성 변수가
순차적으로 추가되었다.
<표 11>의 (1)~(4) 열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의 업무숙련 소요시간이 길수
록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표 11> (2)~(4) 열의
대학교육 여부 추정치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교육수준이 대학 졸업자
인지 여부는 직업훈련 사업의 참여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대적인 교육수준이 기업의 직업훈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에 필요한 시간이
직업훈련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표 11>의
(3)~(4) 열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
수록 직업훈련 사업의 참여의향은 높지만 추정치의 크기는 작고, (4) 열에 제시
된 바와 같이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은 직업훈련 참여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은
평균 94%에 육박할 정도로 높고 표준편차가 작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호찌민
에 위치한 기업에서 직업훈련 참여의향이 더 낮다.

3.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
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 10>의 (2) 열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직업훈련
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단순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직업훈련원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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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업종별 직업훈련의 수요에 대한 차이를 고
려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 직업훈련에 대
한 상이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원 등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이곳에서 제공되는 직업훈련 과정의 내용과 관련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필요
하지만, 현재 이처럼 직업훈련원 운영에 관한 사업은 전무하다. 이에 대한 베트
남 정부 측의 요청도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관련 사업이 없는 것은 조정윤 외
(20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의 제약이 주된 이유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
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건축된 직업훈련
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기업을 통해 충당하는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 10>의 (3) 열에 따르면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에서 적절한 직업
훈련이 없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단순제조업에 비해 높게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영호 외(2019)에서 수요국의 인력수요 전망에 따
라 직업훈련분야 ODA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를 제시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산업변화에 따라 향후 성장할 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직업훈련
분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베트남 정부의 2021~2030
직업훈련 발전전략 개혁 목표에서도 직업훈련의 질을 제고하여 고급 인력을 양
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단순제조업 기업이 다른 동남아 국
가로 급속히 이전하여 한국의 기업 중에서도 단순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자
본․기술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베트남 현지에서 자본․기
술집약적 제조업에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부족해 이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표 10>의 (4) 열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
서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 및 금융업의 한국 진출기업에서 타 업종에 비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의 직업훈련사업에도 활발
하게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최대 산업으로 성장한 서비스 산업 등에
진출할 한국 기업을 지원할 사업의 발굴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표 1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가 업무숙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베트남 정부에서 향후 시행할 직업훈련 사
업에 참여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업훈련 과정의 개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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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숙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직종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하고 기업규모가 일
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을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베
트남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직업훈련분야 국제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지 진출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
일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민관협력
을 바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직업훈련 수요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준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이 직업훈련을 자체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으나 단순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외부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베트남 정부 차원
에서 제공되는 직업훈련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정부의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
업의 직업훈련 수요를 충족할 여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추진된 방식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KOICA
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국가협력전략이란 보다 효과적으로 공여기관들의 원조 활동이 협력국의 개발
성과 달성에 기여하도록 성과 관리 및 성과 제시를 위해 활동에 근간이 되는
전략과 계획을 명시한 4~5년 기간의 전략 문서이다. 베트남 산업전략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對베트남 외무상원조의 1기(2011~2015년) CPS에서 3대 중점분야
가 환경 및 녹색성장, 기술․직업 훈련 및 도로 등 교통인프라였지만 2기
(2016~2020년) CPS에서는 1기의 ‘기술․직업 훈련’이 ‘과학기술 및 분야별 고
급인력 양성을 통해 현대산업국가 진입 지원’으로 변화되었다. 지금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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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對베트남 직업훈련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
르면 이러한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사업은 인프라 구축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제 운영되는 직업훈련 과정에 관련한 사
업의 부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예산상의 제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예산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민간의 재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민관협력의 강화이다. 또한 직업훈련 자체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이기 때문에 현지 기업의 수요와 무관한 사업 자체는 의미가
없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개별 국가들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년 전 연구
인 조정윤 외(2012)에서 현지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
을 직업교육훈련 ODA의 한계로 지적한 바 있고, 어수봉 외(2019), 박영호 외
(2019) 등은 수요국 산업인력의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직업교육훈
련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직업훈련분야에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방호경 외(2018), 홍성창 외(2018) 등의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글로벌 가치사슬과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현재 비중이 높은 산업이 아니라 향후 성장할 산업에 대한 직업훈련
을 강화해야 하므로 산업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단순제조업 분야에 진출
한 상당수의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단
순업무로 인해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직
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부분은 직업훈련원 건설 등 프로젝트 사업
에 치중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원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 대부분 단순생산과
품질관리에 관련된 훈련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는 베트남의 산업발전에 따
른 직업훈련분야 목표인 ‘과학기술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 근로자의 38.9%가 서비스 부문 종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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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지 한국 기업 중 서비스업․금융업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
업훈련을 실시한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수요가 많고 현재 급
속히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직업훈련분야 사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립할 때에는 현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내 업무숙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직종에 대한 기업의 직업훈련 수요가 높지만 이러한 직종에 대한 파악이 제
대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주관식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면 베트남의 경우 공산주의 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해 산업안전 등에 대한 규제
가 강하여 관련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지만 현재까지 ‘베트남 산업안
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사업(2013~2017년)’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하고는 동 분야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프라 구축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에 비해 산업안전 관련 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소프트웨
어 중심 사업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가 많아 비용 대비 편익의 측면에
서 경제적 효율성도 높지만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기업의 수요
를 조사하지 않는 등 기업과의 협력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립할 때에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요가 높은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하
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고용노
동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고용노동부의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이나 개도국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도 동남아시아 국가 직업훈
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이란 고용서비스 등 다른 노동분야
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서로 결합하여야만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고용노
동부의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에서 아직 베트남의 직업훈련분야 사
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추후 사업을 진행한다면 직업훈련분야 사업을 시행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
였기 때문에 응답한 기업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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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온라인으로 응답이 가능한 베트남 현지 기업은 전산망이 구축되는 등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이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으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단순제조업 분야의 한계기업이 아니기 때
문에 도출된 정책 방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앞으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는 보다 대표성을 갖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례적
으로 현지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책 개
선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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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The Case of Vietnam
Oh, Sun Jung
This study seeks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of 186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Vietnam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ir demands related to the
TVET,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compared with the curr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Vietn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develop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TVET,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market of each country should
be considered. Many Korean companies in the simple manufacturing sector,
which currently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in Vietnam, responded that
they did not need vocational training due to simple tasks. However, most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currently focus on
building vocational training centers, and most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ffered at these centers are related to simple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econd, it is important to actively reflect companies’ demands into
the TVET projects, and to this end, Public-Private Partnership should be
strengthened. Due to budget constraints,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training
programs requested by companies on the premise of corporate expenses. In
the future, the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TVET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regular demand surveys of compani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Keywords : TVE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utheast Asia, Vietnam

근로자 제안제도와 기술혁신(김동배․ 이인재) 

노 동 정 책 연 구

1)

2022. 제22권 제2호 pp.155~184
한 국 노 동 연 구 원
http://doi.org/10.22914/jlp.2022.22.2.006

155

연 구 논 문

근로자 제안제도와 기술혁신*

김 동 배**
이 인 재***

근로자 제안제도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가? 근로자 제안제도는 근로자 개인
의 내부에 잠재된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끌어내어 작업방법이나 공정․프로세
스 개선 나아가 제품의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하는 관리 제도를 말
한다. 근로자 제안을 통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과 공유는 기술혁신
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술혁신 연구분야에서는 일찍부터 근로자 제안제도
를 혁신경영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왔지만,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근로자 제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해왔다. 한편 인사관리 연구분야에서의 인사관리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독자
적인 효과가 아니라 대부분 고성과․참여적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취급해왔다. 기술혁신 관련 개념적 차원에서 근로자 제안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
족하고 국내의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근로자 제안제도는 일터
혁신을 구성하는 프랙티스 중의 하나이므로 제안제도와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는 일터혁신 관련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
원의 2015~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 제안제도가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자 제안제도는 제품혁신과 공
정혁신을 모두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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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글로벌 경쟁의 격화와 디지털화로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복잡성과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혁신 역량이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잠재된 혹은 현재화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를 경쟁자보다 먼저 시장에 내놓거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기존 제품․서비
스의 제공과 관련된 운영 효율성을 경쟁자보다 더 높이지 않으면 조직의 지속
적인 생존은 보장되지 않는다. ‘혁신할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innovate or
die)’라는 글귀는 이런 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조직의 혁신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둠
으로써 종결되듯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창
출하거나 확보하는 것이 조직의 혁신 역량을 좌우하게 된다.
최근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의 확보와 관련해서 조직 외부 지식의 활용과
함께 조직 내부 전체직원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조직 외부 지식의 활용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대표되는데, Chesbrough(2017)에 의하면 이는 ‘조직의 경
계를 넘나드는 지식 흐름의 의도적인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분산화된 혁신프
로세스’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직의 혁신에 있어서 전체직원의 참여도
강조되고 있다(Aoki, 2008; Barbieri and Álvares, 2016; Harden et al., 2010;
Shipton et al., 2017). 조직의 혁신은 혁신 전담인력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조직의
전체 근로자들을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저수지로 가정하고, 이를 끌어내어
공유하고 조직의 지식자원으로 축적하여 혁신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조직 외부 지식의 활용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전체직원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연구개발 전담인력을 넘어 전체직원의 아
이디어와 지식 활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자 제안제도는 조직 전체직원의 참여를 통해 조직혁신을 추구하는 대표
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오래된 근로자 참여 제도이자 도요타 생산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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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지속적 개선의 핵심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근로자 제안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단계로서, 기술혁신의 출
발점 즉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기술혁신
연구분야에서는 혁신경영의 틀에서 근로자 제안제도를 중요한 주제로 연구해
왔다. 실제로 제안제도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도 기술
혁신 연구분야이다(Gerlach and Brem, 2017; Lasrado, 2013). 다만, 기술혁신
연구분야의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근로자 제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
구해왔다. 기업이론으로서 지식기반 관점에 입각해서 지식탐색(search)과 기
술혁신의 관계를 다루는 일련의 연구들도 주로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에
대한 탐색(external search)을 다루었고, 기업 내부의 지식에 대한 탐색(internal
search)을 다루는 경우에도 근로자 제안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다. 한편 인사관리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실증연구들은 대
부분 근로자 제안제도의 독자적인 효과가 아니라 몰입형 또는 고성과․참여적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취급하면서, 제안제도 자체가 기
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처럼 개념적 차원에서 근로자 제안제도와 기술혁신의 밀접한 관련성이 강
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양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
족하고 국내의 관련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근로자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근로자 제안제도의 특성이나
보완재 그리고 상황 조건 등으로 관련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는 일터혁신 관련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일터혁신
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일터혁신을 구성하는 중요한 프
랙티스로서의 근로자 제안제도는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일터혁신 정책의 정교화와 지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품혁신
과 공정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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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근로자 제안제도와 기술혁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기술혁신 연구분야
의 일련의 연구와 인사관리 연구분야의 인사관리시스템과 기술혁신 간의 관
계에 관한 실증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기술혁신 연구분야는 기술혁신의 시작
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이고, 근로자 제안이 기술혁신의 바로 이
출발점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일찍부터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졌으
며, 근로자 제안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많이 이
루어졌다. 지식 탐색과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들은 혁신유형별로 요구되는 지
식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탐색유형이 요구된다는 논리로 탐색의 유
형과 혁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인사관리 연구분야에서는
2000년 이후 고성과․참여적 인사관리시스템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다르지만 근로자 제안제도를 하나의 요소로 포함하기도
하였다.

1. 기술혁신 연구분야
기술혁신 연구분야의 연구자들은, 역사가 오래된 근로자 참여 제도로서의 근
로자 제안제도는 근로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매우 유
용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한다(Buech et al., 2010; Gerlach and
Brem, 2017; Lasrado, 2013; Lasrado et al., 2016; Van Dijk and Van den Ende,
2002). 이들은 제안제도를 기술혁신 또는 혁신경영의 틀에서 파악한다. 즉, 혁
신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idea generation)에서 출발하여 채택된 아
이디어가 신상품이나 개선된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상업적 성공을 거둠으
로써 종료되는데, 근로자들의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끌어내어 분류․평가
해서 실행하는 제안제도는 혁신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근로자 제안제도와 기술혁신(김동배․ 이인재) 

159

을 반영해서 제안제도에 관한 개념 및 실증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분야는 기술혁신 연구분야로 알려져 있다(Gerlach and Brem, 2017; Lasrado,
2013).
아이디어 경영으로 지칭하기도 하는 제안제도는 조직 창의성을 높이고 조직
학습을 활성화해 혁신을 촉진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제안제도는 구체적으로 어
떻게 조직 창의성을 높이고 조직학습을 활성화하는가? 제안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과정은 근로자들에게 현 상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새롭게 개선하거나 심지어 파괴와 재구성하는 등 창의적으로 사고하
도록 촉진하는 과정이다. 자신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왜 그럴까를
고민하면서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강화할 수도 있다. 관련해
서 흥미 있는 연구결과는 과거에 일부 제안이 기각된 경우에 제안이 모두 채택
되었거나 기각된 경우보다 향후 더 많은 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
제안 탈락률이 20~60% 정도일 때 향후 제안을 가장 많이 수행한다는 것이다
(Rapp and Eklund, 2007).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된 제안제도의 운영 프로세스
에서는 제출된 제안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제안자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면 제안자가 자신의 제안을 발전시켜 수정하는
단계도 거치는데(Gerlach and Brem, 2017), 이런 프로세스는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훈련 과정이기도 하다.
개념적으로 보면 제안제도는 조직학습을 촉진해 조직의 동태적 역량을 높인
다. 근로자 제안은 근로자 개개인의 사적 지식으로 존재하던 아이디어가 공개
되어 공유되는 과정으로,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이 조직 내부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는 조직의 지식창출이론에 의하면, 암묵지가 외재화 되어 형식
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Nonaka, 1994; Van Dick and Van den Ende, 2002).
외재화된 형식지들은 새로운 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되고 이것이 다
시 내면화되어 개인의 암묵지로 순환하는 지식축적의 나선형적 발전을 통해 조
직의 지식이 축적되는 조직학습이 이루어진다(Nonaka, 1994; Nonaka and von
Krogh, 2009). 조직학습에 있어서 다른 계기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기
는 암묵지가 형식지로 전환되어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외재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자 제안은 암묵지가 형식지로 전환되는 외재화 과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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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제안제도가 조직학습을 촉진하면 조직의 지식기반이 확충되어 지속적
으로 혁신을 창출하는 조직의 동태적 역량(capability)을 높이게 된다(Aoki,
2008). 이러한 맥락에서 Arthur and Aiman-Smith(2001)는 근로자 제안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로자 제안제도는 이중회로 학습(double loop learning)을 낳
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근로자 제안제도는 근로자 개인 수준에 있어서 새
로운 문제해결 방안 또는 루틴에 대한 탐색(search) 활동이고, 근로자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하는 기제라는 것이다.
Barbieri and Álvares(2016)는 전체직원이 참여하는 근로자 제안제도를 통한
지속적 개선이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을 설명할 수 있는 6세대 혁신모형이
라 주장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려 했다. 이들은 주로 품
질경영 영역에서 다루어지던 지속적 개선은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점진적 혁신
에 해당한다고 보고, 점진적 개선 또는 점진적 혁신은 전체직원이 참여하는 제
안제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달성된다고 본다. 점진적 혁신이란 품질개선, 비
용절감, 납기단축, 제품․서비스의 작은 변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흥미 있는 것은 근로자 제안이 점진적 혁신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안들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서비스나 공정, 즉 급진적 혁
신에도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혁신 분야의 제안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근로자 제안 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되었다. 제안의 영향요인은 범주별로 개인특성,
작업환경, 제안제도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Buech and Sonntag, 2010). 개
인특성과 관련된 고전적 연구는 제안 행위의 일반모형을 제시한 Frese et al.
(1999)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제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은 업무에서의 주도성, 고차 욕구의 강도, 자기효능감, 업무에서의 개선 기대
등이며, 국내에서 이들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경우로 백상용(2006)의 연구가 있
다. 작업환경 특성으로는 직무특성, 조직 분위기, 상사의 지원 등이 중요한 요
인으로 지적되고, 제안제도 자체의 특성으로는 피드백, 경영자의 지원, 보상 등
이 거론된다(Lasrado et al., 2016; Leach et al., 2006).
한편 지식탐색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주로 탐색유형 즉
탐색의 범위(search scope)와 탐색의 깊이(search depth)가 제품혁신이나 공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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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등 다양한 유형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허문구, 2015; Katila
and Ahuja, 2002; Laursen and Salter,2006; Martini et al., 2017; Snihur and
Wiklund, 2019; Terjesen and Patel, 2017; Trantopoulos et al., 2017). 기업 내부
탐색은 주로 연구개발 활동이나 그 성과물인 특허 인용, 혁신을 위한 지식의
원천으로 해당 기업이나 관계사를 활용하는지 여부나 약간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마케팅, 생산 등 주요 직군들을 활용하는지 여부 정도로 다루
는 반면, 기업 내부 지식탐색과 관련해서 근로자 제안제도를 제대로 다루고 있
지 않다.

2. 인사관리 연구분야
2000년대 초반부터 인사관리 연구분야에서 기술혁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일련의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논거는 특정한 속
성을 지닌 인사관리, 예컨대 몰입형 또는 고성과․참여적 인사관리는 조직 구
성원들의 지식 창출과 공유 그리고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고 조직학습을 활성화
해서 결과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김동배․이인재, 2009; Seeck
and Diehl, 2017; Shipton et al., 2017). 예를 들어 조직의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지식 창출을 촉진하는 인사관리 프랙티스들로는 적합한 지식을 갖춘 인재의 채
용, 지식축적을 낳는 교육훈련, 지식의 발견과 활용을 촉진하는 임파워먼트, 로
테이션과 다기능훈련 등이 있고, 지식공유 및 새로운 결합을 통한 지식의 창출
에 영향을 미치는 프랙티스들로는 제안제도, 정보공유, 각종 팀 활동, 각종 소
통이나 대화의 장 등이 있다. 고성과․참여적 인사관리를 기능 차원에서 분류
하면 숙련형성, 동기부여, 참여기회로 구분하듯이, 이러한 인사관리시스템은 지
식창출과 공유를 촉진하여 조직학습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고성과․참여적 인사관리시스템이 조직성과를 높
이는 경로 중의 하나가 기술혁신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인사관리 분야의
연구 지평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인사관리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제도는 개
별 관행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이나 번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다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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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부분의 연구는 인사관리시스템이나 번들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다른 인사제도들과 함께 제안제도를 독립변수로 투입
해서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개별적 효과를 분석하거나 제안제도, 자율
작업팀, 품질분임조 등으로 구성되는 근로자 참여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한다(Laursen and Mahnke, 2001; Laursen and Foss, 2003; Souitaris,
2002; Walsworth and Verma, 2007).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개별적 효
과에 관한 실증연구는 두어 편에 불과한데 정(+)의 효과를 발견하기도 하고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인사관리
제도들 간의 보완성에 주목해서 상보성을 갖는 관행들의 시스템지수 또는 번
들지수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여기에서 제안제도는 인사관
리 시스템 또는 번들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투입되기도 한다. 선행연구
들에 의하면 몰입형 또는 고성과․참여적 인사관리시스템 지수 또는 번들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메커니즘은 조직 창의성이나 지식
창출과 공유의 활성화 즉 조직학습의 촉진인 것으로 나타났다(Seeck and
Diehl, 2017).

3. 연구가설
이상 제안제도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기술혁신 연구분야와 인사
관리 연구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기술혁신 연구분야는 근로자 제안제도
를 가장 많이 연구한 분야로서 조직 창의성의 관점에서 제안제도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즉, 혁신의 출발점인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 과정으로서
근로자 제안제도에 접근하고, 조직 창의성, 조직학습, 동태적 역량, 6세대 기술
혁신 모형 등 개념적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연
구는 제안제도가 각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근로자의 제안제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었다. 그 이유는 근로자 제안제도와 기술혁
신간의 관계는 자명하므로 굳이 실증분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기술혁신 분야의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근로자 제안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 단계로서 혁신의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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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특히 활성화된 근로자 제안제도는 기술혁신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지식탐색과 기술혁신간의 관계에 대한 일
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근로자 제안제도는 기술혁신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지식
을 기업 내부에서 탐색하는 대표적인 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자 제안제
도와 기술혁신 간에 정(+)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인사관리 연구분야의 경우 근로자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직
접적으로 검증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제안제도의 독자적인 효과가 아니라 인
사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취급해왔다. 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번들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사제도들 간의 보완성 때문이다. 제도 간 보완
성이 있다는 것은 제도의 개별적 효과의 합산보다 함께 사용할 때의 효과가 더
큰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 통상 제도들 사이의 가산적 관계를 가정해서
합산지수를 사용한다. 인사관리 제도들 사이의 상호 보완성을 근거로 시스템지
수를 사용하는 논거와 일정한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성요소 중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가 제대로 취급되지 않고 그 중요성이 간과될
위험도 있다. 기술혁신 연구분야에서 혁신과 관련해서 제안제도에 접근하는 것
을 감안하면,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제안제도는 시스템 구성요소의 하나로 취급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
는 독자적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 기술혁신 연구분야나 인사관리 연구분야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수준에서의 탐색 행위이자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근로자 제안제도는 기술혁신에 필요한 창의성, 즉 새롭고 유
용한 아이디어나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근로자 제안제도는 제품혁신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 근로자 제안제도는 공정혁신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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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및 변수

1. 자 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015년, 2017년, 2019년도 사업체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2015년부터 제품혁신이나 공정혁
신과 같은 기술혁신을 측정하고 있어서 그 이전 조사는 분석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전체 표본에서 민간부문과 성격이 다른 공공부문은 분석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2015~2019년 각 3,331개,
2,781개, 2,698개 사업체로서 3회차 합계 8,810개 사업체이다.

2. 변 수
종속변수인 기술혁신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측정하였다. 혁신은 해당
기업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입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제품혁신은 외부 고
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을, 공정혁신
은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운영(operation)에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
는 것을 말한다(Damanpour, 2010; Snihur and Wiklund, 2019). 사업체패널에서
는 2015년부터 조사기간에 혁신이 이루어졌는지를 오슬로 매뉴얼의 정의와 분
류에 따라 제품혁신, 공정/프로세스 혁신, 조직혁신, 마케팅 혁신으로 나누어 조
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 기술혁신의 두 범주에 속하는 제품혁신과 공
정혁신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제품혁신을 ‘작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은 제품/서비스 상품혁신으로 인하여 신제품/서비스 상품 또는
크게 개선된 제품/서비스 상품을 출시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고, 공정혁
신은 ‘작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은 공정/프로세스 혁신을 실행하였습니까?’라
고 측정하고 있는데, 각각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해서 제품혁
신과 공정혁신 더미변수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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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패널조사는 제품혁신의 경우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조사하고 있다. 즉 신제품 혁신이나 개선된 제품혁신이 있었던 경우
에는 제품혁신이 있었던 것으로 측정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 종류별 예시를
제시하여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응답 오류를 줄이고 있다. 예컨대 신제품 혁
신은 필름카메라 대신에 디지털카메라 출시 등의 경우, 개선된 제품혁신은 자
동차에 새롭게 ABS 브레이크/GPS 도입 등의 경우, 신 서비스 상품혁신은 단방
향 방송프로그램에서 양방향, 인터넷 정보제공 나아가 모바일 기기 실시간 정
보제공 등의 경우, 개선된 서비스 상품혁신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출시, 5시
간 이내 배송 가능한 항공 택배 서비스 개시 등이 그것이다. 참고로 제품혁신을
한 사업체는 분석대상 전체의 17.2%인 1,517개 사례이고, 공정혁신을 한 사업
체는 전체의 19.5%로 1,720개 사례이다.
독립변수인 근로자 제안제도는 유효 제안제도 더미변수를 작성하였다. 유효
제안제도로 측정한 이유는,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을
제도의 효과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체패널은 2013년까지는 다수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년 한 해 업무개선 관련 제안제도를 운영하였습니까?’라고 제안제도의 유무
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제안제도를 운영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작년 한 해 동안
업무개선 관련 제안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만약 제안 건수가 없으면 ‘0’이라
고 응답해주십시오’라는 추가 질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명무실한 제안제
도를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난해 1건 이상의 제안 건수가 있는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유효 제안제도 더미변수를 작성하였다. 참고로 제안제도가 있는
경우는 분석 대상 전체의 34.1%인 3,004개 사례이며 유효 제안제도가 있는 경
우는 27.7%인 2,443개 사례이다. 적지 않은 사례들이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사업장 특성 변수, 인력구성 변수, 이직률, 몰입형 인사방침, 업종
더미변수이다. 사업체 규모는 기술혁신 연구에서 개념적 및 실증적 측면에서
복잡한 의미를 갖는 변수로써 이 변수는 반드시 통제할 필요가 있다(이인재․
김동배, 2009). 사업체 규모는 조사시점 연말 기준 당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
고 임금을 지급 받는 전체 근로자 숫자로서 로그 값을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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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조합도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홀드업 모형과 전략적 연구개발
모형과 같이 상반된 예측이 존재하고 지금까지의 실증분석 결과들도 복합적이
다(이인재․김동배, 2009).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1의 값
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사업체 업력은 사업체의 연령으로서 창립 효과 등의
다양한 이유로 통제변수로 선정되는 변수이다. 사업체 업력은 조사시점에서 사
업장 설립연도를 차감하여 작성한 변수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자원투입 정도는 1인당 연구개발투자금액과 전문직의 비율
로 측정하였다. 1인당 연구개발투자금액은 ‘작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은 연구
개발에 투자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총연구개발비를 조사
하여 계산하였다.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로(0) 값으로 처리해서 1인당 연구
개발투자금액(백만 원) 변수를 작성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직종 대분류별
인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 중 전문직 근로자의 비율 변수를 작성하였
다. 연구개발 인력은 직종대분류에서 전문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변수도 인
력차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자원투입의 지표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임금
관련 변수로 성과배분제도와 임금수준 변수를 통제하였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성과배분제도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배․이인재, 2018;
이인재․김동배, 2020). 성과배분제도는 지난해 성과배분을 실시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상대적 고임금이 기술혁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통제하기 위해 임금수준 변수를 작성하였다. 임금수준은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백만 원)으로 측정하였다.
상장사는 경영실적이 검증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상장사보다 기술혁신에
투자할 자원이 풍부하므로 기술혁신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장사는 코스
피나 코스닥 또는 코넥스의 등록업체면 1의 값을 부여했다. 사업체 인력구성
특성 변수는 고령인력, 여성인력, 비정규직 비율, 그리고 이직률을 통제하였다.
고령인력, 여성인력, 비정규직 인력 비중과 높은 이직률은 통상 저숙련․저임
금 사업체의 징표들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기술혁신과 부(-)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고령인력 비중은 전체 근로자에서 55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했고, 여성인력 비중은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
하였다.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 대비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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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직률은 조사시점 연
말 전체 근로자 대비 연간 이직한 근로자 비율로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제품혁신(실시=1)
공정혁신(실시=1)
사업체 규모(명)(로그)
노동조합 (있음=1)
사업체 업력(조사시점 - 설립연도)

1인당 연구개발투자금액(백만 원)
전문직 비율
성과배분 실시 더미
임금수준(백만 원)(로그)
상장사(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상장=1)
고령인력 비중(55세 이상 인력 비중)
여성인력 비중
비정규직 비중(직접 및 간접고용 비정
규직)
연간 이직률
몰입형 인사방침지수(3문항 평균)
제조업(제조업=1)

유효 제안제도
없음
있음
(N=6,367)
(N=2,443)
0.13
0.28
(0.34)
(0.45)
0.14
0.34
(0.35)
(0.47)
4.54
4.95
(1.07)
(1.16)
0.23
0.34
(0.42)
(0.47)
22.89
25.50
(14.59)
(15.60)
2.12
5.58
(12.68)
(25.19)
0.12
0.14
(0.24)
(0.25)
0.14
0.30
(0.35)
(0.46)
3.32
3.40
(0.21)
(0.23)
0.11
0.23
(0.31)
(0.42)
0.21
0.14
(0.24)
(0.17)
0.31
0.28
(0.27)
(0.26)
0.31
0.22
(2.28)
(0.78)
0.24
0.18
(0.72)
(0.25)
3.33
3.50
(0.76)
(0.68)
0.41
0.51
(0.49)
(0.50)

주 : 셀 안의 수치는 평균이며 ( )는 표준편차.

전체

(N=8,810)
0.17
(0.38)
0.20
(0.40)
4.66
(1.11)
0.26
(0.44)
23.62
(14.92)
3.08
(17.16)
0.13
(0.24)
0.18
(0.39)
3.34
(0.22)
0.14
(0.35)
0.19
(0.23)
0.30
(0.27)
0.28
(1.98)
0.22
(0.63)
3.38
(0.74)
0.44
(0.50)

168

 노동정책연구․2022년 제22권 제2호

몰입형 인사관리 방침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조
직 내부에서 육성하는 인사방침이다. 이러한 인사방침은 인적자본에 대한 높은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인적자본 역량에 기반
한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몰입형 인사관리 방침 변수
는 ‘인사관리의 일차적인 목표는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을 높이
는 데 있다’,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기 고용을 통해 내부에서 육성한
다’, ‘인사관리는 종업원의 장기적인 육성과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한다’
(각 5점 척도)의 3문항 평균으로 측정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업종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제조업 더미변수를 작성하였다. 제조업 더미변수는 제9차 표준
사업분류 2자리 코드가 10~33일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변수이다. <표 1>은 이
상 설명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유효 제안제도 유무별 그리고 전체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표 1>에서도 유효 제안제도와 기술혁신 간 관계가 나타나지만, 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2015년, 2017년, 2019년간 유효 제안제도의 상태변화
에 따른 제품 및 공정혁신의 정도를 비교한 것이 [그림 1]과 [그림 2]이다. 먼저
연도별 유효제안 제도 존재,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실시한 사업체 비중을 살
펴보면 순서대로 2015년 34.7%, 19%, 18.6%, 2017년 22.9%, 15.4%, 19.5%,
2019년 24.1%, 16.9%, 20.8%이다. 유효 제안제도의 상태변화는 2015년과
2019년 모두 있는 경우(有→有), 없다가 생긴 경우(無 →有), 있다가 없어진
경우(有→無), 모두 없는 경우(無→無)의 4가지 유형이다. 4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100개 사례를 제외하면 전체 2,200개 사업체 중 유형별 분포는 순서대로
304개, 176개, 469개, 1,251개 사업체이다. [그림 1]은 제안제도 상태변화에 따
른 제품혁신의 발생 정도를, [그림 2]는 제안제도 상태변화에 따른 공정/프로세
스 혁신의 발생 정도를 비교한 것인데 유효 제안제도가 계속 있거나 새로 도입
된 경우 그 반대와 비교해서 두 종류 혁신이 모두 증가한다.
다변량 분석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그림 1]과 [그림 2]에서 제안제도
의 상태변화와 혁신 간 관계는 제품혁신보다 공정혁신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
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포착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혁신의 경우 탐색의 범위
나 외부 지식탐색이, 반면 공정혁신은 탐색의 깊이나 내부 지식탐색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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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탐색 관련 연구들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이다
(Snihur and Wiklund, 2019).
[그림 1] 제안제도 변화 유형별 제품혁신 비교

[그림 2] 제안제도 변화 유형별 공정혁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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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단순 회귀분석(Pooled Regression) 추정결과
먼저 2015년, 2017년과 2019년 자료를 모두 합쳐(pooling) 근로자 제안제도
가 기술혁신, 즉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자. 분석모형
은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한다.2)
<표 2>는 선형확률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안제도 더미의 추정
계수는 제품혁신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0.099, 공정혁신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0.137이다. 이 추정계수들은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추정계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제안제도가 있는 사업체는 제
안제도가 없는 사업체에 비하여 기술혁신을 할 확률이 9.9%p 높고, 공정혁신을
할 확률은 13.7%p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제도가 기술혁신
을 촉진한다는 가설과 양립하는 결과이다.
추정에 사용된 통제변수의 추정계수는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를 보여준
다. 먼저 제품혁신 추정결과를 보자. 사업체 규모, 1인당 연구개발투자금액, 성
과배분, 상장사, 고령인력 비중, 여성인력 비중,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제조업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업체 규모는 5%, 나머
지 변수들은 1%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1인당 연구개발투자
금액이 클수록, 성과배분을 실시한 사업체일수록, 상장사일수록, 고령인력 비중
이 작을수록, 여성인력 비중이 클수록, 몰입형 인사방침지수가 높을수록, 제조
업일수록 제품혁신을 할 확률이 높다. 반면, 다른 통제변수들 즉 노동조합, 사
업체 업력, 전문직 비중, 비정규직 비중, 이직률은 제품혁신과 유의한 관계가

2)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므로 로짓모형 또는 프로빗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는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이 중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선형확률모형의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비교를 위한 로짓모형의 분석결과는 <부표 1>과 <부표 2>에 수록되어 있는데,
로짓모형 추정결과도 선형확률모형 추정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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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정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제품혁신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일부
통제변수의 효과는 제품혁신의 경우와 다르다. 사업체 규모, 1인당 연구개발투
자금액, 성과배분, 임금수준, 상장사, 고령인력 비중, 여성인력 비중, 제조업 변
수의 추정계수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고 몰입형 인사방침지수는 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1인당 연구개발투자금액이
클수록, 성과배분을 실시한 사업체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상장사일수록,
고령인력 비중이 작을수록, 여성인력 비중이 클수록, 몰입형 인사방침지수가
높을수록, 제조업일수록 공정혁신을 할 확률이 높다. 반면, 다른 통제변수들, 즉
노동조합, 사업체 업력, 전문직 비중, 비정규직 비중, 이직률은 제품혁신과 유의
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제안제도와 기술혁신 : Pooled Regression

제안제도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사업체 업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
전문직 비율
성과배분실시
임금수준(로그)
상장사
고령인력 비중
여성인력 비중
비정규직 비중
이직률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제조업

Adj. R Square
N

제품혁신
추정계수
표준오차

공정혁신
추정계수
표준오차

0.099
0.008
-0.006
0.000
0.002
-0.016
0.091
0.012
0.123
-0.097
0.066
0.001
-0.005
0.018
0.084

0.137
0.026
-0.005
0.000
0.002
-0.019
0.104
0.121
0.060
-0.091
0.049
0.002
0.008
0.012
.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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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1
8633

0.009
0.004
0.010
0.000
0.000
0.017
0.010
0.021
0.012
0.019
0.016
0.002
0.006
0.005
0.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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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6

0.009
0.004
0.011
0.000
0.000
0.018
0.011
0.021
0.013
0.019
0.016
0.002
0.007
0.005
0.009

8633

주 : ( ) 안은 표준오차.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 사업체패널 2015, 20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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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추정결과
앞서 제시한 선형확률모형은 제안제도와 관련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제안제도가 있는 사업체는 처음부터 기술혁신 능력이 다른 사업
체일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 능력이 높은 사업체들이 제안제도를 도입한다
면 이들 사업체의 기술혁신은 제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사업체의 제안제도 선택과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고정효과 선
형확률모형(fixed effects linear probability model)을 이용하여 관찰되지 않은
특성이 기술혁신과 제안제도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표 3> 제안제도와 기술혁신 : 고정효과모형
제품혁신
추정계수

공정혁신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제안제도

0.069 ***

0.012

0.123 ***

0.013

사업체규모

0.016

0.013

0.030

0.014

노동조합

0.010

0.034

0.052

0.038

0.002

0.006 ***

0.002

사업체 업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
전문직 비율

-0.006 ***
0.002 ***
-0.003

**

0.000

0.002 ***

0.000

0.029

0.026

0.032

성과배분실시

0.067 ***

0.013

0.087 ***

0.015

임금수준(로그)

0.023

0.033

0.048

0.036

상장사

0.052

0.089

0.263 ***

0.098

고령인력 비중

-0.001

0.031

-0.043

0.034

여성인력 비중

0.081

0.061

-0.013

0.067

비정규직 비중

0.003

0.002

0.000

0.002

이직률

0.002

0.007

0.000

0.008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0.008

0.006

0.001

0.007

-0.241

0.230

-0.259

0.252

제조업

R Square(within)

0.026

0.039

N

8633

8633

주 : ( )안은 표준오차.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 사업체패널 2015, 20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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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고정효과 선형확률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안제도 더
미의 추정계수는 제품혁신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0.069, 공정혁신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0.123이다. 이 추정계수들은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추정계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제안제도가 있는
사업체는 제안제도가 없는 사업체에 비해 제품혁신을 할 확률이 6.9%p, 공정혁
신을 할 확률이 12.3%p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추정계수는 단순 선형확률모
형의 추정계수인 0.099 또는 0.137보다 작다. 따라서 사업체 고정효과를 통제
하지 않으면 제안제도의 추정계수가 과대추정됨을 알 수 있다. 추정계수의 크
기와 관계없이, 추정결과는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
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정에 사용된 통제변수들의 추정계수는 선형확률모형 추정에서보다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가 적다. 제품혁신을 종속변수로 한 추정에서는 사업체
업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금액, 성과배분의 추정계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사업체 업력이 낮을수록, 1인당 연구개발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성
과배분을 실시한 사업체일수록 제품혁신을 실시할 확률이 높다. 공정혁신을 종
속변수로 한 추정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5% 수준에서, 사업체 업력, 1인당 연구
개발투자금액, 성과배분, 상장사의 추정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 이에 의하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사업체 업력이 높을수록, 1인당 연구
개발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성과배분을 실시한 사업체일수록, 상장사일수록 공
정혁신을 실시할 확률이 높다.

3. 제조업 표본 추정결과
위의 추정에서 제조업 더미변수를 통제했지만 제조업 표본에 한정해서 분석
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3) 이 작업은 하위표본
대상의 분석으로서 앞서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는 효과도 있다. <표 4>는
앞의 <표 2> 및 <표 3>과 동일한 분석모형을 사용하되 표본을 제조업에 한정
해서 추정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제조업 표본에 한정해도 제안
3) 제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해주신 논평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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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조업 표본 대상 제안제도의 추정계수

제안제도

단순회귀 분석
제품혁신
공정혁신
0.118***
0.142***

고정효과모형
제품혁신
공정혁신
0.097***
0.132***

R Square

0.076

0.043

N

0.083

0.040

3,817

주 : ( )안은 표준오차.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 사업체패널 2015, 2017, 2019.

제도의 추정계수는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이
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고정효과모형에서 제안제도의 추정계수 크기는 단순회
귀분석의 추정계수와 비교해서 약간 작아진다. 즉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체일수록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실시할 확률은 각각 최소 9.7%에
서 최대 14.2% 정도 더 높다. 한편, 여기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통제변수들의
추정계수들로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이상의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제안제도를 도입한
사업체가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보다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할 확률이 높다.
둘째, 이 결과는 단순 선형확률모형과 고정효과 선형확률모형의 추정에서 모두
확인된다. 나아가 제조업 표본에 한정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 <부표 1> 및
<부표 2>에 수록된 로짓모형 추정결과도 선형확률모형의 추정결과와 유사했
다. 셋째, 추정결과는 근로자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
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근로자 제안제도는 제품혁신보다 공정혁신
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식탐색과 혁신의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Snihur and Wiklund, 2019; Terjesen
and Patel, 2017; Trantopoulos et al., 2017).
이상의 분석결과는 근로자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의 효과적인 도구로서 기술혁
신을 촉진한다는 기술혁신 연구분야의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Gerlach
and Brem, 2017; Lasrado, 2013; Lasrado et al., 2016). 나아가 제안제도가 개별
적으로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 편의 선행 실증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Laursen and Mahnke, 2001; Walsworth and Verma, 2007), 제안제도
가 구성요소의 하나로 포함된 몰입형 또는 고성과․참여적 인사관리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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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인사관리 연구분야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Seeck and Diehl, 2017; Shipton et al., 2017)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요약 및 함의

근로자 제안제도는 오랜 역사를 지닌 근로자 참여 제도로 근로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조직의 혁신으로 연결하는 유용한 관리 도구이다. 근로자 제안은
개인적 지식으로 잠재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 과정으로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다. 근로자 제안은 개인들이 새로운 문제해결 방안 내지 새로운 루틴
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탐색과 기술혁신 연구에 의하면 기업 내부 지식탐색에
해당된다. 근로자 제안제도는 개인의 암묵지가 형식지화 되고 암묵지와 형식지
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어 조직학습을 촉진한다. 기술혁신
연구분야에서는 근로자 제안제도의 이러한 성격에 주목해서 다른 연구분야보
다 이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왔지만, 정작 실증연구는 대부분 근로자
제안제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해왔고, 지식탐색과 기술혁신의 관
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기업 내부 지식탐색으로서 근로자 제안제도를 제대
로 다루지 않았다. 한편 2000년 이후 인사관리 연구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촉진
하는 인사관리시스템으로서 몰입형 또는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이 기술혁
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왔지만, 근로자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독자
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고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유효 근로자 제안제도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제안제도는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과 정(+)의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자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기술혁신 연구분야에 함의를 제공한다. 그동안 기술혁신 연구분야에서
혁신의 출발점으로 제안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근로자 제안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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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술혁신 연구분
야의 연구범위도 제안 동기 연구와 함께 실제로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식탐색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 대해서도 내부 탐색(internal search)의
주요한 방식이 근로자 제안제도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함의를 제공한다.
내부 탐색에 대한 연구들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나 그 성과물인 특허의 인용이
나, 혁신을 위한 지식의 원천으로 기업이나 계열사의 활용 여부 또는 연구개발
이나 마케팅 그리고 관리인력 등 기업 내부직군의 활용 여부 등을 주로 다루었
다. 예외적으로 Martini et al.(2017)은 근로자 제안제도와 유사한 아이디어 경
영을 다루지만, 이것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다루지 않았고 외
부 지식탐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향후 지식
탐색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내부 탐색의 중요한 제도로서 근로자
제안제도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사관리시스템 지수가 아니라 개별 제도로서 근로자 제안제도와
기술혁신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인사관리 연구에도 함의를 제공한다. 그
동안 전략적 인사관리 연구에서 인사관리 제도들 간의 보완성을 이유로 개별제
도들의 효과가 아니라 시스템 또는 번들지수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류
를 이루었다. 시스템 또는 번들지수의 효과를 분석하는 근거와 유용성을 부정
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가
제대로 취급되지 않고 그 중요성이 간과될 위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나아가 연구자나 일선 경영자 입장에서도 시스템 지수의 효과로부터 근로
자 제안제도와 같은 개별 인사관리 제도의 기여나 의미를 분리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만일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별 인
사제도 변수를 개념적 또는 논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여러 인사제도의 복
합지수 또는 시스템지수가 아니라 개별제도의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제안제도는 전형적인 일터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라는 점에서 본 연구
는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일터혁신 정책
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동안 일터혁신과 다른 조직혁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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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터혁신
이 노동의 성격과 노동의 조직화와 관련된 작업조직 차원이 아니라, 임금이나
평가와 같은 순수 인사관리 차원으로 경도된다는 비판들이 제기될 때는 일터혁
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전형적인 일
터혁신 프로그램의 하나인 근로자 제안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창의성과 조직학습을 매
개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가령 창의성과 조직학습
그리고 결과물로서 조직혁신의 관점에서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고(European Commission, 2014), 이런 관점은 일터혁신 정
책의 정교화나 지평 확대와 관련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어서 관련해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우선 근로자 제안은 개인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개인 수준의 근
로자 제안제도만이 아니라, 집단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Leach et al., 2006; Marin-Garcia et al., 2018). 게다가 집단 제안도 집단의 성
격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공식적인 제안제도가 없지만 실제로
제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제안하는 공식적 근로자 제안제
도의 효과를 분석했는데, 추후 다양한 소집단 활동을 통한 집단 제안이나 비공
식적 제안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제안제
도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혁신의 성격도 충분히 감안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의 영향요인은 다를 수
있는 바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한 연구의 외적 타
당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사관리
와 기술혁신 연구분야에서 다수준 분석을 강조하듯이(Shipton et al., 2017), 제
안제도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수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Barbieri and Álvares(2016)의 6세대 혁신모형에서 근로자 제안과 급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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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관계를 지적했듯이, 근로자 제안제도와 기술혁신의 관계를 좀 더 풍부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파트와 근로자 제안제도와의 관계를 좀 더 살
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지식탐색과 기술혁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관련
해서 내부 탐색인 근로자 제안제도의 활성화 정도와 외부 지식탐색의 상보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arbieri and Álvares(2016)의 연구처럼 근로자 제안제도와 연구개발 부서의 혁
신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에서 근로자 제안제도와 기술혁신 간 관계의 방향이나 강도가 달라지
는가에 관한 연구, 즉 조절변수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과배분제도의 유무, 기업의 혁신전략 유형, 산업특성별 기술혁신
체제의 상이점(Pavitt, 1984) 등은 제안제도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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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제안제도와 기술혁신 : Pooled Logistic Regression
제품혁신
추정계수

공정혁신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제안제도

.658 ***

.064

.825 ***

.061

사업체규모

.045

.032

.158 ***

.030

-.076

.080

-.085

.077

사업체 업력

.001

.002

.000

.002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

.011 ***

.002

.009 ***

.002

노동조합

전문직 비율

-.112

.142

-.135

.137

성과배분실시

.560 ***

.071

.581 ***

.069

임금수준(로그)

.130

.169

.928 ***

.164

상장사

.660 ***

.081

.246 ***

.081

고령인력 비중

-1.306 ***

.193

-1.168 ***

.183

여성인력 비중

.624 ***

.128

.460 ***

.124

비정규직 비중

.007

.019

.014

.017

-.166

.114

.060

.045

이직률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152 ***

.043

.092 **

.041

제조업

.667 ***

.067

.776 ***

.065

-2LL

7107.9

7477.0

N

8633

8633

주 : ( )안은 표준오차.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 사업체패널 2015, 20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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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제안제도와 기술혁신 : fixed effect logistic regression
제품혁신
추정계수

공정혁신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제안제도

0.597 ***

0.142

0.904 ***

0.130

사업체규모

0.134

0.175

0.329 *

0.184

노동조합

0.221

0.514

0.464

0.443

-0.092 ***

0.035

0.068 **

0.030

0.018 ***

0.006

0.023 ***

0.007

0.429

0.188

0.417

사업체 업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
전문직 비율

-0.007

성과배분실시

0.596 ***

0.154

0.584 ***

0.147

임금수준(로그)

0.426

0.525

0.476

0.464

상장사

0.716

1.311

1.590 *

0.907

고령인력 비중

-0.045

0.556

-0.763

0.495

여성인력 비중

1.329

0.918

-0.046

0.793

비정규직 비중

0.092

0.061

-0.003

0.055

-0.083

0.215

0.035

0.056

0.093

0.081

0.054

0.073

-11.04

525.1

-0.674

1.438

이직률
몰입형 인사방침지수
제조업

LL

-559.7

-670.4

N

1653

2015

주 : ( )안은 표준오차.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 사업체패널 2015, 2017, 2019.

184

 노동정책연구․2022년 제22권 제2호

Abstract

Employee Suggestion Schem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Kim, Dong-Bae․Lee, Injae
Does employee suggestion scheme really have impac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ganizations? Employee suggestion scheme is formalized
mechanism or tool that encourage employees to contribute new and useful
ideas for improving the organization in which they work. Organizations wishing
to be more innovative use employee suggestion scheme to foster organizational
creativity and elicit untapped reservoirs of ideas from employees. As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ganizations starts from idea generation and end
up with commercial success of new products or services in the markets,
employee suggestion scheme as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dea capturing
tool plays a key role in technological innovation. Despite the important role
of employee suggestion scheme regarding technological innovation, only scant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ole of employee suggestion scheme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mong Korean scholars. Using the 2015~2019 waves
of Workplace Panel Survey(WPS) by Korea Labor Institut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employee suggestion scheme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fixed-effects model show that the
effective employee suggestion scheme is positively related with both process
and product innovations. Finally, we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proposed research questions.
Keywords : employee suggestion scheme,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workplac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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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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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의 내재화, 직무몰입, 역할피로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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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일반화 성향점수 접근법(최필선․
민인식)
▪ 이탈리아 필수공익서비스제도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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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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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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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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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가능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장종익)

▪ 어떤 대중음악가들이 지속적 예술활동을 전

▪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

망하는가? :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있어

치는 영향 :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를

사회자본의 효과(양종민․김서경․권현지)

중심으로(박광표․김동철)
▪ 팀 내 임금격차와 임금위치가 성과에 미
치는 영향: 한국프로야구 팀을 중심으로(양
동훈․고은정․장용준)

▪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정도범)
▪ 절차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직

▪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노조조직률, 사용자

무만족 및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의 노사관계전략이 여성의 관리자 진출에

향 : 육군 복지시설 내 민간근로자를 중심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

으로(김경민․박기홍)

김동주)
▪ 최상위 소득 대체를 활용한 근로소득 불

▪ 세대 간 차이와 조직몰입의 관계 :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오상석)

평등 측정(유혜림․민인식)

◐ 제19권 제4호(2019년 12월)
◐ 제19권 제2호(2019년 6월)
▪ 조직문화 유형이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 투자고유충격이 노동유형별 임금 및 고
용 격차에 미치는 영향(김남주)
▪ OECD 주요국의 이주정책과 이주민 특성
분석(송해련)
▪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후 일자리 만족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환경 역동
성의 조절효과(박지성․옥지호)
▪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
향 : 개인-직무 적합성과 일의 의미의 매개
효과(윤미소․유규창․이혜정)

도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요인 검증 : 다

▪ 임금노동자의 일과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집단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원직복귀와

영향(이미영․이홍직․안수경․윤수인․

재취업 간 차이 분석(남예지․이청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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