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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노동법은 ‘정규직만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노동귀족법’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동법이 ‘근로자보호’라는 하나의 도그마를 가지고, 기업
내부에서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노사간의 문제
도 중요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자 등 노노간의 차별과 경쟁관계도 중요
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다. 이것은 노
동법의 규범력 상실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노동법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보호
의 원리’와 노노관계를 규율하는 ‘경쟁의 원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
다. 노동법이 정상적인 규범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상호간의 이해관계도 공정하게 반영하는 노동법
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핵심용어 : 학교-노동시장 이행 과정, 이행 기간, 직장이동, 경력형성

Ⅰ. 서 론

1)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동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자들 중에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고용기
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와 현재 취업은 하고 있으나 고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는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60∼70만 명에 이르는 신규인력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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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취업할 일자리는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임금 등 취업근로자와의 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커서 노동법이 오히려 신규
취업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1)
이처럼 노동시장이 점차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가고 있는데도 노동법상 이들 실업
자와 비정규근로자, 그리고 신규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 노동법은 거의 절반 이상의 근로자를 노동법의 보호범위 밖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노동법은 심각한 규범력의 위기
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노동법이 고용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그 중에서도 정규
직, 비정규직, 실업자, 신규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법 이론적으로 분석하고2) 입
법에 반영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즉 정규직 인사이더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노동법이,3) 그 규율범위에서 거의 포섭
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근로자들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무시하고
단지 노사관계에만 국한하여 노동법을 구성하고 운용해 왔던 기존의 전통적 입장에 대
한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법이 전통적으로 규율해 오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이 ‘노노관계’까지도 함
께 고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법은 노동시장의 모든 이해당사자들간에 공정
한 질서유지 규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4)
지금까지는 노동법이 ‘근로자보호’라는 하나의 도그마를 가지고, 기업 내부에서 사용
1)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너무 커서 노동법이 노동시장에서 일종의 구직장벽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해고제한 등 노동법의 경직성과 노동조합에 의한 강력한 협약임금 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임
금 등 근로조건 결정이 실업자나 비정규근로자의 입장이 도외시된 채 마치 정규근로자 중심의 노
동법과 노동조합에 의한 일종의 ‘카르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2) 노동법이 노동시장의 고용관계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가에 관하여 법 이론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는 졸고 ｢고용에 대한 노동법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
구｣, 고려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1 참조.
3) 이하에서는 편의상 노동법의 규범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부류를 인사이더와 아
웃사이더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인사이더(insider)란 주로 노동법의 규범력이 미치는 정규
직 취업 근로자를 의미하고, 아웃사이더(outsider)란 주로 노동법이 그 규율대상에서 포섭하지 못
하고 있거나 규범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자나 비정규근로자, 신규노동시장진입
자 등 취업희망근로자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4) 노동법이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유지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졸저 노동법의 패
러다임 전환 , 도서출판 백송, 2002, 10∼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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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근로자간의 이해관계, 즉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노동법을 구성하고 해석․적용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사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문
제, 실업자의 고용기회 및 신규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장벽 등 근로자들 상호간의 차
별과 경쟁관계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현행 노동법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을 뿐이다. 그
것은 바로 노동법의 중대한 규범력 상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동법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보호의 원리’와 노노관계를 규율하
는 ‘경쟁의 원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앞으로 노동법이 정상적인 규범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노사관계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시야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상호간의 이해관계도 공정하게 반영하는 노동법으로 다시 태어
나야 한다.

19∼20세기의 산업사회를 지나,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노동법은 과연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가?
달라진 문명의 패러다임 속에서도 노동법은 출발 당시의 규범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근본적인 규범력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인가?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노동법은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 그 중에서도 ‘정규직만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전체 근로자를 두고 볼 때 비정규직과 실업자, 신규근로자 등

outsider의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규직 인사이더 보호법’, 또는 ‘노동귀족
보호법’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5)
그렇다면 왜 우리 노동법은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가?

Ⅱ. 빈곤의 덫,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노동법

(The Third Way)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그의 저서 『제3의 길』
5) 매일경제신문은 2002년 11월 26일부터「한국, 노조공화국인가」라는 제하의 노사관계 기획기사를
11회에 걸쳐서 매일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노동귀족은 존재한다, ② 노조 투쟁노
선 해부, ③ 이제 파업문화 바뀔 때다, ④ 노동자도 빈익빈 부익부, ⑤ 노동법 바꿔라, ⑥ 노조
이렇게 바꾸자 등의 노조 관련 기획기사가 시리즈로 실리고 있는데, 주로 ‘노조 특권층’, ‘노동귀
족’, ‘노동자도 빈익빈 부익부’, ‘대의원까지 전임자 행세’ 등의 비판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매일경제신문,「한국 노조공화국인가」
, 2002년 11월 26일부터 11회 기획연재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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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책에서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타파하기 위하여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

(social exclusion mechanism)을 개혁할 것을 강조하였다.6) 그는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립을 초월하여 ‘제3의 길’을 제창함으로써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를 비롯한 유럽 및 전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은 궁핍을 생산하고 지속시키는 잘못된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빈곤의 덫’과 같은 복지국가 자체의 문제이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가령 도시 빈민을 위한 ‘변두리의 주택단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빈민을
위한 정책으로 도시 변두리에 임대주택 주택단지를 지어 도시 빈민들을 집단 입주시켰
지만, 오히려 그러한 정책이 실제로는 입주민들을 고용, 교육, 문화 등의 면에서 사회
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인근지역으로부터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마침내 그곳은 황폐한 지역(슬럼가)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
다.7)
이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방향과 직결되어 있다.8) 즉 노동법이 당초 약
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탄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정규직 상용근로자만 보호
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과 실업근로자에게는 오히려 노동법이 시장진입의 장
벽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역차별하는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의 근본문제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
니라, 소외계층의 다수가 ‘기회’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변두리 빈민들의
주택단지는 일반 주민들로부터 그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게 되므로 문제인 것이다. 즉
6)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 Renewal of Social Democracy, 1998. ; 한상진․박찬욱 역,『제3의
길』, 생각의 나무, 2000, 166∼178쪽 ;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2000. ; 박찬
욱 외 4인 역,『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 생각의 나무, 2002, 175∼185쪽 참조.
7) Anthony Giddens, 박찬욱 외 4인 역, 앞의 책, 177쪽 참조..
앤서니 기든스는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예로 도시 빈민을 위한 변두리 주택단지를 들
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도시를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0∼20평대의 소형
임대아파트는 신도시 중심가인 전철역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전철역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배치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슬
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8) 정규직 인사이더와 비정규직 및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간의 차별적 경쟁관계에 관한 문제점 지적
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기존의 노사간의 공정성 추구 이외에 ‘노노간의 공정한 질
서유지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졸고,「고용에 대한 노동법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0. ; 동,『노
동법의 패러다임 전환』, 도서출판 백송,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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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오히려 교육, 고용 및 각종 문화적 기회로부터 그들을 소외시켜 빈곤의 악순환
을 지속시키는 고리로 작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들 중 정규직과는 달리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게는 오
히려 노동법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된
다. 결국 그들은 노동법이라는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으로 인해 고용의 기회나 근로조
건 경쟁의 게임에 참가조차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을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
다. 빈곤이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거나, 사회적 배제가 만성적인 빈곤을 유발하는 악순
환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
름길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업자, 비정규근로자 등 우리 사회의 빈곤선상에 놓인 근로자 집단은 저임금, 실업
의 악순환에 빠져 저임금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 때문에
결국 안정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근로자들이 최초의
일자리로부터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앤서니 기든스는 그의 저서에서 새로운 복지제도의 방향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묶는 새로운 사회계약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는 손을 내밀어 그저
동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후원하는 것”이라는 미국 신민주당의 구호는 바
로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를 의미한다.9) 그것은 노동시장 개혁과 고용창출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어디든 가능한 곳이면 인적자본에 투자하라”는 구호는 근
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접근방식을 강하게 시사하는 사회정책이다. 그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지제도는 ‘누가 빈곤한가’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왜 빈곤한가’에 대하
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일할 기회와 교육, 그리고 직업훈련은 국가의 가
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10)
또 한편 그는 평등정책은 포용(inclusion)을 확대하고 배제(exclusion)를 축소해 나가
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포용’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에서 가져야만 하는 시
9) 유태인의 격언에 “한 마리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혼자서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일을 통한 생활유지’라는
건전한 방향으로의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의 개념
이다.
10) Anthony Giddens, 박찬욱 외 4인 역, 앞의 책, 176쪽 참조.
11) Anthony Giddens, 박찬욱 외 4인 역, 앞의 책, 1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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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정치적 권리-의무를 지칭한다. 그것은 기회, 또는 공적 영역에 대한 참여를 의미
한다. 일자리에 대한 접근은 기회의 주된 맥락 가운데 하나이다. 교육은 또 다른 기회
의 맥락이다. 교육은 그것이 고용 가능성에 별로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도 기회의 맥락이 된다고 한다.
그는 또 현대 사회에서는 ‘배제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그 하나는 사회의 ‘밑바닥 층’을 배제하는 것으로, 사회가 제공하는 기
회의 주류로부터 그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가령 쇠퇴해 가는 지역에서의 주택은 점점
더 노후화 되고, 취직 기회의 결여는 교육 유인을 저해하였으며, 사회적 불안정과 해
체를 야기한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상층부에서의 자발적인 배제, 즉 ‘엘리트의 반란’이다. 그것은 좀더
부유한 집단이 공공제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소위 특권층으로서 사
회의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생활을 선택한다. 즉 그들은 공공 교육제도나 공공
의료제도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따라서 ‘배제’는 불평등의 정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한다.12)
그는 하층에서의 ‘배제’는 자기증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 고리
를 깨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수준 높은 교육과
기술훈련은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특히 빈곤계층과 관련이 있는 한 분명히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오늘날 정부의 필수사업이고, ‘가능성의 분
배’(기회의 균등)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교육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고용기회’에 대한 비자발적 배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고용은 개인 소득을 창출하고, 일상의 안정감과 목표
의식을 제공하며, 전체 사회의 부를 창조함으로써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을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은 이미 포
화상태인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그들을 몰아 넣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반대한다. 그는
바람직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책은 ‘기회균등’과 기회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과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즉 고용의 기회, 직업의 질, 의료, 자녀보육과
교육, 그리고 교통수단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3)
12) Anthony Giddens, 박찬욱 외 4인 역, 앞의 책, 173쪽 참조.
13) 앤서니 기든스는 불평등 극복을 위한 복지국가의 과제를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기
회균등’의 관점에서 ‘포용’을 확대하고 ‘배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Anthony Giddens, 박찬욱 외 4인 역, 앞의 책, 175∼1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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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앤서니 기든스는 빈곤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빈곤의 악순환
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을 개혁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와 동일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상대적 차별 문제와 이들에 대한 노동법의 역
할과 기능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필자는 당초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노동법이, 오늘날은 오히
려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근로자 계층의 분절을 가져오고, 저학력․미숙련 근로자
들에게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
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필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
화 시대가 노동법과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노동법이 전통적인 ‘보호
의 원리’에 입각하여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사명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인 이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자 등 근로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이 어떤 규범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어
떤 법적 원리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Ⅲ.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법의 대응

1. 산업화 시대와 노동법
19세기 노동법의 출발 당시는 도시 공장의 정규직 상용근로자를 상정하고, 공장 내
부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탄생하였다. 그리하여 노동법 구성의 전제조건은

“모든 근로자는 동등하다. 근로자들간의 경쟁은 무시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그저 약자
인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하나의 이념만으로 노동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지하다시피 근로자들 중에도 다양한 고용형태의 부류가 있고,
그들간에는 상당한 차별이 존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자, 신규근로자간에는 치
열한 경쟁관계가 존재하며, 또 그것이 노동법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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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의미의 노동법이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용자와의 근로
관계하에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전일제근로자(full-time

worker)를 의미한다. 즉 일반적으로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까지 하루종일 일하며, 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안정적이고, 평생고용을 전제로 한 고용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근로자에게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근로
조건에 관한 보호법률을 정비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그들의 노동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규범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사회보험
정책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기업 차원에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
하고 기업의 각종 복리후생 등을 배려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동
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계화․정보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경제산업구조의 변
동으로 당초 노동법이 전제하였던 ‘근로자의 상’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종래의
전통적 노동법이 거의 고려에 넣지 않았던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라는 것이 점차 중
요한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또한 당초에는 노동법이 전제하지 않았던
기업 ‘외부노동시장’의 존재와 그 의미에 따른 새로운 ‘근로자의 상’이 요구되게 되었
다.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라는 가치는 종래의 전통적 노동법이 약자로서의 근로자
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중해 오던 것으로부터 이념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외부노
동시장’의 존재는 노동법의 규율대상 범위의 확대와 ‘종속노동’ 개념의 수정을 요구하
게 되었다. 말하자면 경쟁과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종전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형
태의 고용관계가 생겨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고 있
다.

2. 세계화 시대와 노동법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각 국은 노사관계에 관한 한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제 노동법은 개방화, 국제화된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법의 진로는 개방화된 시
장경제체제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법의 변신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없이는 기업의 존립, 고용의 유지 개선, 근로
14) 김치선,「산업사회의 변화와 고용문제」, 제24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민국학술원, 1996,
9∼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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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향상이라는 근본 목적도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도전은 노동법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전통적 기반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
제제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정보화’로 대변되고 있는 끊임없는 산업기술적
변화, ‘유연화’로 대변되고 있는 기업조직적 변화, ‘탈공업화’로 대변되고 있는 산업형태
적 변화, ‘탈규제화’로 대변되고 있는 정부규제적 변화, ‘세계화’로 대변되고 있는 경제
단위적 변화, 이 모든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동법의 현실적합성에 근본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15)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 도전에 직면하여 노동법이 어
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세계화와 함께 개방된 시장경제질서가 노동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노
동법이 더 이상 국내의 기업간 또는 노사간에 “zero-sum의 경쟁관계”16)를 보장해 주
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종래 국내 기업간의 경쟁에서는 특정 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다른 기업의 기회와 이익을 의미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곧바로 외국 기업으로 그 기회
가 넘어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규제 정도가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과 외국
기업의 유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며, 그 효과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존립(경쟁력)과 근로자의 고용기회 상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노동법을 둘러싼 환경이
종전과는 달리 “non zero-sum의 경쟁관계”17)로 변화되어 있다는 현실을 절대 간과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함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탈규제적, 시장지향적,
자유주의적인 성격은 본질상 시장제약적인 성격을 가지는 노동법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개방된 시장경제체제는 ‘경쟁의 격화’라는 계기를 통하여, ‘정보화’로 대
변되고 있는 산업기술적 변화, ‘유연화’로 대변되고 있는 기업조직의 변화, ‘탈공업화’로
대변되고 있는 산업형태적 변화 등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18)
15)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흐름과 이에 따른 노동법의 변동 전망에 관하여는, 고호성,「새로운 세계
경제질서하에서의 노동법의 변동」,『노동법학』
, 한국노동법학회, 1999, 101∼132쪽 참조.
16) “zero-sum의 경쟁관계”란 어느 누가 손해를 보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non zero-sum의 경쟁관계”란 반드시 상호 대립적인 관계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가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positive-sum)이 될 수 있지만, 양자가 대립하면 모두에게 손해
(negative-sum)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즉 어느 한 쪽의 손해는 다른 상대방의 이익으로 이어지
는 것이 아니라 경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외국기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쟁 당사
자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ILO, Working Party on the Social Demensions of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 Progress
Report of the Country Studies on the Social Impact of Globalization,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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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Globalization)가 노동환경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종래 국내 기업
들간의 경쟁에서 세계기업들간의 경쟁으로 경쟁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
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노동비용(cost)을 절감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건비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인력(주로
지식근로자)만 보유하고, 나머지 단순노무직은 거의 대부분 아웃소싱을 통해 방출하거
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고함으로써 ‘주변근로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 주변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정규직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화하거나 실
업자로 전락하여 집단적으로 생존권의 위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법은 이러한 주변근로자를 포섭하여 보호하기 위한 사
회법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지식정보화 시대와 노동법
노동법이 태동하던 19세기 산업화 초기에는 농촌의 노동력이 대거 도시 공장으로
몰려갔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상당수의 제조업(공장) 노동력이 한편
으로는 단순 서비스직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통신(IT)분야 등 지식산업
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시장은 주로 정규직 지식근로자 집단19)과 비정규직
서비스근로자 집단으로 점차 분단화되어가고 있다.
지식정보화라고 하는 산업환경의 변화는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기술과 사무자동화에
따라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감량경영을 도모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을 찾기 위하여 종래와 같이 노동력을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에만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근로자라 함은 더 이상 하루 종일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19)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지식근로자’는 더 이상 종업원이 아니라 새로운 자본가라고 한다.
그는 집합적으로 볼 때 지식근로자들은 새로운 자본가라 할 수 있으며, 지식은 핵심 자원이자 유
일한 희소 자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지식근로자들이 집합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의미
로서, 그들은 전통적 의미에서 볼 때 자본가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
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집단은 바로 ‘지식근로자’들인데, 지금 미국 노동력의 약 3분의 1
에 이르고, 거의 2 대 1의 비율로 공장 근로자를 앞지르고 있다고 한다(Peter F. Drucker,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St. Martin's Press, New York, USA, 2002. : 이재규 역, Next Society, 한국경제신
문, 2002, 40∼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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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평생을 다하여 전력하는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20) 즉 기업에 따라 필
요한 임시고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때로는 노동인력공급사업소에서 필요한 노동력
을 공급받는 파견근로자 등 많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발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과거에는 직장이라는 제한된 울타리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육체적인 단순노
동을 주로 전제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의 근로자21)는 근무시간과 장소
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노동의
본질이 육체노동과 같은 단순노동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신노동’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즉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창조하는 근로자이며, 인간의 지
적 능력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근로자상’이다.22) 이는 자본이 노동을 일방적으로 마음
20) 노사정위원회가 실시한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IMF 위기를 전후해서
기업의 고용이념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즉 IMF 위기 전에는 상당수의 기업이 평생직장
을 보장하거나, 평생직장 보장을 원칙으로 약간의 인력조정을 적용하는 종신고용적인 고용이념
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IMF 위기 이후에는 평생직장을 보장하는 기업이 줄어들고, 평생
직장에 집착하기보다는 평생취업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거나, 시장원칙에 따라 유연하게
취업하고 해고할 수 있는 ‘경쟁적인 고용이념’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조준모 외 4인,『노사협력적 고용관리 매뉴얼』, 노사정위원회, 1999 참조).
21) 한국노동연구원의 다수 학자들은 지식사회화와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변화되는 추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지식의 창출이 가속화되고 확산된 지식의 흡수․활용
을 통하여 경제․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적인 전환을 맞이할 전망이다. 종래의 산
업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식기반 경제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이 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종래의 자본, 노동 등의 유형자본으로부터 무형의 지식자산
(intangible intellectual capital)과 혁신능력으로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생산력, 개인의 노동시장
에서의 지위를 결정 짓는 원천이 변화하였다.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해 감에 따라 고기술산업,
정보통신, 전문서비스산업 등과 같은 지식집약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전될 전망이다. 지식사회의 경쟁력의 핵심 원천은 ‘죽어 있는 지식체계’인 물적자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지식 생산자․활용자’인 인적자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담
당하는 노동정책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이다”(이
원덕 외 5인,『21세기 노동정책』(정책연구 2000-1), 한국노동연구원, 2000, 1∼2쪽 참조).
22) “오늘날의 구체적인 ‘근로자상’은 공장법 등의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져 있다. 근로자의 평균적
인 소득수준의 현저한 향상을 배경으로 공장 근로자에 전형적인 집단적 반복업무와 건설업 등의
육체노동의 비율이 낮아지고 서비스경제화의 아래에서 오피스에서 행하는 개인으로서의 판단력,
창의, 연구를 살린 전문적인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수요공급의
입장에 서서 근로자를 착취하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일률적이고 강행적인 법규와 노동조합에
의한 집단교섭이 유효한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로 정해야 하는지가 큰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한다(八代尙宏,『雇用改革の時代』, 中央公論
新社, 1999, 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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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좌지우지하던 종래의 ‘노동’의 개념으로부터, 앞으로는 노동이 자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23) 그리고 이는 노동을 향한 자본의 이
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하겠다.24)
한편, 이와 같은 추세의 부정적 효과로서 지식정보화 시대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근로자도 전문성(기술과 기능)과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가 점
점 벌어져서 심각한 노동 분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25)
기업의 편의에 따라 고용되는 임시적인 성격의 근로자들에게 다가오는 현상은 우선
기존의 정규 내지는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조건의 차별화와 보다 쉬운 해고의 위협
이 따라다니는 이른바 불안정 근로자군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26)
따라서 앞으로는 지식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에
맞는 새로운 노동법 질서의 형성이 필요하고, 변화된 근로자상에 맞추어 노동법의 보
호 범위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23) 이 점에 관하여는, “물론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개별법적 또는 집단법적 보호가 필요
하다는 점에서 노동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전통적 노동법의 기본 관념의 의미와 필요성에는 의
문이 없다. 다만 노동법에 있어서도 근로자 보호 이념 못지 않게 자유와 자율가치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하경효,「노동법의 기
능과 법체계적 귀속」,『사회변동과 사법질서』
, 김형배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2000, 235쪽
참조).
24) P. Stalker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에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노동의 이동이 잘 진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은 “노동자들이 자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노동자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이다(Capital to Workers, Not
Workers to Capital)”라고 설명하면서, 국제적으로 자본의 흐름이 “1990년대에 들어와 개발도상
국으로 급속도로 이동(1990∼1997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금융소득을 위한
외국인의 단기투자(portfolio) 및 외국의 장기 직접투자(FDA)가 늘어나고, 민간 차관(private
debt)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Peter Stalker, Workers Without Frontiers -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ILO, Lynne Rienner(ed.), 2000, p.59
이하 참조).
25) Däubler는 오늘날은 표준적 근로관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제3의 형태인 비전형 근로관계(파
트타임근로, 기한부근로, 파견근로 등)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표준근로관계에 없는 자를 다음의 셋으로 분류한다. 첫째, 근로관계가 없는 종속적 취업자(가족
보조자, 가내노동, 독립자영업자, 자유로운 협력자, 불법취로자), 둘째, 표준적 근로관계는 수정되
고 있지만 그 보상을 받는 자(초과근무, 교대제, 주말근로, 조립공, 세일즈맨, 운전수, 관리), 셋
째, 표준근로관계의 개개의 요소를 박탈당하면서 그것에 대신하여 어떤 경제적 내지는 정신적
보상도 받지 못하는 자 등이다(Däubler, “Perspektiven des Normalarbeitsverhältnisses”, Arbeit
und Recht, 1988, S.305).
26) 예컨대 임시고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의 임시성과 단시간의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에 기존의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보다 적은 임금 및 보다 쉬운 해고의 위협에 처하는 근로계
약의 불안정화, 그리고 상용근로자라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반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제도의 부
재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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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법은 여전히 과거의 이론과 학문적 도그마에 사로잡혀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노동법은 정규직 핵심인력 보호에만 규범력을
발휘하고, 지식정보화와 함께 증가하는 비정규직 서비스인력과 취업을 희망하는 비자
발적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규범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
동법은 오히려 근로자 집단 중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관심하
고, 사용자에 비하여 결코 약하지 않은 정규직 핵심 인력에 대하여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다. 이제 우리 노동법은 근본적인 규범력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근로자의 약 54%를 차지하는 이들 비정규직은 노동법상 단결권(노조결성권)으
로부터도 사실상 배제되어 있으며,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정규직과의 차별로 인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중 상당수는 각종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으로부터도 소외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노동법은 왜 이처럼 규범력 상실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Ⅳ. 노동법의 규범력 상실 원인

1. 현행 노동법, ‘insider 정규직 보호법’으로서만 기능
주지하다시피 노동법은 19세기 산업화 초기에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이념으로
출발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근로자들 중 기득권자인 ‘인사이더 정규직 보호법’으로서 당
초 이념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는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에게는 오히려 노동
법이 장해가 되며, 그들에게는 노동법이 역차별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는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노동법이 특정 근로자 그룹(insider)만을 특
별히 보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근로자 그룹(outsider)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그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노동법은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경쟁질서를 노사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노동시장의 질서유지규범으로 작용한다. 즉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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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강행 법률을 통하여 사용자의 우월한 힘을 규제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
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단결
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강자인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
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그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
이 법률상 허용되는 이유는 원래 노사간에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속노동이라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보호’와 ‘사용자규제’가 필요하다는 도식적인 기
본관념에서 출발한 노동법 원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 노동법의 본질
적인 사명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근로자에는 정규직 상용근
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한 임시직․계약직 등 비정규근
로자, 취업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 등 다양한 고
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노동법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취업중인 정규근로자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19세기적 노동법으로 이들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노동법은 노사간 힘의 균형, 즉
실질적인 노사대등을 실현하는 데에만 치중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
화 사회에 접어든 오늘날에는 노사간의 대등한 경쟁질서뿐만 아니라 노노간의 균등한
경쟁질서 형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정규근로자․비정규근로자․
실업자․신규노동시장진입자 등 근로자들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이바지하
는 새로운 기능의 노동법이 요청되고 있다.
노동법이 이러한 기능을 외면하고 지금처럼 계속 노동시장의 불공정 경쟁질서를 방
치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노동법이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
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
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 또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
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
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27)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평등한가, 불평등한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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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과연 그러한 차별적인 비교집단이 존재하는가?

19세기 노동법의 출발단계에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의 지위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간의 차별 문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28) 그러나
오늘날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기회를 둘러싼 취
업경쟁과 근로조건과 같은 처우에 있어서의 불평등 등, 근로자 집단 가운데서도 차별
의 비교집단이 보다 분명해졌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실업자의 취업기회
요구, 실업자와 비정규근로자의 노조 설립 및 노조 가입 요구 등 경쟁의 차원을 넘어
근로자들간에는 치열한 투쟁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공정해야 할 노동시장질서에 엄연히 근로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노동
법이 그러한 차별을 바로잡거나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면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용인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바로 입법부의 직무유기로 귀착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단순히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입법자에 대해서도 평등한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29) 법의 내용이 불평등한 것이
면 그 법을 아무리 평등하게 적용할지라도 그 결과는 불평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
선 노동법이 헌법의 평등원칙에 부합하는가에 관한 법적 평가가 요청된다.30)
헌법의 평등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을 그 내용으로 하며,31) ‘기회균등’은 비교대상자간의 ‘경쟁’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27) 헌재 1989. 4. 25.〔88 헌가 7〕, 헌판집 1권, 1, 2. 참조.
28) 노동법의 탄생 과정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철원,「노동법의 생성에 관한 연구 : 시민법 원리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부산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1981, 86쪽 이하 참조.
29)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은 행정부나 사법부
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
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
에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2.
4. 28.〔90 헌바 24〕, 헌판집 4권, 225, 231쪽 이하 참조).
30)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까지도 적극적으로 실
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에 의한 불평등한 법 적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
또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나아가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까지도
요청하는 것이다(장영수,「헌법상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실현구조」
,『고려법학』제36호, 고려대법
학연구원, 2001, 103∼104쪽 참조).
31)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기본권 실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
게 여러 생활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평등권을 통해서 모
든 국민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통합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케 함으로써 기본권의 생활규범성을 높이고 기본권의 동화적 통합 효과를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 이처럼 평등권은 우선 기회균등(Chancengleiheit)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회균등
의 요청에 반하는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의 발동도 용납하지 않는다. 평등권이 기회균등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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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노동시장에서도 공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
들에게 고용의 기회와 단결의 기회 등에 있어서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행 노동법이 ‘경쟁의 원리’를 본질로 하고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하
는 것인지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평등원칙이 내포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구성요소는 ‘분배의 평등’
이다. 분배의 평등은 결국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몫을 찾
게 해주는 것으로서, 무조건적인 분배가 아닌 정당한 활동에 상응하는 분배를 요구한
다.32) 따라서 노동법이 이러한 ‘분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의 여부도 평가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가령 원칙적으로 ‘동등한 실적에 대한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입법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33)

2. 최근 악성 노사분규의 근본 원인 - 비정규직 문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악성 노사분규의 근저에는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자리잡고 있
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얼마 전 6개월 이상 파업하고도 아직 해결되
지 않고 있는 병원․의료산업노조의 장기파업 사태, 호텔․금융노조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파업 등이 그것이다.
이들 비정규직은 같은 장소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도 그들의 약 60% 임금밖
에 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험에서도 소외되며,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고용불안의 악
조건에서 일하지만 노동법은 그들의 단결권조차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해도 기존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
노조 금지 규정으로 어렵고,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실질적으로 봉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들은 대부분이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참가하면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불안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개별적 행
동이 어렵고 결국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게 되
아니라 자의 금지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평등권은 국민
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장’과 ‘공권력에 대한 자의 금지의 명령’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핵으로 하는 기본권의 실효성과 동화적 통합효과를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허 영,『헌법이론과 헌법』
, 박영사, 1999, 465∼466쪽 참조).
32) 분배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익부․빈익빈의 고리를 끊기 위한 사회적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 실질적 기회균등의 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라고 한다(장영수, 앞의 논문, 107∼108쪽 참조).
33) 노동법이 헌법의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법적 평가를 시도한 논문으
로는 졸고,「헌법의 평등원칙과 노동법」,『한국 노동법의 미래와 비전』, 백송출판사,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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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가 비정규
직의 노조 가입과 집단행동에 대하여 방어선을 치고 방해공작을 하거나, 심지어는 사
용자와 결탁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규직 노조는 그들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호황기에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
선 투쟁을 하고, 불황기에는 고용유지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등

outsider의 고용기회 확대에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지극히 배타적이어서 극단적인 조합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과연 어느 누가 이처럼 정규직과 그들만의 노동조합에게만 그러한 특권을 부여했단
말인가?

Ⅴ. 노동법의 규범력 회복을 위한 과제

1. ‘보호의 원리’와 함께 ‘경쟁의 원리’도 반영
오늘날 노동법은 노사간의 역학관계(노사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
자간의 이해관계(노노간의 경쟁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당초 19세기 노동법 출발 당시와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는 분명히 노동환
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도그마에 집착하는 법 이론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지식정보화의 가속으로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
규직, 실업자, 신규근로자간에는 고용의 기회와 근로조건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경쟁관
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노간의 경쟁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노사관계
에만 국한하여 노동법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하고도 정태적인 접근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동법은 노동시장의 경제 주체인 사용자,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신규근
로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법이 ‘노사관계’와 ‘노노관
계’를 동시에 포괄하는 노동시장의 질서유지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보호의
원리’ 외에 ‘경쟁의 원리’를 새로이 노동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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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노동법의 규범적 체계
노동법에 ‘노노간 경쟁의 원리’를 반영하여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의 권리
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어떤 규범적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헌법의 두 가지 노동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구
성되고, 또 운용되어져 왔다.
ⅰ)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 규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규범적 기초
ⅱ)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 규정 :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
법의 규범적 기초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법상 아웃사이더의 권리로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근로의 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를 또 하나의 노동법 구성을 위한 중요
한 규범적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근로의 권리’는 주로 실업보험이
나 직업훈련 등 사회보장법이나 고용정책법의 규범적 기초가 되어 왔다.
<표 1> 새로운 노동법의 규범적 체계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고용정책법( 직업훈련법)
사회보장법( 고용보험법)

헌법 제32 조 제3 항
‘ 근로조건법정주의’

헌법 제33 조 제1 항
‘ 근로3 권 보장’

헌법 제32 조 제1 항
‘ 근로의 권리’

헌법 제32 조 제1 항의 ‘ 근로의 권리’
( 아웃사이더의 노동기본권 - 모든 노동법의 공통된 규범적 기초)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의 권리’를 단결권 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규범적 기초로도 들여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노동법상 아웃사이더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인사이더의 고용독점과 근로조건
34) 노동법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졸고,「고용에 대한 노동법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고려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1; 동,『노동법의 패러다임 전환』
, 도서
출판 백송,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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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을 견제하는 중요한 규범적 기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의 권리’가 고용정책 입법의 규범적 기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희망자(outsider)들
의 ‘근로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는 노동법의 내용은 이런 점에서 재평가되어
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고,35) 실
업자를 포함한 취업희망자들(outsider)의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를 수호하기
위하여 취업근로자들(insider)의 지나친 이기적 요구와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노동법에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근로의 권리’의 본질은 아웃사이더의 취업권 보장에 우선적인 목표가 있는 것
이지, 인사이더의 고용유지권 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 이론적으로 인식
하고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아웃사이더를 위한 ‘근로의 권리’ 실현의 예〕
① 비정규직의 차별임금을 극복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에 기여
②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과 근로조건 불이익을 단결권을 통해 시정
③ 정규직의 지나친 협약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의
기회에 압박을 초래할 경우, 단결권을 통해 견제
→ 노동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 실현
④ 기업의 위기상황에서 사용자와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협약임금을 하향
조정하도록 압력 행사 가능
→ 이는 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도산으로 인한 실직 방지 효과
→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고용기회 상실을 예방할 수도 있음

3. 종속노동 이론 비판, ‘노동시장의 종속이론’ 확립
이상과 같은 노동법의 새로운 규범적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면에
서 종래 노동법의 출발점인 ‘종속노동 이론’을 어떻게 보완하여 새롭게 이론적 기초를
세울 것인가?

35)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자유경제질서와 실제적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헌법
제119조), 또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
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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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종속성은 근로자가 고용을 필수적인 생존조건으로 하면서도 그에 대한 ‘지배
권’(Gewalt)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취업중에 있는 인사이더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거나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아웃사이더, 모두 스스로 고용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취업근로자나 취업희망근로자 모두 그 전체로서
노동시장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취업근로자(insider)는 전통적
노동법이 규범적 기초로 하고 있는 사용자(자본)에 대한 종속, 즉 내부노동시장에서 노
동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의해 종속되어 있다. 반면에 외부노동시장
의 취업희망근로자(outsider)는 전적으로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지위가 결정
되는 ‘시장에 종속된 지위’(고용기회의 종속)에 있다.
특히 이들 아웃사이더의 지위는 그들이 시장에 대해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
기 때문에 국가의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역할, 즉 국가(입법, 사법, 행정)의 공정한 노
동법의 운용과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조성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와 같은 취업근로자(insider) 중심의 관점에서 국
가를 종속성을 초래한 책임 주체로 파악하고,36)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더욱 강력한 고
용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용보장법론자’들과는 달리,37) 노동시장 전체의 관
36) 국가가 적극적 고용정책에 의하여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력 유동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
에서 근로권의 침해자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는 국가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원래 일본에서 한때 ‘고용보장법 이론’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즉
‘고용보장법 이론’은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종속성을 ‘자본’과 ‘국가’로부터의 이중적 종속으로
그 성격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고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국가와 사용자는 종속성을 초래한
책임 주체로서 고용보장의무를 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가와 사용자의 고용보장의무가 근로
권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한다(이러한 견해를 가진 일본 학자로는 松林和夫,『勞働權と雇用保
障法』
, 日本評論社, 1991; 淸正寬,『雇用保障法の硏究』, 1987; 片岡昇,「雇用保障法の解釋に つ
いて」,『勞動法の解釋理論』, 有泉古稀紀念論文集, 1976. ; 沼田稻次郞,『社會法理論の總括』,
勁草書房, 1975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조경배,「고용보장의 노동법적 이론과 구조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7; 고준기,「고용보장법의 새로운 체계 정립 및 사회안전
망과의 상호 연계」
,『노동법학』제8호, 1998 등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지나치게 취업근
로자(insider) 중심의 이론이며, 법 해석이라고 본다(‘고용보장법 이론’에 대한 자세한 비판으로는
졸고,「고용에 대한 노동법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고려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1, 62∼67
쪽 참조).
37) 일본의 경우 일부 학자들이 ‘고용보장법’이라는 새로운 노동법 체계를 시도함으로써 취업근로자
(insider)들의 고용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일본 노동기준법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30조와 같은 해고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
한 취업근로자의 고용유지를 근거지우기 위해 고용보장법과 같은 시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
다.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일본식 노사관계를 지탱해 온 ‘평생직장’의 개념이 급작스럽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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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국가는 오히려 아웃사이더의 ‘노동시장의 종속성’을 극복하는 책임 주체(지원자)
로서의 지위에 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법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을 통틀어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종속된 열악한 지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종속성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가의 위상과 역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아웃사이더의 고용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노동시장의 종속적 지위를
직시하고 각종 법률과 제도․정책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해 주는 원조자로서의 위상을
가진다.38)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고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내부노동시장 근로자와 외부
노동시장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령 취업근로자의 근로조건 유
지․개선과 취업희망근로자의 고용기회에 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외부노동시
장 근로자의 고용기회 보장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근로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나
내․외부노동시장 근로자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라는 것이다.39)

‘근로권 보장’의 중점은 아웃사이더에게 근로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은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노동시장
전체를 두고 볼 때 국가의 고용보장의무는 오히려 노동보호법에 의한 강행적 보호와
노동조합을 통한 힘의 대등성을 갖고 스스로 사용자측과 교섭하여 그들의 지위를 개선
해 나갈 수 있는 내부노동시장 근로자(insider)에 앞서, 고용기회의 획득에 있어서 아
무런 지배력도 갖고 있지 않은 취업희망근로자(outsider)의 보호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노동법의 진정한 공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같은 근로자이지만 취업근로자(insider)들의 노동보호법과 단결권을 배
경으로 한 취업권 독점 및 경쟁 제한적인 협약정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또 전적으로 노동시장의 상황에 종속40)되어 있는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업희망근로
너지면서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와 충격이 반사적으로 고용보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38) 국가는 취업중인 내부노동시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보호법과 노동3권에 기한 집단적자치법을
통해서 노동의 종속성 극복을 지원하고, 외부노동시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의 권리’의 탄력
적인 해석과 운용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종속성’을 극복하는 데 적극 기여하게 된다.
39) 같은 견해로는, 菅野和夫,『勞働法』(第3版), 1993, 29쪽 참조.
40) 이러한 의미에서 ‘제도적 종속’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이 일방적으로 취업근로자(insider)들을
위한 보호법적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같은 근로자로서 고용기회의 획득에 있어서 이해관계
(경쟁관계)에 있는 취업희망근로자(outsider)들이 소외되고 있다면, 이는 제도적 원인에 의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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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outsider)들을 위한 지원과 조성에 국가는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IMF와 같은 국가 경제위기로 대규모 실업사태를 만났을 때 국가는 실업난 해
소를 위해 강력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취업중인 근로자들이 다소 불
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근로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41)
따라서 ‘노동시장의 종속성 이론’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입법자의 입법 방향, 사법부의 법률 해석, 행정부의 정책 선택 등의 문제와 관련
하여 합리적인 준거의 틀을 제시하게 된다.42)
결국 종래의 ‘전통적 종속노동 이론’은 노동력 가치의 결정과정 또는 노동과정에 있
어서의 종속성이라는 근로생활의 한 측면만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한 반면, ‘노동시
장의 종속성 이론’은 그 범위를 노동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종속노동의 해소를 목적으
로 하는 노동법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하는 이론이다.
오늘날 노동법의 영역 확장은 불가피하다. 노동법의 대상을 사업장 내의 현실적인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종속적 지위만으로 국한시킬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취업근로
자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근로자들도 취업(고용)을 전후하여 다양한 종속적
인 지위를 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광범위한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근로자들의 경우 고용기회 확보를
위한 지배권을 갖지 못하는 열악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지배권을 갖는 국가나
사용자, 다른 근로자(취업중인 근로자)에 대한 종속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외부노동시
장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근로자들(실업자, 비정규근로자)도 넓은 의미에서의 종속
노동이론(현실적인 노동과정에서의 종속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종속)을 근거로 이들
을 노동법의 대상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노동시장의 종속성 이론’을 당사자간의 서로 대립되는 적대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43) 국가의 고용보장의무를 헌법상 국가의 책무로 보고, 취업권은 취업희망근로
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원인 해소(노동기본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노동법의 경직성 완화 및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에 더 큰 관심과 지원, 그리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1) 가령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적극적 고용정책의 추진,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의 시행, 법원,
입법자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 완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2) 경쟁력과 실업․비정규근로 등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노동법의 재구성 문제는 주로 내․외
부노동시장 근로자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의 합리적 조정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43) 전통적 종속노동 이론은 현실적인 노동과정에서의 지시․명령에 의한 종속, 즉 ‘인적 종속’(사용
종속)을 주로 의미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간에는 적대적인 관념이 바탕에 깔려 있었고, 또 노동법
의 태도도 강자인 사용자측에 대한 규제와 약자인 근로자측에 대한 보호, 더 나아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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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권리라는 전제하에서 국가, 사용자, 취업근로자(insider), 취업희망근로자(outsider)
등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설정한다면, 종래 노동법의 기초관념이 되어 왔던 종속노동
이론과 일맥상통하는(종속성 범위의 확장) 것으로서 노동법을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
정착시키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동의 종속성’은 실질적․구체적 의미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규범적 가치에 반하
는 반 가치적인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종속적 지위는 인간의 노동을 상품의 차원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현대 법질서의 최고의
가치와도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따라서 ‘노동의 종속성’은 규범적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사회적 사실이 되고, 이러한
노동의 종속성 때문에 그 기본적 수요인 고용을 충족할 수 없는 근로자는 종속성의
반 가치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비판의 주체로서 위치하게 되었고 또 근로권을 요구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44)
이처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하
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노동법이 내부노동시장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하여 왔고 외부
노동시장 근로자(실업자 등 취업희망자) 보호에는 전혀 무관심하였다.45)
그 배경에는 노동법이 그 규범적 기초로 하고 있는 종래의 종속노동 개념 자체의
편협함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취업근로자와 취업희망자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시
장에서의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즉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사이의 근로자간 균형 있는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노동법의 새로운 기능이 요청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종속성을 기초로 하여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새로이 구

단결에 의한 집단적 대결 구도를 전제로 한 입법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종속성
이론은 이와는 달리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공정성 추구, 즉 사용자와 취업근로자
(insider), 취업희망근로자(outsider)간의 조화와 협력에 의한 공동번영, 노동시장의 균형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중립적인 역할
과 조정임무가 중요하다.
44) 淸正寬,『雇用保障法の硏究』, 1987, 123쪽 참조.
45) 이 점에 관하여는 “지금까지의 노동법이 이미 직장을 보유한 근로자의 보호에 무게를 두고 실업
근로자의 고용기회의 증대를 중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개
별적이고 집단적 노동법의 존재 방식이 실업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
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는 종래의 노동법학이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술회하는 학
자들도 있다(임종률․이원희․이상희,「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민
주법학』제17호, 2000, 4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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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의 지평을 직장단위에서 노동시장으로까지 확대한 이상, 노동
법의 주요 이념인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내부노동시장 근로자는 물론 외부노
동시장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중점을 두는 균형 있는 노동법의 발전이 기대된
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노동의 종속성은 근로자가 고용을 필수적인 생존조건으로 하
면서도 그에 대한 지배권(Gewalt)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종속성을 초래한 책임 주체로서가 아니라,46) 노동시장의 종속성
을 극복하는 중립적인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노동시장 전체를 대상으
로 하여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간의 조화와 균형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동법 규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종래와 같은 내부근로자 중심의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내부․외부노동시장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시장의 종속성’을 규범적 기초로 한 노동법의 통일적 재구성을
의미한다. 즉 종래에는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취업근로자(insider)만을 전제로
하였지만, 앞으로는 취업희망근로자(outsider)의 존재와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노동법의 정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결정, 단체협약의 체결과 운용,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에 있어서 취업희망자들(outsider)의 존재와 입장을 고려한 새로운 입
법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또 비정규근로자와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의 단결권 보
장과 불균형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중립적 입장에서의 조정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조
성 정책이 요구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사회보
장 정책의 대상이 된다. 한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부노
동시장 근로자(insider)는 헌법 제32조 제3항(노동자보호)과 동법 제33조 제1항(집단적
노사자치)을 통해서, 또 외부노동시장 근로자(outsider)는 이들 두 가지 기본권 외에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을 통해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실현하되, 취업근
로자와 취업희망근로자의 상호간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47) 국가는 중립적인 입장에
46) 이 이론을 따르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고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국가와 사용
자는 노동의 종속성을 초래한 책임 주체로서 고용보장의무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조경배,「고
용보장의 노동법적 원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7, 19쪽 참조.).
47) 국가나 기업의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고용기회 역시 한정적임) 취업근로자(insider)와 취업희
망근로자(outsider)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양자간의 관계는 zerosum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를 모두를 동시에 보호하는 법과 정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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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 국가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룰’을 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만을 위한 법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노
동법의 많은 경직된 부분들이 수정,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48)
따라서 취업희망근로자(outsider)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취업근로자

(insider)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임금․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인사이더의 양보는 아웃사
이더에게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성
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IMF 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대량감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기업회생 후 종전에 감원을 모면하고 남은 자(insider)
에게는 오히려 경영합리화로 인한 성과 때문에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유
리한 승진기회를 갖게 되는 결과가 생긴 반면, 감원대상이 되어 탈락된 자(outsider)는
내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 때문에 거의 재취업을 못하고 방치되어 장기실업으로 인
한 생계위협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였다.49)
그러나 이것은 분명 사회정의가 아니다.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불가
피하게 경영상의 이유로 실업을 당했는데 그것이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방치된다면 노
동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나의 노동시장을 가정할 때, 구조조정
의 이익은 기업회생시 탈락자에 대한 배려와 보상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룰’의
마련이 요청된다. 때로는 국가의 개입과 조정에 의한 룰의 설정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근로시간․임금 등의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에게 고용기회를 줄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노동법과 단체협약의 경직성을 이유로 방치함으로써 내․외부
노동시장의 격차가 더욱 커져 사회가 이중구조화되는 경우에도 국가는 그 역할과 사명
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종속성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노동법의 기능상 미비점을 보완
하여 노동법이 명실상부하게 노동시장의 질서규범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다.
48) 취업희망근로자(outsider)의 입장을 고려한 노동법은 유연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필연적일 것
이다.
49) 남은 자와 탈락된 자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점차 소득분배구조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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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동시장의 종속성과 노동법
내부노동시장
( 취업근로자)
지배권

사용자
( 자본)

외부노동시장
(취업희망근로자)
국가
(노동시장조정권, 고
용증진의무)

사용자
(자본)

취업근로자
(insider)

종속
현상

사용종속관계, 사
용자의 지시․명
령에 따라 노무제
공( 사용자에 대한
인적 종속)
※국가는 노동기
본권 보장의 책임
주체

국가의 적극적 고용
정책에 전적으로 의
존
※국가는 종속성 초
래의 책임 주체로서
가 아니라, 극복을
위한 원조자 지위
(고용증진 의무)

고용할 근로자에 대
한 선택권, 노동의
양과 질의 선택권
※근로자의 사용자
선택권은 추상적 수
준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불과

노동보호법( 해고제
한)과 노동단체법(협
약정책)에 의한 취업
권 독점, 고용기회
확보 경쟁에서의 불
공정(outsider 의 종
속적 지위)

종속성
극복
방법

기존노동법의 적
용
(노동보호법, 노동
단체법)

적극적 고용정책 추
진, 노동법 유연화,
고용정책 관련 입법
등

공정한 채용질서에
관한 입법,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중간노
동시장 활성화 전략

노동법 유연화, 노동
법 규율대상에 취업
희 망 근 로 자 (o u ts ider) 편입

Ⅵ. 결 론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제3의 길』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social exclusion mechanism)을 개혁할 것을 강조하였듯이, 우리나라
노동법도 바로 그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접근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 노동법이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출발했지만, 오
늘날에는 오히려 기득권자인 인사이더(정규직)만을 보호하고 약자인 아웃사이더(비정규
직과 실업자)를 역차별하는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노동법은 이제 기업의 내부에서 노사관계만을 규율하던 전통적 기능과 자세
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노동시장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사간의
대등한 경쟁질서를 잡아 주는 명실상부한 ‘노동시장의 질서유지규범’으로 다시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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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제32조 제3항과 제33조 제1항이 종전처럼 주로 ‘노사관계’를 규
율하고(‘보호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 새로이 추가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
리’가 주로 ‘노노관계’를 규율(‘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하도록 노동법을 재정비하여
야 한다.
첫째,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이더 중심의 노동법을 일정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가령 노동법상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여 차별적 요인을
배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 상응하여 정규직의 해고 규제도 완화하며, 노동
법상 보호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웃사이더도 포섭하는 등 주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규정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에게도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이 자
발적으로 단결하여 열악한 지위를 집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조 가입과 노
조 결성권을 보장해야 한다. 가령 현행 기업별 노조를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노조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들이 노조를 통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를 21세기를 맞이하여 ‘노동법’과 ‘사회
보장법’의 공통된 기본적 토대가 되는 규범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일할 권
리’ 내지는 ‘일자리 찾을 권리’는 오늘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오늘날 21세기의 가장 핵심적 노동기본권은 바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
로의 권리’이다. ‘근로의 권리’는 아웃사이더의 노동기본권이며, 주로 ‘노노간의 경쟁관
계’를 규율하는 권리로서 고용유동성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호의 원리’에 입각한 인사이더의 권리(노사관계 규율)와 ‘경쟁
의 원리’에 입각한 아웃사이더의 권리(노노관계 규율)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노동법을 개혁함으로써 인사이더의 노동시장
독점과 특권을 견제하고 아웃사이더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빈부격차, 소득격차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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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sis in the Legal Force of the
Korea’s Labour Law
Chae, Ho Il
A Crisis in the Normative Power of Korea's Labor Law
“The Trap of Poverty: Reforming the Social Exclusion Mechanism”
These days, labor law has received as much criticism as the labor-aristocracy
law because it only protects full-time workers.

Until now, inside companies,

labor law has been formed around labor-management relations, with a dogma to
protect labor. However, though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problem has
remained

important,

the

partiality

between

labor-labor

relations

and

the

competition between full-time and temporary workers (and the unemployed) has
also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Yet labor law is still quite at a loss as to
what to do. Essentially, this shows the loss of its normative power.
In the future, labor law has to concern itself with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in regulating labor-labor relations.

In order for labor

law to recover its normative power, once again there must appear in the whole
point of view of the labor market--not only in labor-management but also
labor-labor relations--a great concern for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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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약법과 노동법의 경계(jurisdictional frontier)

1)

노동법은 19세기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성립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산업화의 결
과로서 불균등이 심화되어, 자유방임적․개인주의적 계약법 체제가 개인에게 보다 큰
실질적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의심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법의 전제는 물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근
로자의 법적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종속성은 기업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종속성은 통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노동법은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경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적 계약에 개입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
을 해소함으로써 달성하게 되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와 경제적 효율성간
의 상충관계(trade-off)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해 가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것이 바로
계약법과 노동법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의 본질이기도 하다.
노동법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사적 계약 체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
되거나, 노동법 적용을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계약들이 맺어지는 계약대체(contractual

substitution)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경제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노
동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를 애초부터 무시하여

‘노동법 무용론’의 논리를 제기하는 것도 사회과학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이라 할 수 없
을 것이다.
노동법과 계약법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학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가지 학설은 노동법을 독자적인 사법영역으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노동법은 불완전하지만 ‘폐쇄된 체계의 사법영역’으로 규정된다. 첫번째 학설에 의하면
계약법 규정은 고유한 노동법 영역에 응용되기 전에 노동법 규범으로서의 적격성이 검
토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사안에서 근로관계의 성질에 적합하게 상당한 정도로 수정
되어 노동법 규범으로서 비로소 시현될 것이다. 이 학설을 수용할 때 계약법 규정은
1)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계약법적 내용은 민법, 상법 외에도 다양한 경제 관련 법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노동법과 경계를 이루는 계약법의 영역은 고용․도급․
위임 등 자유노무계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의 ｢채권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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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형식적으로만 노동법과 중첩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본질이 계약법의
형식을 빌어 표현되었을 뿐이다. 즉 일부 계약법의 내용이 노동법에 편입된 것에 불과
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학설을 수용할 때 계약법은 실질적으로 중첩되어 있지 않고
경합적 경계선(competing frontier)을 가지게 된다.2)
이와 대비되는 또 한 가지 학설은 노동법을 독자적인 법영역이 아니라 계약법의 일
반규정에 기초하는 특별한 사법 중의 하나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개별 사안에서 적절
한 노동법 특유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약법을 적용하되, 근로관계의 성질을 고
려하면서 계약법의 일반 규정으로 돌아가서 법규범을 형성한다. 두번째 학설에 의하면,
계약법은 폐쇄된 법영역이 아니라 열려 있는 유동적인 법 체계로 이해되면서 계약법과
노동법은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계약법 체계는 유동적 체계로서
이해되며 노동법의 내용을 편입해서 노동법의 독자성에 대한 대안원리(alternative

principle)를 개발하게 된다.3)
한편 계약법은 협상력이 동일한 두 당사자가 협상하는 정형적 쌍무계약 모형을 설정
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통
상 이러한 비판은 계약법이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강자의 기회주의나 횡포를 용인하지 않는 측면을 과소 평가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열악한 상황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계약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
제인데도, 손쉽게 노동법을 확대 적용하여 사적 자치의 효율성이 훼손되어 결과적으로
보호대상자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 본 고에서는 노동
법과 여타법이 중첩된 영역에서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여
부를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가지 잣대의 조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예컨대 1974년 독일의 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Sozialordnung)가 제안
하였던 노동법안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근로관계에서 도출되는
규범이 계약 법 규범보다 규범적 우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우위는 이를 위한 노동법적 특별규
정 없이 오히려 개별 사안에서 계약법 규정을 일반적으로 배척할 가능성이 크다.
3) Reinhard Richardi, Arbeitsrecht und Zivilrecht, in: ZfA 5. Jg., 1974, p.3∼27; 김형배, ｢노동
법과 사법질서｣, 헌법과 현대법학의 제문제 , 일조각, 1975.
4) 예컨대 보험모집인의 경우 법원의 계약에 대한 내용 통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
및 계약조건에 대한 보호 등 계약법상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노동법적 보호를 이들
직종에 적용하는 한 가지 전제는 노동법적 제동이 계약법상의 제동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어야
만 한다. 또한 노동법의 최소 기준에도 미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경제적으로 종속되
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최소 기준 적용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도 있다(현재 4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장
에서는 근로자 해고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분배적 정의
를 개선하지 못함과 동시에 경제 효율성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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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자유 공간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현행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법
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① 직업의 종류 불문,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 임금을 목
적으로, ④ 근로의 제공이라는 네 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
그런데 ‘직업의 종류 불문은 외국 법제와 구별하거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근로자성을 판단하
는데 적극적 의미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강성태, 1994). 이를 반영할 때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 개념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
의하는 것이 된다. 판례 해석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 입법 취지를 보면 근로는 정
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하며(근기법 제16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
로자에게 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근기법 제18조)되어 있
으므로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입법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
상으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자’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 등의 금품
을 목적으로 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자
는 근로기준법 제14조를 통해 누가 근로자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사용종속 관계라는
신분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와 임금 교환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
로자라는 계약법상 법률행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가치중립적인 해석일 것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시 민간은 경제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의 재협상을 하게 된
다. 재협상 결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근로계약의 형태를 취하지 않던 것
이 새롭게 근로계약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포기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의도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상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인
데, 실제로는 사후 재협상된 계약의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
단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강제 적용될 경우 법제도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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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민간들의 계약대체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즉 근로기준법 적용 시점에서 계약의 근로자성은 더 이상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
임을 정확히 인지해야만 한다.
법률행위 주체로서 개인이 근로와 임금을 교환하는 법률관계를 맺었는가, 당사자가
그러한 법률관계를 원했는가, 다른 종류의 법률관계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근로관계
를 맺었는가, 근로관계를 원하면서도 착오 등에 의해 다른 종류의 법률관계를 맺었는
가, 실제로는 근로관계를 맺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명목을 다른 법률관계로 기술하였는가 하는 말하자면 사적 자치에 의한 당사자 법률관
계 형성이 근로자성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판례가 근로자의 개념적
징표로 내세우는 ‘노무의 타인 결정성, 지시권 복종성’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프로그램
안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판단을 하는 데 한 기준이 될 뿐일 것이다.

2. 근로기준법상 개별 조항에 관한 사적 협상
민간은 근로기준법상 개별 조항에 관하여 사적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에는 법경제
학의 기본 명제인 코즈정리(Coase Theorem)가 적용될 수 있다.5)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우선 고용계약의 유형이 [그림 2]의 스펙트럼상의 한 점으로 나타난다고 설정하
자.
거래비용이 0인 코즈 세계에서 사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고용계약의 개별 기준에
관해 살펴보자. 먼저 법원에서 모든 고용계약은 자유노무계약이라 정의한다면 피고용
인은 자영자로서 계약법상의 보호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그림 1]에 나타난 스펙트
럼의 좌방 극한값에서 피고용인은 자유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자영업자로서의 권리만을
인정받게 된다. 이때 피고용인이 인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가치(예컨대 해고제한과 법정
복리 수급권)가 사용자가 인식하는 자유노무계약의 가치를 상회하면 근로기준법상 근
로자성을 인정받는 노동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5) 이와 연관되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암묵적 노동계약에 관한 연구로서 김일중․조준모(2000,
2001)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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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용계약에 관한 스펙트럼

(부분인정)

자유노무계약

근로계약

노동법상의 근로자 보호

이제 상황을 바꾸어 법원이 피고용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다고 하자. 피고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가치가 사용자의 자유노무계약
에 대한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자발적 거래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예
는 코즈정리가 고용계약 개별 조항과 그 기준에 관한 사적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6)
이때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여도 코즈정리의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다면(즉 새로 도입되는 근로
자성 인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가 명확히 정의된다면) 양자 사이에
경제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일부 계약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도,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계속 0이라면, 고
용계약 형태에 관한 사적 협상은 [그림 1]의 스펙트럼상의 한 점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경제 효율성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이하 위의 [그림 1]에 나타난 근로자성에 관한 협상이 개별 근로기준의 핵심조항인
해고권과 법정 복리의 수급권 협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해고권 (dismissal right)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엄격히 규제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법
원은 판례상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고용보호의 정도
6) 자유노무계약을 지지하기 위해 코즈정리가 사용될 수 있다. 즉 자영자로서 재산권 설정이 명확히
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유노무계약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자유계약이 사적 자치(autonomy)
와 시장의 효율성(market efficiency)을 증진시킨다는 계약법(contract law)의 정신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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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고권(employmnet-at-will; 이하 EAW)의 방향으로 다소나마 변화하게 된다.7)

1998년 외환위기 들어서면서, 사용자의 고용조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달성하자는 취지하에, 2년간 유예되었던 『근로기준법 제31조 ｢경
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개명되어 입법
화된다.
노동계약의 근로자성에 관한 협상은 해고권에 대한 협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용보호에 대한 재산권(property right to job)이 [그림 1]의 스팩트럼상의 한 점으로
나타난다고 설정하자. 거래비용이 0인 코즈 세계에서 사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고용
보호의 정도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법원에서 EAW를 사용자에게 부여한다고 가정하
자. 이 경우 사용자는 엄격한 EAW를 인정받아 해고의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때 근로자의 완벽한 고용보호 가치를 연당 1,000이라고 하고 사용자의 EAW에 대
한 가치를 500이라고 하자. 이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근로자에 완전고용보호

(complete-job-security; 이하 CJS)가 주어지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 수준의 근로자성을 내포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예에서 근
로자가 CJS를 사용자로부터 양도받기 위해서는 최대 1,000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사
용자 또한 500 이상의 가격이 제의된다면 EAW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 따라서 거래
비용이 없다면 사적 협상 결과 CJS가 근로자에게 양도된다. 즉 근로자성에 관한 자발
적 거래는 바로 고용보호에 관한 거래를 포함하여 경제효율성이 달성되게 된다.
이제 상황을 바꾸어 법원이 CJS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다고 가정하자. 근로자의

CJS에 대한 가치는 사용자의 EAW보다 높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자발적 거래는 일어
나지 않게 된다. 즉 노동계약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한 고용보호를
내포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예는 코즈정리가 고용보호에 관한 사적 협상
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8)
7) 1991년의 동부화학 판례(대법, 선고91다8647)와 1992년의 동진 판례(대법, 선고90누9421)에서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의 네 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중의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주었다. 이러한 판례 경향은 1998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법 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유지된다.
8) EAW를 지지하기 위해 코즈정리가 사용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자본에 대한 재산권(property
right to capital)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재산권(property right to labor)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EAW는 자발적 협상의 결과라고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재산권 설
정이 명확히 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EAW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유
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자유계약이 사적 자치
(autonomy)와 시장의 효율성(market efficiency)을 증진시킨다는 보통법(common law)의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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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부가 부당해고법(wrongful discharge law; 이하 WDL)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코즈정리의 결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WDL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다면(즉 새로
도입되는 WDL이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면) 양자 사이에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래가 발생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결국 WDL 도
입 후에도 재산권이 명확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고 거래비용이 계속 0이
라면 고용보호에 관한 사적 협상은 스펙트럼상의 한 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법정 복리 수급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되면 퇴직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법정
복리 수급권을 가지게 된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호는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
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
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는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양법의 차이는 사업장과의 관련성 여부
를 묻고 묻지 않는 차이가 있으나 보험료의 징수 문제를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맺고서
취업중인 근로자만으로 한정하면서도 사회보험의 보호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의 개념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양법이 노무의 대가
나 근로의 대가로 보수나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는 한 사회보험법상
의 근로자 개념에 관한 입법자의 결정프로그램은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약의 근로자성에 관한 협상에는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협상도 포함될 수 있
다. 예컨대 사회보장에 대한 수급권(property right to job)이 [그림 2]의 스팩트럼상의
한점으로 나타난다고 설정하자. 거래비용이 0인 코즈 세계에서 사적 협상을 통해 결정
되는 고용보호의 정도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법원에서 사회보장 지급을 사용자의 재
량권으로 인정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근로자의 완벽한 사회보장 수급의 가치를 연당

1,000이라고 하고 사용자의 사회보장 미지급에 대한 가치를 500이라고 하자. 이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근로자에 완전한 사회보장 수급권이 주어지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수준의 근로자성을 내포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커
진다. 이 예에서 근로자가 사회보장수급권을 사용자로부터 양도받기 위해서는 최대

1,000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사용자 또한 500 이상의 가격이 제의된다면 사회보장수
급권리를 근로자에게 인정해 주는 근로계약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깔려 있다(Epstein, 1984,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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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사적 협상 결과 사회보장수급권이 근로자에게 양도된다. 즉 근로자성에 관한 자
발적 거래는 바로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거래를 포함하여 경제효율성이 달성되게 된다.
이제 상황을 바꾸어 정부가 사회보장수급권을 모든 국민에게 인정한다고 가정하자.
근로자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가치는 사용자의 사회보장 미지급의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자발적 거래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노동계약은 근로기준법 적
용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한 사회보장수급권리를 내포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예는 코즈정리가 사회보장 수급에 관한 사적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이때 정부가 사회보장법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결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사회보장법의 수급 범위가 분명히 정의되어 있다면(즉 새로 도입
되는 사회보장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의 개념과 권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면) 양자
사이에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래가 발생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결국 사
회보장법 도입 후에도 재산권이 명확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고 거래비용
이 계속 0이라면 고용보호에 관한 사적 협상은 스펙트럼상의 한 점으로 이루어질 것
이라는 것이다.

3. 노조권(union right)에 관한 사적 협상
현행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
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근
로자성의 판단에 대해 두 가지 요건이 설정되는데, 이는 첫째는 ‘직업의 종류 불문’과
둘째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일 것이다. 그런데
후자가 충족되는 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별 지장이 없으므로 전자의 기준은 근로
자에 포함될 수 있는 외연을 개방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그 내포를 정하는 것이 아니
어서 근로자성은 판단의 후자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되어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되는지는
법률 자체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그와 같은 임무는 법원이 수행하
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시장에서 당사자들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에 관
한 가격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적으로 명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단체협약은 그 자체가 카르텔이 아니라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
과 사용자 사이의 카르텔 계약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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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구성과 독점효과의 존재를 들어 노조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9) 이
러한 견해는 노조는 집단적 행위를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키며 경제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집단으로 손쉽게 발전된다.
그러나 헌법상의 근로3권 존중의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카르텔로 단순하
게 묘사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 수 있다.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원에
서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보가 불확실하고 감독비용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항시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법정 퇴직금 이상의 퇴
직금 지급을 약속하고 별도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하자. 이 약속이 집행될 확률은 이
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적립되고 투자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개별 근로자의 입장
에서 이 기금을 관리 감독하는 행위는 일종의 공공재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해당
되므로 최선을 다해 기금을 감독할 동기는 없다.
근로자 산업재해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산업재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하자. 이 약속이 집행될 확률은 투자비용
이 어떻게 조달되고 집행되는가를 관리 감독하는 데 달려 있을 것이다. 앞서의 예에서
와 마찬가지로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 기금을 관리 감독할 동기는 작다. 노조는
바로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는 기구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타 주인-대리인 문제와 달리 사업장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가 결성되다 보면 자생적으로 노조는 시장의 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독점력을 확보하게 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데 일정
한 한계는 상존하기 때문에 이 독점력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력도 무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재화시장에서 경
쟁이 치열한 기업에서 노조는 독점력을 가질 수 없다. 노조 독점력의 원천은 기업이
재화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어 경쟁적 시장(contestable market)이 조성되지 않기 때
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재화시장에서 불완전한 경쟁은 독점지대를 창출하여 노조는
이 독점적 지대를 공유하기 위해 투쟁하게 되는 것이다. 재화시장에서 진입 장벽이 없
어지게 되면 독점적 지대도 없어지고 노조의 독점효과도 사라지게 되고 노조의 생산적
효과만이 남게 될 것이다.
법경제학자들은 노조는 재화시장이 완전경쟁인 상황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제안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노조의 결성을
9) 물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소수 경제학자들도 존재한다. 소수 경제학자들의 반대 의견에
Freeman and Medoff(1984)의 “What do Unions do?”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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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기업이 우수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퇴직기금(pension

fund)을 설정하였다고 하자. 이 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 기금은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근로자는 다른 차원
에서의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만일 이 퇴직기금이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특수 인적자
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는 기업의 가치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때 기업이 노조를 자발적으로 허용하여 기금을 관리하게 한다면 사
용자가 제의한 퇴직기금의 운용은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고 우수한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노조의 존재는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노조의 파업권 또한 근로3권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이
는 전체 생산에 지장을 주는 저생산성 근로자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와 두 축을 이루는 권리인 것이다.
근로자의 파업권은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서만 이해되어 왔
다. 그러나 그간 사용자 또한 자신의 제의가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고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간과되어 왔다. 근로자에게
파업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Pareto 효율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고생산성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만일 자신이 저생산성 근로자라면 해고할 수 있는 권
리를 사용자에게 이양하는 사적 협상을 선호할 수 있다. 경기변동이 심한 부분에서 미
래의 고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탈법․편법적 노무관리 차원이 아니라) 기업이 정규
계약으로는 채용할 수 없는 직무를 비정규 계약으로 채용하여 고용 유연성을 도모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근로자가 기업특수 인적자본 투자를 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즉 근로자의 해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 EAW에 준하는 노동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반면 근로자가 기업특수 인적자본 투자를 행할 경우 그 투자의
수확분에 대한 재산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완벽한 해고권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계약 자체의 생존력을 잠탈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파업권의 범위를 무엇일까? 사용자는 저생
산성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하고 근로자는 무제한의 파업권을 갖는 것
이 과연 효율적일까? 파업이란 불가피하게 산출물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법의 보상과 손해배상 조항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다. 사용자의 해고
가 기회주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듯이 근로자의 파업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파업이 근로계약 초기에 계약되지 않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사용자는 사전적으로 임금을 낮추어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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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고 이는 비노조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근
로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파업권 자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광범위한 협정 근로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는 사용자의 해고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의 기업특수
인적자본 투자가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경우를 살펴보자. 만일 사용자가 기회주의
적인 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특수 인적자본을 투자할 동기가 없거나 기회주의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초기에 높은 임금의 형태로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정 범위의 해고권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기업특수 인적
자본을 유인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무제한적인 해고권
과 노조권을 요구하는 것은 효율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조법상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차이는 아직은 정립된
바 없다. 필자는 다수의 노동법학자들과 접하면서 얻은 다양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분
류 설명하고자 한다.
1설: 이질적 개념의 근로자성
전술된 바와 같이 노조법은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의 보장을 구체화하고 실효화하
기 위한 법률이다. 이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최저
필요량을 책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법상 근로자 개념은 입법론적인 프로그램
이 상이한 배경에서 작성되어 동일한 스펙트럼 선상에서 표현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질적 개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자는 제안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근로기준법과 노
조법을 포괄하는 전체 노동법 체계 내에서 두 개의 개별적인 보호 범위를 인정해 줌
으로써 노동법의 전체 입법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담 스미스가 본 최소열위자 집단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노조법만이 허용될 경우
협상력이 약한 노조가 근기법상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내기는 어려
워 노동법의 입법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부분집합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실업자, 여성과 같이 초기업 단위 노조를 포함하여 기업 단위
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보다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2설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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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위 노조 부분을 배제하고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포
함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의되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는 사업장에 대한 언급 없이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정의되는 법문상의 차이를 부분집
합과 전체집합으로서 해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견해에는 근로자를 자영인과 근로자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 의존하지 않고 유사근로자, 준근로자, 가내근로자 등 자영인의
일부를 노조법상 보호영역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1설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에 미달하면서 노동조
합이 인정될 경우 여러 가지 비판론이 대두된다. 첫째, 노조의 교섭기능은 여전히 취
약할 가능성이 크며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끌어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1설에서와 같이 노동법의 입법프로그램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
다. 둘째, 노조가 허용될 경우 경제법상 반독점제소권이 제한받게 되고 쌍방 독점이
조장되어 경제 순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셋째, 근로자간 이질성이 크면 클수록 노조
의 공정한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비노조원의 소극적 단결권 문제 및
노조의 리더십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림 2] 2설의 근로자성
β
α
자유노무계약

α :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β :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근로계약

3설: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동일하거나 후자의 부분집합
[그림 3] 3설의 근로자성
γ
δ
자유노무계약
α :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β :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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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에 의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초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동일하거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오히려 근기법상 근로자성의 부
분집합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근로기준법의 최소 기준 달성은 노조
결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최소 기준을 달성이고 최소 기준
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체결은 노조결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다. 3설에 대한 비판은 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헌법 제33조의 구현에 있어 이를
좁게 해석할 경우 헌법의 입법정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III. 계약자유공간에서의 노동법의 기능

1. 노동법의 ‘획일적 확장’에 관한 비판

사적 자치의 제한 문제
고용관계에 있어 계약법 내용을 노동법에 편입하여 해석하든지, 아니면 노동법을 계
약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든지간에, 현장 문제에 있어서 법관의 해석 차이는 민간들
로 하여금 계약법과 노동법의 중첩성을 절감하게 한다.
한 축에서는 노동법 체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약법 규정으로의 환원
을 배제하지 않으며, 다른 한 축에서는 계약법 규정과의 연계성을 찾을 때마다 노동법
적 사실관계의 특성을 긍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마저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사고를 전개하고 논거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한 차
이를 보인다.
법학설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실무 노동계약은 노동법적 측면과 계약법적 측면이
혼재하는 양면적 속성을 띠고 있으며, 법관도 노동법과 계약법이라는 두 축의 스펙트
럴(spectral)한 선상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 등장하는 보험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및 레미콘 기사와 같이 자영자
와 근로자의 중간에 위치한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논란도 노동법과 계약법의
중첩된 영역에서의 양 법체계의 ‘힘겨루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보험 모집인의 근로자성이 문제된다는 것은 이들이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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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는가, 아니면 계약법이 적용되는 재화시장으로 편입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노동
법적 시각에서 이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지만 민법적인 시각에서는 계약 자유에
의한 노무급부의 정형계약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 모집인의 고용 형태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이를 민법의 고용계약, 도급, 위임으로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법
률관계의 자리매김과 그에 따른 계약법리의 적용 및 계약에 대한 내용 통제가 문제된다.
현재 계약법과 노동법의 중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계약법의 사적
자치에 대한 집단적 통제이다.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갈등에서(즉 개별적 근로계약
에 정한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통상 유리한 조
건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된다. 그러나 그 유리한 조건을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적 자치의 측면에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자 집단의 차원에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사회적 자치를 사적 자치의 상위질서 원칙으로 이해하면서 노동법의 독자성을 강조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 집단 또는 전체의 차원에서 소수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다
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10) 물론 이러한 사회적 자치는 Pareto
개념의 경제효율성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 이보다는 좀더 관대한 Kaldo-Hicks의 경제
효율성 개념에서도 전체의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
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계약법의 최고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노동법에 의한 제
동이 그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법적 제동이 불완전하거나 노동법이 지향하는 최
소기준에 미달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노동법 제동이 계약법적
제동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없거나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계약 자유의 공간에 해당된다
면 노동법의 확대 적용은 그 명분을 잃게 된다. 노동법의 확대 적용에 앞서 계약법적
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
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분배 정의를 도외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법
체계에서 노동법은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데 그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기본 목표는 경제 주체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
에서 경쟁하고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본다. 예컨대 근로
계약 실무가 상이하고 다채로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항상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
10)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은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단결권은 인정받아 그야말로
‘非근로자에 의한 노조’가 탄생하여 계약법의 영역에 사회적 자치를 인정한 모호한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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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일방적으로 가정하는 경직적 사고는, 과거의 산업사회 초기와는 달리, 근로자의
현실 여건이 다양한 현대 산업사회에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협상능력과 기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
고 법관이 획일적으로 근로계약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
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는 근로자 보호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근로자를
해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단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려 하다가
는 그들의 처지를 영속화시킬 위험도 있으며, 무조건 보호받는 자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내부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한편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외부
자가 취하게 되는 대체행위(substitution activity)가 심각해져 애초 의도했던 효과를 상
쇄시킬 수 있다.
경제학자인 필자에게 현 노동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사적 자치의 제한’
이다. 계약법에서 최고의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노동법에서는 어느 범주까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예컨대 사적 자치에 의한 계약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여
분배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하여 손쉽게 계약 전체를 근로계약으로 간주하고 보호
를 요청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그 계약 내용의 어떤
부분이 계약법의 규정으로부터 일탈하는지를 식별하고, 통제를 하는 데 있어 계약법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과연 노동법
및 사회가 지향하는 분배 정의 달성을 위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느냐가 면밀히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협상력 불균등 기준에 의하여 강자라고 인지되는 측에 부의
이전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내용만을 가지고 노동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로
인해 상실되게 되는 경제 비효율성이 너무나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의 계
약에서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사적 자
치로 인하여 협상력의 불균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가 사용자측에 편중되
었음을 강조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집단자치를 허용해 줌으로써
사적 자치가 안고 있는 ‘부의 편중’ 문제를 개선해 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습지 교사
노동조합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부인하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해
주어 재화시장에서의 협상력의 불균등을 시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법리의 일관성 결여(logical inconsistency)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
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 종
속관계를 부인한다.11)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
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나 노조 결성을 위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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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성 인정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이 부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2)
또한 집단 자치를 허용할 경우, 노조 결성을 통하여 생산요소의 공급 독점이 허용됨
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고 비효율성은 재화시장으로 전가되어
결국 소비자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후술되는 카르텔(cartelization)의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것이 집단 자치인지 사회적 자치인지 명확치 않
다. 만일 논쟁이 제기되는 직종의 임금 수준이 분배 정의를 위한 최소 기준을 상회한
다면, 이는 집단 자치에 의해 부의 재분배를 꾀하는 시도일 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자치와는 엄밀히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13)
단순히 부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법률적 개입이 용인되어 집단 자치가 허용된다면,
법적인 대리거래(surrogate transactions)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증진시켜, 시
장 내의 당사자간 거래가 효율적이라는 사적 자치의 기본 원칙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도 있다(Posner, 1992).14)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집단적 통제 방식이 효율성과 공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전
혀 없고, 가난한 사람(예컨대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으로 설정해 본다면)을 돕자
는 목적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직종의 소

11)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
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 인과관계에서의 근로제공
의 대가로서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학습지 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5.22. 선고 88다카28112).
12) 이 경우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은 실질적 의미의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이 아니라, 일반 사단이나
결사의 주체와 계약 상대방인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통일계약이나 표본계약의 성질을 갖게 된
다.
13)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고 산업별 노조가 정착되지 못한 국가에서, 산업별 노조가 보편화된 국가에
비하여, 집단 자치가 사회적 자치와 괴리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14)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힘의 논리에 밀려 대리거래를 인정해 주다 보면 결국 노동의 수요탄
력성이 큰 분야에서 대리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Hicks-Marshall의 원칙을 적용
시켜 보면 ① 산출물의 수요탄력성이 적은 시장일수록, ②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 가능성이 적
을수록, ③ 다른 생산요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마지막으로 ④ 총생산비에 대한 인건
비 비중이 작은 분야일수록 노조든지, 협회든지 그 협상력은 증가하여 대리거래가 촉진될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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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용자에게 편중시켜 부담 지우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 소지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가난한 자를 우대하는 조건을 특정 계약에서 강요할 경우15)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
는 재산권의 침해는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감소시킬 수 있다.16)
富移轉法의 정치경제학
부의 이전을 가져오는 관련 법의 변화는 이익집단들의 좋은 로비 대상이 될 수 있
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이든지 득표든지 정치지대(political rent)를 창출할 수 있으므
로 이익집단과 정치인의 정치적 교환에 의해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법적 변화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다.17) 전술된 바와 같이 통상 이러한 법적 변화는
이익집단이 얻게 되는 편익보다도 피해자의 손해가 더 커서 효율성 판단의 보수적 기
준인 Kaldo-Hicks 효율성 기준에서 보아도 비효율적일 경우가 많다.
통상 부의 이전이 클수록, 피해자의 반발이 작을수록, 이익집단의 응집력이 강할수
록, 정치인이 얻게 되는 정치지대가 클수록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법적 변화가 이루어
질 가능성은 커진다. 특히 법의 변화로 말미암아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이 법적 변화에
무지하거나 혹은 무관심할수록 법적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외부화(cost- externali-

zation)가 용이하여 정치인에 의해 선호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에 적용되는 계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탈출비용(exit-cost)이 클수록
법의 영향력은 더 커지며, 그만큼 정치지대도 커지는 것이다. 만약 탈출비용이 작다면
비효율적인 법의 중첩화(jurisdictional overlapping)를 쉽게 피하게 되어 결국 부의 이
전도 용이하지 않고 이익집단의 로비 유인도 작아지게 된다.18)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법의 확대는 입법 과정에서 독점화가 이루어지는 데도 기인한다. 만약 입법 체제간 경
15) 특수업무 종사자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1인당 추가비용(법
정퇴직금 +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임금채권 + 장애인 고용 + 연차휴가수당 +
월차휴가 수당 + 생리휴가 수당)이 생보 모집인의 경우 3,991,000원, 손보 모집인의 경우
2,957,000원, 학습지 교사의 경우 3,795,000원으로 나타난다(경영자 총협회, 2001a와 2001b).
16) 시카고 대학의 Epstein(1995)과 Posner(1992)에 의하면 경제효율성이란 현 상황에서 특정 자산
에 대한 甲보다 乙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ceteris paribus)’
乙에게 권리를 주는 식의 Kaldo-Hicks의 정태적(static) 경제효율성만은 아니다. 특정 형태로 권
리를 배분한 결과 미래에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어떻게 바뀌고 과연 그때의 경제효율성은 어떻
게 변할 것인가도 중요시된다.
17) 이에 대한 정치 논리는 Charles M. Tiebout(1956)의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를
참조할 수 있다.
18) 이와 연관하여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 과정에 관한 공공선택적 분석은 조준모(2002)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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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메커니즘이 도입되게 되면 비용-외부화가 용이하지 않게 되어 법의 확대가 용이하
지 않게 될 것이다(Kobayashi and Ribstein, 1999).
요약하면 비용-외부화가 용이하거나, 피해자의 탈출비용이 클수록, 입법체제가 독점
화될수록 부의 이전 관련 법은 여타 관련 법(특히 경제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의
범위를 넘어서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법의 영역은 매우 복잡하게 중첩되게 된다. 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특별법의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
율성은 전체의 사회 파이(social pie)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분배의 정의
가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계약법적 처방의 고민
계약법과 노동법의 중첩되는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문제는 과연 계약법에는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다. 만일 특정 계약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약법적 통제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문제를 교정할 수 있다면, 굳이 노동법적 통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경제학적으로 계약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Posner, 1992). 첫째, 사람들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억제하여 경제행위의 최적 시점을 확보하고, 자기방어를 위한 비용
낭비를 줄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누락된 조항을 적절히 추론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Friedman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거래에 참여하고 정보가 제대로
교환되는 거래에서 ‘자발성’과 ‘정보교환의 적절성’이 결여되면 계약이 어느 한 쪽 혹은
모두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그동안 계약법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충분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법리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협상력의 불균등은 계약의 자발성을 깨뜨리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19) 만약 협상력의
불균등이 법적 정의로서 식별된다면 계약의 자발성이 침해된 것이므로 해당 계약은 정
당성을 잃게 되며 공적 수단이 사적 자치에 개입할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계약법과 노동법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계약법에 의한 통제 방식으로서20) ‘독점화로
19) 계약법상 자발성의 결여에 관한 법리는 강제(coercion)이며, 강제의 유형은 크게 강박(duress),
비양심(unconscionability)과 협상력의 불균등(inequality of bargaining power)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노동법과 계약법의 중첩된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비
양심으로 판단된다(이는 민법상의 신의칙 등으로 구체화됨).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협상력의 불균
등과 비양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20)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의 법리로서 개입해 왔다. 예컨대 레미콘
도급계약이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레미콘 기사들의 단체 구성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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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협상력의 불균등’과 ‘비양심’의 법리를 들 수 있다. 독점화의 대표적 예가 사용자
가 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collusion)을 하는 경우이다.
각종 사용자 협회를 구성하여 신규 업자의 진입을 제한하여 노동수요가 경쟁시장만큼
충분히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임금을 경쟁임금 수준에 비하여 낮게 책정하여 수요독
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착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경제학에서 담합의 비용을 논할
때는 통상 사중비용(deadweight loss)을 의미하여, 분배적 고려(distributive considera-

tion)보다는 배분적 비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담합의 문
제를 계약법 혹은 노동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치유책이 아니라
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Trebilcock(1976)은 담합의 폐해가 독점화로 인해 거래에
서 배제된 사람들이 겪는 불이익, 즉 통상적인 사중비용에 있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거래에 참여한 학습지 교사 혹은 레미콘 기사 등은 자신이 원하던 일감을 얻었으니
계약의 강제성은 별로 없다는 논리이다.
계약법이란 주로 당사자 2인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니만큼, 배제된 사람들의 이익
을 보호하는 데는 계약법이 부적절할 수 있다. 환언하면 담합은 계약실패(contracting

failure)라기보다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하며, 시장실패를 치
유하는 도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논리가 적어도 필자에게는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된
다. 그러므로 담합의 소지가 분명하더라도 계약법 차원보다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
법 차원에서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담합 폐해로서 발생하는 사중
손실 비용이 아니라 약자의 저소득 수령에만 초점을 맞추어 노동법상 노조 설립을 피
고용인들에게 허용해 준다면, 이는 전술된 대리거래(surrogate transactions)를 촉진시켜
사중손실을 더욱 크게 할 위험이 존재한다.21)
만약 문제의 본질이 담합에 있다면 이는 계약법이나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
래(fair trade)의 문제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22) 따라서 계약법과 노동법의 중첩 영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제3자와 본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든지, 과다한 손
해배상의무를 지운다든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해지 조항이라든지의 경우에 개입
하여 업주에게 계약무효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1999.12.14, 9912약심1724호).
21) 담합은 정의상 둘 이상의 계약자가 연루되어 있는데, 계약법의 차원에서는 자신이 거래한 한 사
람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담합을 좀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답합에 가입
한 계약자 모두 또는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법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22)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 모집인 시장에 개입한 사례(2000.6.15.)는 보험 스카웃 금지 협정 폐지
요청 및 보험상품의 공동개발 행위에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들 수 있다. 그간 보험협회에서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
명․손해보험업계간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을 두어 모집인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

특수형태근로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조준모)

51

역에서 계약법적 접근방법은 나머지 법리인 ‘비양심’에 초점을 맞추게 됨을 알 수 있
다. 앞서의 독점화 문제와 달리 비양심의 영역하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눈에 띌 만한
독점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및 열악한 고용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
는 문제이다.
비양심의 논리는 가난한 고용인들에게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논리로서 비양심의
법리에 호소하여 원래의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
황 역시 ‘자금력이 풍부한 사용자’ 대 ‘가난한 고용인’간의 갈등 문제로 현정부 들어서
빈번히 발생한 문제들이다. 이 둘은 도저히 서로 경쟁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노동법적
보호를 해주든지, 일련의 카르텔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든지의 논리로 발전하게 된다.
노동법 영역을 확장하자는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러한 정서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법 적용을 지지하는 논리에는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만약 가난한 사람들과의 고용계약에 노동법이 적용되게 되면 미래에 사용
자는 가난한 자와의 거래를 꺼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고용인의 입장에서
는 현재의 저임금에다가 거래 가능성까지 박탈당함으로써 이중으로 고통당한다는 주장
이 제기된다(Radin, 1989). 둘째, 단지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산업에서는 계약법이 적용되는 식이라면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도 제기될 수 있다. Epstein(1985)이

‘영향불비례성 테스트’(disproportionate impact test)라고 명명한 바 있는 이 논리에 의
하면, 설사 분배의 정의를 달성하자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집중적으로 소수에게 편향되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를 의미한다
는 것이다.
물론 레미콘 기사나 학습지 교사의 대안적 노동시장이 미흡함을 악용하여 터무니없
게 체결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계약법상 비양심의 법리를 따라 공적 개입을 정당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입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직접 개입하는 계약규제의 방식
은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계약규제는 그 속성상 재분배에 따르는
부담을 사회의 특정 그룹이 과중하게 떠맡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Kaplow and

Shavell, 1996). 둘째, 과중 부담을 갖는 집단이 미래에 취하게 될 각종 대체행위 때
문에 혜택을 주고자 했던 고용인들이 오히려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adin, 1989). 따라서 사적 계약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보다 일반 세제 및 보
를 제한하여 보험 모집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금지할 것
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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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책이 부의 재분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더욱 큰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그림 4] 쌍방 독점의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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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으로 인한 경제 비효율성 문제
노조 결성을 허용해 주는 대신 또 다른 방식은 보험모집인의 경우처럼 협회나 단체
등 카르텔을 인정하여 협상력의 불균등을 시정하여 사용자로의 편중된 부를 재분배하
는 정책의 시도이다. 즉 보험모집인의 카르텔을 허용함에 따라 협상력의 균등성을 개
선하여 사용자의 부가 보험모집인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거두자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
러한 주장을 경제학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의도하는 경제효율성과 공평성 모두를 개
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첫째는 요소공급의 독점체가 구성될 경우 통상 독점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력의 과소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선
의의 다수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제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요소공급 가격의 인상은 재화시장(건축물 가격과 보험상품 가격 등)에
서 균형가격을 인상시켜23) 결국 재화시장의 거래량을 위축시키고 이는 경제적 순손실

(deadweight loss; 사중손실)을 유발할 것이다.24)
23) 사용자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은 산출물의 수요탄력성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즉 보
다 수요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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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 쌍방 독점의 비효율성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의 쌍방 독점(bilateral
monopoly)란 요소공급의 독점자(monopolist)인 노조가 수요독점자(monopsonist)인 사
용자에게 노동을 공급하는 산업조직 구조를 의미한다. 쌍방 독점의 비효율성은 통상
재화시장에서 사용자가 일방 독점을 가진 경우와 비효율성의 크기를 비교하여 평가된
다. [그림 4]는 전형적인 쌍방 독점의 경우를 나타낸다. SL은 노동의 공급곡선을 나타
내며 사용자의 노동 수요곡선인 한계수입생산물곡선은 dL로서 나타난다. 만일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요독점자는 채용 규모를 한계지출곡선 ME에 기초하여 정하게
된다. [그림 4]에서의 20명의 고용과 10원의 시간당 임금이 이를 나타낸다. 20명이 고
용될 때 한계수입생산물곡선과 한계지출곡선은 일치하게 된다.
노조가 결성되면 노조는 공급량을 노조원의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점에서 결정
하게 된다. 이는 노조의 한계수입곡선 MR과 SL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19원이며 고용 규모는 25명이 된다.
요약하면 기업은 10원을 지불하고 20명을 고용하기를 희망하지만 노조는 19원을 요
구하고 25명을 고용하기를 원한다. 최종 임금과 고용 규모는 노사간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이 될 것이다. 노조는 19원의 임금과 25명의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위협할 수
있고 사용자는 10원의 임금과 20명의 고용을 위해서 비노조원을 채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쌍방 독점은 경우 임금수준은 사용자의 수요독점적인 경우에 비하여 분명 높다. 그
러나 완전경쟁의 경우에 비해서는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은 경제 비
효율성을 야기시키는 원천은 아니다. 문제는 고용이다. 고용수준은 수요독점적 시장에
서 쌍방 독점으로 변화해 가면서 점차 감소해 가는 것이다. 물론 경제 비효율성의 크
기(하버거 삼각형의 크기)도 고용의 크기에 따라 점차 증가되어 간다.25)

24) 여기에 공공선택(public choice) 이론에 의해 제시된 지대추구(rent seeking)에 의해 낭비되는 털
럭사각형(Tullock, 1967)까지 고려하면 비효율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25) 여기에 Karrier(1984)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Karrier는 미국 산업연구에서 독점산업에
서 노조가 결성될수록 노조의 monopoy effect는 점차 커져서 노조의 존재는 독점자본의 수익
률을 과소 평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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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근로자성 판단의 새로운 시도: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1. 기존의 근로자성 논의에 대한 평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초기 논의에는 유사근로자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포함된다. 종전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2분화하던 종래의 접근
방식(근로자와 자영인)과 달리 3분화하여, 자영인 일부에 대하여 근기법적 보호를 하자
는 안이 그 것이다. 또 다른 제안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 개별법 대상
으로 독자적인 근로자성 개념을 개발하자는 안도 제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확장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다. 유사근로자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유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모호성이 존재하고
이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동법 적용을 받기 위한 시위를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각각의 법 적용을 판단하는 데 각개약진하자는 안은 이를 판단하는 행정부서의
자의성과 전체 노동법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법의 선별적 적용은 일
관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이해집단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
성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확장될 경우 계약체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법
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계약들이 맺어져 경제효율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측면은 전
장에서 설명된 바 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소 기준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이
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비용을 비례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의 소수
사용자에게 편중시켜 부담하는 것은 불비례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시카고 법대

Epstein 교수의 재산권 침해론). 일반세제 방식 및 보조정책보다 사적 계약에 일일이
개입하는 규제나 입법 방식이 불가피한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노조법 적용이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에 미달하
면서 노동조합만이 인정될 경우 노조의 교섭기능은 여전히 취약할 가능성이 크며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끌어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26) 한편 노조가 허용될 경우
26) 필자가 만난 구성작가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30만 원 정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업무는 작
자라기보다는 PD 보조원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들에게 노조법을 적용할 경
우 PD는 이들의 계약을 비정규직화하거나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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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상 반독점제소권을 제한받게 되어(anti-trust exemption to labor) 노동시장 문제
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간의 이질성이 큰
서비스업종에 제조업 제어를 위한 전근대적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노조의 공정
한 대표성 문제, 비노조원의 소극적 단결권 문제 및 노조의 리더십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한편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순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자의 저항이 유발될 수도 있
다. 마지막으로 독점산업에 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조의 독점효과(monopoly effect)는
커지고 생산적인 목소리효과(voice effect)는 작아질 수도 있다. 예컨대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77%를 차지하여(대략적인 수치로 삼성생명

-39.1%, 교보생명-18%, 대한생명-19.9%), 사용자와 노조가 쌍방 독점화(bilateral monopoly)화할 수도 있다. 노사 쌍방 독점의 경우 사용자 일방 독점에 비해 고용은 급격
히 감소되어 일방 독점의 경우에 비해서 경제 순손실(dead weight loss)이 발생할 가
능성이 커진다(Karrier, 1984). 사용자의 독점 이윤은 담합행위 근절을 통하여 소비자
에게 돌아가야 하는 몫이지만 노조가 허용될 경우 이 몫은 소비자가 아닌 노조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보험산업의 경우 e-commerce가 정착되는 미래에 인력 조정은 불가
피하며 노조가 허용되면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이 감
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직에 노조 인정 여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성만을 판단할 경우 위와 같
이 예상치 못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노동법 적용시 경제효율성 변화,
노조 대표성 문제 그리고 유효 협상력 확보 가능성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고용형태가 출현할 때마다 일일이 법적 개입을 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법원
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행정부(노조설
립신고증 발급) 해석은 법원의 판단과 일치해야 시장의 혼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보장의 확대와 경제법 적용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특수고용
직은 여전히 사회보장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재 사회보장법상 근로자성이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성에 연동되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보편적인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데 애로

이들을 보호해 주려는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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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고 이를 다른 법률, 특히 사회보
장법으로 확장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유럽법 차원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현상이다.
사회보장의 확대는 근기법과 연동되지 않고 독자적인 최소 기준을 마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대 보험에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보
편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패러다임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
금의 경우 현재의 구조로는 공평성과 효율성 모두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법, 세금의 지원을 받는 최소 수준의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중층화된 연금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경제에 대하여 국가가 규제하는 방식에
의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특수고용직 문제에 경제법을 적용하자는 논리는
사용자 담합에 의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행위를 근절시
키자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노조법 적용시(union right 인정시)
경제법적 권리(anti-trust right)는 상당 부분 제한됨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특수고
용직에 대한 경제법 적용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금지 등에 의한 통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거래상 지위의 남용 금지 등에 의한 통제,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대한 법률에 의한 통제 등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예컨대 공정거래위는 보험 모
집인 스카웃 금지 협정(다른 회사 소속이거나 등록 말소후 6개월 미경과한 모집인 채
용 금지)에 대해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그 폐지를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외에도 보험등록제가 전속계약제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의 겸업이 약관상 금지되고 있
다는 점, 사업비의 비합리적이며 불투명한 집행 등 문제도 경제법 적용으로 사용자 담
합 문제를 시정하고 모집인 시장이 경쟁적으로 활성화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라 판단된다.
또한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서상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부당제한 조항, 단체활동 금지
조항, 유사계약체결 금지 조항, 손해배상액 결정 조항, 과다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조항,
이의제기 금지 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은 경제법의 범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이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같이 경제법 준수를 감독하는 기관의 노동이슈에
대한 전담부서 부재, 전문성 부족, 노동이슈를 금기시하는 태도는 경제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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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회귀분석 변수 설명 및 자료의 특성
변수
YWAGE
TENU
EXPERI
LHOUR
AGE
SEX

EDU
EC1
EC2
EC3
EC4
EC5

변수 설명
연간 임금( 만원)
현 직장 근속년수
전 직장 근속년수
주당 노동시간
연령
성별( 남=1, 여성=0)
교육수준
( 중졸 이하=1, 고졸=2, 대졸 이상=3)
취업( 복무) 및 인사규정 적용성
( 적용=1, 비적용=0)
업무지시성
( 본사 지시=1, 비지시=0)
기본 또는 고정급 지급성
( 지급=1, 비지급=0)
근로소득 납부성
( 납부=1, 비납부=0)
업무 시설․장비 회사소유성
( 회사소유=1, 개인소유=0)

평균값
2,304
5
8
43
35
0.08

표준편차 최소값
862
1,000
4
1
8
1
14
8
9
18
0.27
0

최대값
6,000
32
38
90
73
1

2.47

0.60

1

3

0.65

0.48

0

1

0.90

0.30

0

1

0.91

0.28

0

1

0.27

0.44

0

1

0.34

0.47

0

1

V.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2년 8월에 조사한 ｢특수고용직 실태조사｣ 표본
을 이용하여 임금과 노동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Coasian bargaining)이 이루
어 지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은 실증분석에 사용된 회귀변수를 정의하고 평균치, 최소값, 최대값과 같은 통
계치를 설명한다. 실증분석의 종속변수는 연간 임금을 사용하고 설명변수로서 Mincer

(1974)의 임금추정식에 사용된 종업원의 근속년수, 주당 노동시간, 연령, 성, 교육수준
의 변수를 사용한다. 이와 더불어 종업원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 직장의 근속년
수를 설명변수로서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에서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근
로자성 정도 지표에 관하여서는 세 가지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일차지표는 취업
및 인사규정 적용성, 업무지시성, 기본 또는 고정급 지급성, 근로소득 납부성, 업무시
설․장비 회사소유성에 관한 다섯 종류의 핵심 더미(0 혹은 1)를 지표로 사용한다. 첫
번째 지표에 의하면 더미의 합이 5이면 근로자성이 가장 높은 것이며 더미의 합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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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근로자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계상된다. 둘째 지표는 종업원이 개별 지표의 교호
항을 취하여 모든 지표의 근로자성을 만족하는 경우에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지표의 경우 다섯 개의 개별 더미의 값이 모두 1인 표본은 존재하지 않아 근로
자성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취업 및 인사규정 적용성, 업무지시성, 업무시설․
장비 회사소유성 더미를 모두 갖춘 표본에 1을 그렇지 못한 표본에 0을 주는 통합형
근로자성 더미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두번째 지표가 갖는 협의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섯 개 개별 더미의 총합을 통합형 근로자성 더미로 사용하였다.27) 이렇게 구축된 근
로자성 지표와 임금과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 임금과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 2> LOG 임금방정식의 추정 결과
변수명
절편
TENU
TENU*TENU
EXPERI
EXPERI*EXPERI
LHOUR
SEC
TEC
EC1
EC2
EC3
EC4
EC5
SEX
AGE
EDU
ID2
ID3
ID4
R-Suare
관찰치

MODEL(I)
8.207 (38.30)
0.022 (1.78)
-0.001 (-2.04)
-0.006 (-0.82)
0.000 (0.58)
0.002 (1.08)

*
***
**
*

MODEL(2)
7.788 (46.69) *
0.027 (2.20) **
-0.001 (-2.24) **
-0.004 (-0.54)
-0.000 (-0.32)
0.002 (1.24)
-0.086 (-1.81) ***

MODEL(3)
7.957 (43.91) *
0.028 (2.26) **
-0.001 (-2.27) **
-0.005 (-0.73)
0.000 (0.54)
0.002 (1.33)
-0.003 (-2.61) *

0.015
-0.175
-0.188
0.054
-0.155
0.254
0.001
-0.055
-0.408
-0.336
-0.103

(0.43
(-1.83)
(2.25)
(1.14)
(-3.70)
(4.04)
(0.35)
(-1.42)
(-7.39)
(-5.44)
(-1.00)
0.42
1,063

***
**
*
*
*
*

0.271
-0.000
-0.023
-0.403
-0.389
-0.239

(4.34)
(-0.05)
(-0.58)
(-7.28)
(-5.72)
(-2.44)
0.37
1,063

*
*
*
**

0.248
-0.001
-0.022
-0.408
-0.314
-0.241

(3.94)
(-0.13)
(-0.56)
(-7.38)
(-5.10)
(-2.47)
0.38
1,063

*
*
*
**

주 : 1) ( )안은 t-통계량이고 *, **와 ***는 각각 1%, 5%와 10% 내의 유의도를 나타냄.
2) Model(2)의 SEC는 종업원이 모든 근로자성 지표를 충족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나타내는 근로자성 지수이지만, 동시 충족자의 관찰치 부족으로 EC1×EC2×EC5의
대표 근로자성 지수를 나타내고 있음. 여기서 동시 충족은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Model(3)의 TEC는 (∑ECi/5)×100으로 정의되는 근로자성 지수임.
27) 위에 언급된 다섯 종류의 더미는 법원 판례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변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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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임금과 근로자성간의 연관
성을 시사하고 있다. 모형 (2)와 모형 (3)의 통합형 근로자성 지표는 임금에 부(-)의
영향력을 미쳐서, 근로자성이 높을수록 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근로자성
이 증가하여 노동법 적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저임금을 선택하는 노사간의 사적
협상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개별 근로자성 지표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모형 (1)의 경우 대체로 근로자성이 강할수록 임금이 감소하거나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모형 (1), (2) 그리고 (3)에서 모두 일관된 시사점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

VI. 바람직한 노동법의 방향

오늘날 산업구조의 전환 및 제조업 분야의 기술혁신 등에 의해 전통적인 공장근로자
의 이미지와는 다른 전문직과 화이트칼라 근로자가 증대하고 있으며, 오늘의 근로자들
은 교육․기능․기술수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의식수준에 있어서도 산업화 초기의
근로자들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논거로 하여 이제 근로자상(像)은 현대 산업사
회의 발전을 반영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김형배, 1998).
[그림 5] 최소 기준과 계약자유공간

계약자유공간

표준적 기준

(contract-at-will)

노동법의 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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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이념에는 분명하게 근로계약 당사자의 비대등성이라는 관념과 이러한 비대
등성이 근로계약의 기능장해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처럼 일반적인 형태로는 유지할 수 없는 관념이다.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에
관해 중요한 지적(知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는 대등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전형적인 상태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이다.28) 또
한 현행 노동법은 실업자의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을 보유한 근
로자를 과잉보호하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29)
본 고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및 보험 모집인 직종에 대한
노조 설립의 허용과 같이 계약법 영역에 노동법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에서 집필되었다. 필자는 노동법 확대가 그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계약법상 구제장치가
노동법상 구제장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가?; 둘째, 노동법 적용은 진정한
의미에서 분배의 정의 달성을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단순히 계약 당사자의 부의 전이를
위한 것인가?; 셋째, 노동법의 확대로 인한 비용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는가?;30) 넷
째, 사적 계약에 일일이 개입하는 규제나 입법 방식보다 일반세제 및 보조정책이 검토
되었는가?

28) 팔자가 주장하는 바는 노동법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의 반시장적 성격을 명확
히 하고 노동법의 기능 범위에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29)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체로 민법 조항이 적용되고 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만 근로자 보호를
강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것에 관해서는 찬반 양론이 제기될 수 있다. 가령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일 대 일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은 막대한 거래비용을 유발하
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하여 협상의 대등성을 이루어 경제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는 찬성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전술된 대리협상을 키워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야기할 수 있고 독점화로 인한 비용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분배정의를 개
선하기 위한 사회적 자치가 아니라 기득권 근로자의 추가적인 잉여 추출을 위해 법이 개입했다
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별적인 법 적용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남는다. 한편 영세사업장의 고용인일수록
계약에서 발생할 편익과 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계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영세사업장에 사
용자의 책무를 묻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더욱 노동법 정신에 부합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행정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선별적인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에
대하여 법과 현실의 타협이라는 Kelsen류의 법실증주의자의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는 않게 된
다.
3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법정복리의무가 요구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5인 이상 사
업장에서 모성보호 및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할 경우 그 비용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집중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조준모, 2002, 2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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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소 기준 확대와 계약자유공간의 위축

↘
→

↓

↙

높은 최소 기준으로
위축된 노동계약
공간

←
높은 수준의 최소 기준
낮은 수준의 최소 기준

노동시장에서 수요 혹은 공급곡선이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실업이 만
연하여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협상력의 우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노동법의 확대를 통
해 손쉬운 방법으로 협상력의 불균등을 교정하자는 제안은 의도하지 않은 시장의 비효
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민간(예: 실직자
혹은 노동법상 최소 기준 미달자)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짊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노동법체제는 ‘강자’인 자본가로부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
는 데 치중해 왔으며, 21세기 ‘노동법 체계의 유연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노동법 체계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정규직 보호가 중심이 되어 내부자-외부자간 경쟁 제한 문제를 들 수 있으며,
둘째는 공정성 개선을 위한 최소 기준이 과도하여 사적 계약에 필요 이상의 법률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그림 6]에서 최소 기준은 반드시 분배의 정의(distributional justice) 달성을 위한
것이며,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시하여 최소 기준 무용론-노동법 무용론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법의 최소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 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법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
로 대체하는 계약대체(contractual substitution)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 방향은 노동법의 과다 보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의 탈규제화 논리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노동법의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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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정립하고 이에 적절한 방향제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에도 노
동법은 그 본연의 분배적 고려(distributive consideration)에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
다. 그러나 분배적 고려도 전반적인 복지정책 및 조세정책과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계약에 개입할 경우에는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ineffi-

ciency)에 영향을 주는 기능성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계약자유(freedom of
contract)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장인프라로서의 법제도의 기능이 강
조되어야만 한다. 동시장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시장효율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의 중요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기능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약의 명료화를 위한 노력과 계약상 기회주의를 억제하고 성실한 이행
을 촉구하기 위한 노동법 제도와 감독 체계의 정비 등은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법 제
도의 기능임은 부인되지 못할 것이다. 보다 궁극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경제효율성
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단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산업정책(indus-

trial policy)과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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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New Legisl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in
Korean Special Employ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Joonmo Cho
This paper proposes that expanded applications of social security laws and of
economic legislations to protect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s should precede
any new legislation of labor laws (i.e.,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o these workers. To dat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have been extended to
cover direct employees, but those in special employments have yet to be
offered such coverages of social insurances. If the recognition of workers as
laborers under the Korean Social Security Act is predetermined by the definition
of the laborer in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social
security legislation may not be able to function effectively as comprehensive
social safety net. Defining the concept of laborer in labor laws and applying
such a definition to other legislations, in particular, social security acts, is not a
practice accepted even in European countries. Social security coverage should be
extended not based on the provisions of Korean labor laws, but according to
independently and more freely determined a lower level of minimum criteria.
Korean social security paradigm must be adjusted so that a minimum level of
security newly established can be extended to all citizens even if such an action
may require drawing on the general account budget to finance the major social
insurance systems. To support this argument, this study sets out two sets of
empirical evidences. The first indicates that workers being covered by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tend to lessen the unionizing demand. Also, it suggests that
whether or not workers file their income tax return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unionizing demand. For example, the insurance solicitors income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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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rate was extremely low among other workers not affiliated with labor
unions as they belong to a relatively high-income bracket. The second set of
empirical evidence contained in this paper suggests that Coasian bargaining on
wages and the criteria of the worker under labor legislation takes place at the
workplace as indicated in the basic propositions of law and economics. This
signifies that the concept of the laborer in a labor contract is a product of
Coasian bargaining that is determined by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legal
precedents. Thus, the uniform application of labor laws may possibly lead to
reduced wages and loss of jobs for marginal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s.
Key words : Law and Economics, Special Employment, Legal Definition of
Laborer, Coasian Bargaining, Korean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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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낮은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건(event)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률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 학력별, 취
업형태별로 분석하며, 둘째, 출산과 독립적으로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셋째, 결혼과 출산 당시의 노동시장 경험이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우리에
게 명확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최근 세대의 여성들이 결혼
과 출산 전후에 상대적으로 과거 세대의 여성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결혼과 출산 직후 상당수가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전후에 취업을 경험한 우리나라 여성은 미국의 여성보다 생애취업기간이
길며, 현재 직장의 임금프레미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와 출산 후에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미국의 여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여성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 남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여성 취업률, 취업지 속성, 동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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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과 지적을 해주신 김종숙 박사님을 비롯한 세미나 참석자들과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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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아직
까지도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2000년 현재 15∼64세 사이의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8%인 데 비하여 OECD 전체 평균은 61.3%로 약

10%point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유럽연합국과의 비교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금재호, 2001; 안주엽, 2001).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몇 가
지가 있다. 우선, 그동안 여성의 학력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따라서 여성들이 생산
적인 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인적자본의
손실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 현재처럼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는 1인당 국민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인 2만 달
러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주로 가장 한 사람의 수입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Barrow(1999)는 미국에서
취학 이전의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70년에 30.3%에서 1996년
에 62.7%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취학 이전의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기혼여성 전
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5년에 41%에서 2001년 49%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에 경제활동참가율이 49%라는 것은 미국의 경우 1996년 취학 이전의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2.7%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2001)에
따르면 노인인구 1명당 경제활동인구가 1970년에 11.8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 7.9명
으로 하락하였고, 2010년에 5.5명, 2020년에 3.9명, 2030년에는 2.4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 아래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뿐 아
니라 노인인구의 부양을 위해서 노동력 확보가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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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이유로 노동수
요 측면의 제약과 차별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미비 등도 여성의 사
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뿐 아니라 그 자체로 여
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이 낮은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꼽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
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것, 즉 결
혼과 동시에 상당수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과 출산 후 혹은 취학 이전의 자녀를 가진
엄마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정도이다. 또한
대부분의 실증적 결과는 횡단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다.1) 결혼이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을 낮춘다는 것이 과연 최근 세대에도 적용되는지, 또 결혼과 출산 전․후
경제활동참가율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결
혼과 출산이라는 사건(event)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률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동태적 분석은 과정을 중시하며 정태적 분석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예들 들면 정태적 분석에서는 나이가 어린 자녀수가 많으면 엄마의 현재 경제활동참가
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이를 가질 당시 경제활동참가율이 어떻게 낮아지
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시계열적 정보를 이용하여 결혼과 출산이 실제로 여성의 취업률을 어떻게 변화시
키는지 또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외국의 연구들은 주로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
여 왔으며 혼인 여부에 따른 여성의 취업률 변화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출산뿐 아니라 결혼이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인다면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왜 선진국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 또는 경
제활동참가의 동태적 분석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기업이 제공하는 훈련교육의 실행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나 취업에 관한 최근 횡단면적인 연구로는 황수경(2002), 성지미․차은영
(2001), 김순미․이경희․성지미(20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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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효과적으로 정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필요하다(Nakamura and

Nakamura, 1996).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선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
학력별, 취업형태별로 분석하며, 다음으로 출산과 독립적으로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결혼과 출산 당시의 노동시장 경험이 현재의 노
동시장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 부분은 Shapiro and

Mott(1994)와 Klerman and Leibowitz(1994) 등이 미국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출산 전후의 취업이 현재의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들의 결
과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를 증명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자료의 구축 과정과 기초통계량을 제시하
며, 제3장에서는 결혼을 중심으로 한 취업률의 변화를, 제4장에서는 출산을 중심으로
한 취업률의 변화를 각각 그래프를 통하여 설명하며 그래프는 학력, 연령, 취업형태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된다. 제5장은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생애취업기간과 현
재 취업확률, 현재 임금 등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모형을 통하여 살펴본다. 제6장
은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정책함의를 제시하며, 추가적인 표와 그래프는 부록에 붙
인다.

Ⅱ. 자료의 구축 및 기초통계

1. 자료의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차 조사인 1998년 자료이다.2) 한국노동
패널 1차 조사에서는 모든 응답자에게 15세 이후 일자리 경험에 대하여 묻고 있으며
따라서 각 개인의 15세 이후 취업상태에 대한 회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
2)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 당시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의 취업상태를 동태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노동패널 1차 조사(1998)에서 제공하는 회고적 정보에 의존
한다. 원칙적으로 노동패널 1차에서 4차까지의 자료 사용이 가능하나 최근에 이를수록 표본 손실
이 많으며 또 본 연구가 결혼과 출산 당시의 취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표본 손
실이 가장 적은 1차(1998) 자료를 선택한 것이다. 다만 기혼여성의 현재 취업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1998년이 IMF 직후라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제5
장의 분석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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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 취업정보와 결혼과 출산의 사건을 연결시켜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대상은 1998년 현재 연령이 25세 이상이며 54세 이하인 기혼여성으로 적어도 1
명의 출산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한다. 연령의 하한선을 25세로 정한 것은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경험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5세는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며
연령의 상한선을 54세로 정한 것은 여성이 활발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이루어졌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의 연령 제한 이외에도 결혼시기와 출산시기, 15세 이후의 일자리 경험에 대한 정보
가 누락된 사람을 제외시킨 3,24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결혼과 출산이 임금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속년수 등 관련
변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여성을 제외한 66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기초통계
<표 1>은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취업률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의 기초통계
량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표본의 평균연령은 약 40세이며,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
고, 자녀수는 평균 2명, 결혼연령은 25세, 출산연령은 26세로 대체로 결혼한 다음해에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을 낮춘다는 것은 <표 1>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체
표본에서 결혼은 취업률을 11.2%point(27.6→16.4), 출산은 취업률을 8.7%point (24.1
→15.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최근 세대(25∼34세)일수록 결
혼 전이나 결혼 후, 출산전이나 출산 후의 취업률 자체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결혼 후, 출산 후의 취업률 하락은 이전 세대 못지 않게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1>만을 본다면 결혼이나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을 낮추는 중요한 요
인이라는 사실은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재 취업률이 25∼34세 여성에게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
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이들 여성에게 있어 출산 후 현재(1998년)까지 기간이 가장
짧고 따라서 이들 여성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어려 어머니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장의 결혼과 출산 주변의 취업률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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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취업률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의 기초통계량
전 체

25 ∼34 세

35 ∼44 세

45 ∼54 세

연령

40.229
(7.302)

30.861
(2.482)

39.482
(2.788)

48.995
(2.748)

초등 이하

0.158
(0.365)

0.015
(0.120)

0.101
(0.302)

0.357
(0.479)

중학교

0.212
(0.409)

0.084
(0.278)

0.246
(0.431)

0.270
(0.444)

고등학교

0.472
(0.499)

0.652
(0.477)

0.494
(0.500)

0.292
(0.455)

전문대

0.051
(0.220)

0.095
(0.294)

0.052
(0.223)

0.013
(0.113)

대학 이상

0.107
(0.309)

0.154
(0.361)

0.106
(0.308)

0.068
(0.252)

자녀수

2.102
(0.787)

1.678
(0.592)

2.010
(0.568)

2.582
(0.936)

결혼연령

24.790
(3.066)

25.101
(2.537)

25.072
(3.120)

24.128
(3.277)

출산연령

25.920
(3.185)

26.114
(2.695)

26.185
(3.362)

25.382
(3.232)

결혼 전 취업률

0.276
(0.447)

0.348
(0.477)

0.310
(0.463)

0.166
(0.373)

결혼 후 취업률

0.164
(0.370)

0.197
(0.398)

0.162
(0.368)

0.139
(0.347)

출산 전 취업률

0.241
(0.428)

0.291
(0.454)

0.267
(0.442)

0.164
(0.371)

출산 후 취업률

0.154
(0.361)

0.179
(0.384)

0.142
(0.349)

0.149
(0.357)

현재 취업률

0.435
(0.496)

0.276
(0.447)

0.486
(0.500)

0.492
(0.500)

표본수

3,245(100.0%)

819(25.2%)

1,429(44.0%)

997(30.7%)

주 : (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결혼 전은 결혼한 전해, 결혼 후는 결혼한 다음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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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kman and Willis(1979), Shapiro and Mott(1994)는 한 기간의 경제활동참여는
미래의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인적자본이론과 노동시장
진입의 고정비용(fixed costs of entry) 이론과도 일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
서는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조건부 확률을 통하여 취업 경험의 지속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조건부 확률의 계산 결과는 아래 <표 2>에 제시된다.
<표 2> 결혼,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출산 후의 조건부 취업확률
결혼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P( 결혼후
P( 결혼후
P( 결혼후
P( 결혼후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결혼전
결혼전
결혼전
결혼전

취업)
취업)
비취업
비취업)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P( 출산후
P( 출산후
P( 출산후
P( 출산후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출산전
출산전
출산전
출산전

취업)
취업)
비취업
비취업)

전체

41.8
58.2
6.7
93.3
전체

51.5
48.5
3.9
96.1

25 ∼34 세
47.0
53.0
5.1
94.9
25 ∼34 세
52.1
47.9
4.0
96.0

35 ∼44 세
38.6
61.4
6.1
93.9
35 ∼44 세
43.8
56.2
3.4
96.6

45 ∼54 세
41.6
58.4
8.4
91.6
45 ∼54 세
68.3
31.7
4.4
95.6

주 : 결혼 전은 결혼한 전 해, 결혼 후는 결혼한 다음 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임.

<표 2>를 보면 앞서 언급한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결혼 전
에 취업한 사람이 결혼 후 취업할 확률(41.8%)이 결혼 전 취업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
후 취업할 확률(6.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취업상태도 마찬가지로 나타
나고 있는데 결혼 전 비취업자는 결혼 후에도 비취업자로 남을 확률이 결혼 전 취업
자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한 시점의 경제활동참여(비참여)가 미래의 경제활동참여(비
참여)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을 Shaw(1994)는 지속성(persistence)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표 2>를 보면 이러한 지속성은 출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결혼 전후의 취업 지속성(employment persistence)이 25∼3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P(결혼후 취업|결혼전 취업)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결혼으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는 가능성이 젊은 세대에 상대적으로 낮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 전후의 취업 지속성은 오히려 45∼54세 연령층에서 최
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약간 의외의 결과로 여겨질 수 있다.
출산 전후의 취업 지속성이 젊은 층에서보다 오히려 중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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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영업3)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45∼54세의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형태
가 주로 자영업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은 취업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최근 세대의 기혼여성의 경우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의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출산이 취업률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업을 임금근로와 자영업으로 구분하여 조건부 확률
을 구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표 3> 결혼,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출산 후의 조건부 취업확률(임금근로)
결혼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P( 결혼후
P( 결혼후
P( 결혼후
P( 결혼후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결혼전
결혼전
결혼전
결혼전

취업)
취업)
비취업)
비취업)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P( 출산후
P( 출산후
P( 출산후
P( 출산후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출산전
출산전
출산전
출산전

취업)
취업)
비취업
비취업)

전체

38.0
62.0
1.7
98.3
전체

41.7
58.3
1.2
98.8

25 ∼34 세
41.6
58.4
2.6
97.4
25 ∼34 세
46.4
53.6
1.3
98.7

35 ∼44 세

45 ∼54 세

35.5
64.5
1.5
98.5
35 ∼44 세

38.1
61.9
1.4
98.6
45 ∼54 세

35.2
64.8
1.1
98.9

52.7
47.3
1.3
98.7

<표 4> 결혼,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출산 후의 조건부 취업확률(자영업)
결혼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P( 결혼후
P( 결혼후
P( 결혼후
P( 결혼후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결혼전
결혼전
결혼전
결혼전

취업)
취업)
비취업)
비취업)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P( 출산후
P( 출산후
P( 출산후
P( 출산후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출산전
출산전
출산전
출산전

취업)
취업)
비취업
비취업)

전체

44.8
55.2
4.4
95.6
전체

65.9
34.1
2.5
97.5

25 ∼34 세
60.8
39.2
2.2
97.8
25 ∼34 세
66.7
33.3
1.3
97.6

35 ∼44 세
40.4
59.6
4.1
95.9
35 ∼44 세
57.5
42.5
2.1
97.9

45 ∼54 세
40.0
60.0
6.6
93.4
45 ∼54 세
76.7
23.3
3.1
96.9

3) 이 논문에서 자영업은 고용주와 자영업자뿐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자영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 예는 Blanchflower
(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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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로의 취업만을 국한해서 본 <표 3>을 보면 전체 취업을 대상으로 한 <표

2>의 결과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혼 전후의 취업 지속성
은 25∼3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출산 전후의 취업 지속성은 45∼54세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 때문에 45∼54세에서 출산 전후의
취업 지속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가능성은 육아비용일 수 있
다. 즉 현재 노년세대가 출산할 당시에는 가족구조가 상대적으로 대가족체제였다. 따라
서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 비용도 낮았을 것이다. 반
면에 최근 세대는 핵가족 중심이며 따라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공공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탁아비용도 높을 것이다. 이러한 이
유로 오히려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
로는 가능성일 뿐이며 추후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자영업으로의 취업만을 국한해서 본 <표 4>의 결과도 전체 취업을 대상으로 한 결
과나 임금근로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형태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
다. 다만 P(결혼후 취업|결혼전 취업)이 임금근로일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특징적
이다.

Ⅲ. 결혼을 중심으로 한 취업률 변화

이 장에서는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래프를 통하여 분석
하기로 한다. 그래프는 결혼 5년 전부터 결혼 15년 후까지 20년간의 취업률을 나타내
며 또한 학력, 연령(세대)에 따라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살펴보고, 취업을 임금근로와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포함)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기도 할 것이다.4)

4) Shapiro and Mott(1994)는 미국의 NLSY를 이용하여 출산 전후 월단위의 취업률을 계산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은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를 회고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월단위로 취업 여부를 측정하기에는 missing이 많이 발생하고 부정확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하 분석에서는 연단위(전일근무로 적어도 2개월 이상 일한 경우)로 취업률을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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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력별 결혼 전후의 취업률
[그림 1]은 결혼 5년 전(B5)부터 결혼 15년 후(F15)까지 20년간의 취업률의 변동을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
진 여성이 고졸 이하인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나 결혼 2년 전에
정점에 달하고 1년 전부터 취업률이 하락하여 결혼 직후(F1) 급강하고 결혼 3년 후부
터 취업률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림 1]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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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임금근로와 자영업으로 구분하여 학력별 취업률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그림 3]이다. [그림 2]와 [그림 3]은 아주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는데, 임금근로
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여성이 고졸 이하인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
나나 자영업의 경우는 반대로 고졸 이하인 여성이 전문대 이상의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취업률의 동태적 분석(김우영)

[그림 2]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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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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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혼도 임금근로자에게는 취업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결혼 직후 다소 취업률이 하락하다가 곧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앞서 자영업자의 경우 P(결혼후 취업|결혼전 취업)이 임금근로자보다
훨씬 높다는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에 있어 결혼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임금근로에 국한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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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별 결혼 전후의 취업률
이제 결혼 전후의 취업률 변화가 연령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
령별 취업률은 과거 세대에서 최근 세대로 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어떻게 변했
는지 특히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이 최근 세대에게는 약해졌는지를 아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4]에서 [그림 8]까지는 연령별 취업률을 학력과
취업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그림 4]를 보면 25∼34세의 여성이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여성보다 취업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혼 1년 전(B1)과 1년 후(F1)를 비교
할 때 35∼44세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결혼 후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4] 연령별 결혼 전후 취업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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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취업률의 변화를 학력을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가 [그림 5]와 [그림 6]이다.
두 그림을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이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나 모두 과거세대보다는
최근 세대가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최근 세대인 2

5∼34세 여성이 결혼 후 취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저학력자뿐 아니라 고학력자에게
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률을 높이는 데 아직도 결혼은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취업률의 동태적 분석(김우영)

[그림 5] 연령별 결혼 전후 취업률(고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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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령별 결혼 전후 취업률(전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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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과 [그림 8]은 취업을 임금근로와 자영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두
그래프를 통하여 우리는 젊은 연령층의 취업률이 고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
유는 임금근로자로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자영업 비율은
최근 세대일 경우 오히려 낮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세대인 25∼34세 여성이 결혼 후
취업과 분리되는 현상은 예상대로 임금근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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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령별 결혼 전후 취업률(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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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령별 결혼 전후 취업률(자영업)
<그 림 8> 연 령 별 결 혼 전 후 취 업 률 (자 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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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취업률 비교를 통하여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상당
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결혼후 취업률 하락이 출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에서도 나타나듯이 평균
적인 여성은 결혼 다음해에 출산을 한다. 따라서 결혼 후 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은 출
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순수한 결혼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산이 결혼
다음해가 아닌 사람들만을 선택하여 위의 그래프들을 만들어 보았다.5) 전체 표본에 대
5) 좀더 명백한 결혼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산이 결혼 3년 혹은 4년 후 등인 여성들을 대상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취업률의 동태적 분석(김우영)

한 결과는 [그림 9]에 제시되며 취업형태별 그래프는 부록에 제시된다. 이들 그림을
보면 앞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영업으로의 취업을 제외하면
결혼직후 여성의 취업률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취업
률을 하락시키는 순수한 결혼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 9]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전체) : 출산이 결혼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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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출산을 중심으로 한 취업률 변화

여기서는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전과 마찬가지로 출산 5년 전(B5)부터 출산 15년 후(F15)까지 20년간의
취업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며 학력, 연령(세대), 임금근로,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으로 취업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
한다. 첫째는 약 50% 이상이 결혼 1∼2년 후에 출산을 하기 때문에 결혼 3년 혹은 4년 후 출산
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표본이 너무 작아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더 심각한 문제로서 표본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 후 상당시간 동안 출산하지 않는 여성은 일을 계속하기 위
해서 출산을 지연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들은 무작위표본(random sample)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들에게 결혼이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출산이 결혼 다
음해가 아닌 여성만을 대상으로 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본다. 물론 이 경우도 표본선택의 여지는
발생할 수 있으나 출산과 결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표본보다는 덜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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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력 및 취업형태별 출산 전후의 취업률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림 10]을 보면 출산 3년 전(B3)에 취업률이 정점에 이
르고 그 후 하락하여 출산 후 3년(F3)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그 이후 점차 취업률이
상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학력이나 저학력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이 기혼여성의 취업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 후 11년

(F11)이 지난 다음에야 출산 전의 최고 취업률(B2)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출산 3년 전부터 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은 대부분 출산 1년 전에 결혼하고 따라서
그 전년부터 결혼준비로 취업률이 하락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
떤 이유로든 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결혼을 대안으로 생각할 경우 결혼 이전부터
출산까지 계속해서 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처럼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림 10] 학력별 출산 전후 취업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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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와 자영업으로 구분하여 출산이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가
아래 [그림 11]과 [그림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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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학력별 출산 전후 취업률(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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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학력별 출산 전후 취업률(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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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결혼과 마찬가지로 출산은 취업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자영업의 경우에는 출산 당시(B0) 다소 취업률이 하락하다가 곧바로 꾸준
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출산의 부정적인 효과도 임금근로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결혼 자체는
자영업으로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출산 자체는 취업률을 일시적
으로나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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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별 출산 전후의 취업률
이제 출산 전후의 여성의 취업률 변화가 연령별(세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
실이나 과거 세대에서 최근 세대로 오면서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어
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서는 과연 출산의 부정적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해 왔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그림 13]을 보면 25∼34세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여성보다 전반적으
로 취업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출산 1년 전(B1)과 1년 후(F1)를 비교할 때

35∼44세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출산 후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45∼54세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과 대조된다. 결과적으로 출산이 여성 취업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근 세대에도
약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연령별 출산 전후 취업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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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앞서 과거 세대의 높은 자영업 가능성과 최근 세대
의 높은 육아비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자영업 가능성은 아래 임금근로만을 대상으로
한 [그림 16]에서도 최근 세대가 출산 후 취업률이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는 점에서 기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최근 세대의 높은 육아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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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유력하다. 즉 현재 노년세대가 출산할 당시에는 가족구조가 상대적으로 대가족체
제였고 따라서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 비용도 낮았을
것이다. 반면에 최근 세대는 핵가족 중심이며 따라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상대적으
로 적을 뿐 아니라 공공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탁아비용도 높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추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연령별 취업률의 변화를 학력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가 [그림

14]와 [그림 15]이다.
[그림 14] 연령별 출산 전후 취업률(고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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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령별 출산 전후 취업률(전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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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을 보면 출산을 중심으로 할 때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고졸 이하의 학력이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나 모두 과거 세대보다는 최근 세대가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세대인 25∼34세 여성이 출산 후 취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저학
력자뿐 아니라 고학력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취업을 임금근로와 자영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그림 16] 연령별 출산 전후 취업률(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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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령별 출산 전후 취업률(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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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을 보면 젊은 연령층의 취업률이 고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으며 자영업 비율은 최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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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경우 오히려 낮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세대인 25∼34세 여성이 출산 후 취업과
분리되는 현상은 예상대로 임금근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보육비용의 상대적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Ⅴ.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생애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지금까지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결혼과 출산 전후의 노동시장 경험, 즉 취업 여부가 생애취
업률과 현재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eckman and Willis(1979), Shapiro and Mott(1994)는 한 기간의 경제활동참여가
미래의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주장이 우리나라 여성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1. 현재 취업 및 출산 후 취업 경력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경험이 출산 후의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다. <표 5>는 세개의 회귀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인데 첫번째는 현재의 취업 여부를, 두번째는 출산과 현재 사이의 취업기간을, 세
번째는 출산 후 현재까지의 총기간 중 취업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있으며, 첫번째 모형은 Probit으로, 나머지 두 모형은 OLS로 추정되어졌다.
세 가지 추정 모형은 Shapiro and Mott(1994)가 사용한 모형과 같으며 통제변수도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같게 유지하였다. 다만

Shapiro and Mott(1994)가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만을 변수로 포함시킨 것에 반하여
본 모형에서는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6)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를 추가로 변수에 포함시킨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6)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와 함께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은 결혼과 출산이 대부분
1년 간격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 변수간의 다중공산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들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결혼 후 취업과 출산 후 취업간의 상관계수가 0.81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결혼 전 취업과 출산 전 취업이 0.73으로, 나머지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0.35에서 0.65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공산성은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크게 해 유의성을 낮추는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한 지 상당기간이 지난 후 출산한 여성들만 별도로 추

노동정책연구 2003년 제3권 제1호

출산을 통제한 후에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가 여성의 출산 후의 취업률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표 5> 현재 취업확률, 출산 후 현재까지의 취업기간, 취업비중에 대한 추정 결과 (전체)
변

수

결혼 직전 취업
결혼 직후 취업
출산 직전 취업
출산 직후 취업
35 ∼44 세
45 ∼54 세
첫아이 연령
10 세 이하 자녀수
자녀수
근로가능기간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 년제 대학 졸업
남편 존재
절편
R-squre
표본수

현재 취업확률
0.388 (0.082)**
-0.004 (0.118)
0.497 (0.098)**
1.133 (0.116)**
0.305 (0.084)**
-0.031 (0.130)
0.022 (0.007)**
-0.366 (0.078)**
0.263 (0.079)**
0.199 (0.065)**
-0.158 (0.127)
0.022 (0.087)
-0.399 (0.090)**
-0.596 (0.151)**
-1765.196
3,242

종속변수
출산 후 취업기간
0.155 (0.266)
0.527 (0.401)
0.613 (0.328)*
7.950 (0.381)**
0.425 (0.263)
0.163 (0.431)
0.364 (0.124)**
0.237 (0.023)**
2.059 (0.270)**
0.475 (0.223)**
-0.513 (0.377)
-0.268 (0.275)
-0.997 (0.308)**
-1.442 (0.405)**
0.451
3,242

출산 후 취업비중
0.065 (0.013)**
0.032 (0.020)
0.046 (0.017)**
0.625 (0.019)**
0.065 (0.011)**
0.062 (0.013)**
-0.001 (0.006)
0.089 (0.013)**
0.036 (0.011)**
-0.023 (0.019)
0.025 (0.014)*
-0.064 (0.016)**
0.117 (0.020)**
0.570
3,242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해,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임.
현재 취업확률 모형은 Probit으로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R-square 대신
log-likelihood값이 제시됨.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우선 <표 5>에 나타난 현재 취업확률 모형을 보면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현재의
취업확률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결혼 후의 취업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
지만 결혼 전의 취업은 현재 취업확률을 높이고 또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정하는 것은 각주 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sampl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다중공산성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또한 결혼 전후의 취업변수를 제외하는 것은 omitted variable 문제를 야
기 시킬 수 있으며 또한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와 독립적으로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위배된다. 다행히 추정 결과에서 결혼 전 취업과 출산 후 취업 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산성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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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결혼 후의 취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결혼 후와
출산전이 시기적으로 겹쳐서 결혼 후의 효과가 출산 전의 효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10세 이하의 자녀가 적을수록, 남편이 없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예상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
다음으로 출산 후 취업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를 보면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출산 후 현재까지의 취업기간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결혼 전후의 취업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출산 직전과 직후에 취업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무려 출산 후 취업기간이 약 8.5년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Shapiro and Mott(1994)가 추정한 약 5년과 비교하면 월등히 긴 기간이다. 이러한 결
과는 출산 전후의 취업유지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생애취업기간을 늘리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 취업비중(출산 후 취업기간/근로가능기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
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역시 출산 전후의 취업 경험이 출산 후 취업비중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혼 직전 취업 경험도 출산 후 취업비중을 높이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출산 전후 취업 경험이 있는, 즉 노동시장에 강한 귀착력을
가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현재 취업률과 출산 후 취업기간 및 취업비중 모
두에 있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전후의 취업 경험은 출산 전후의 취업 경
험만큼은 강한 예측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취업확률과 출산 후 취업비중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얻어진 이러한 결과는 출산만
을 고려한 Shapiro and Mott(1994)의 연구를 확장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5>는 연령층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세대의 차이를 통제하려 했다. 만약 더미
변수가 이러한 세대차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위의 결과는 결혼과 출산 전후
취업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표본수가 많은 35∼44세를 대상으로 위의 세모형을 다시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7) 앞서 지적한 대로 1998년 자료를 사용할 경우 IMF 직후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현재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1999년 자
료를 가지고 현재 취업확률 모형을 재추정하여 보았다(부표 3에 결과 제시). 1999년 자료를 사용
할 경우 3,242명에서 2,807명으로 표본이 약 13.5% 감소하나 추정 결과는 1998년 자료를 사용
할 때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다. 이는 35∼44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잠정적
이긴 하나 다른 해를 분석하여도 본 연구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출산 후
취업기간이나 취업비중은 누적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표본 손실이 무작위(random)하게 나타난다면
본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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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는 <표 5>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결혼 전의 취업 경험이
출산 후 취업기간을 늘리며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출산 전후의 취업 경험과 독립적으로, 결혼 전
후의 취업 경험이 여성의 출산 후 취업 경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강
화시켜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표 6> 현재 취업확률, 출산 후 현재까지의 취업기간, 취업비중에 대한 추정 결과 (35∼44세)
변

수

결혼 직전 취업
결혼 직후 취업
출산 직전 취업
출산 직후 취업
첫아이 연령
10 세 이하 자녀수
자녀수
근로가능기간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 년제 대학 졸업
남편 존재
절편
R-square
표본수

종속변수
현재 취업 확률
0.268 (0.120)**
-0.128 (0.167)
0.558 (0.141)**
1.068 (0.172)**
0.040 (0.012)**
-0.239 (0.101)**
0.090 (0.127)
0.223 (0.090)**
-0.147 (0.178)
-0.052 (0.126)
-0.427 (0.142)**
-0.507 (0.251)**
-830.409

1,428

출산 후 취업기간
0.583 (0.320)*
0.436 (0.450)
0.581 (0.378)
7.221 (0.447)**
-0.075 (0.180)
0.350 (0.025)**
0.756 (0.350)**
0.540 (0.249)**
-0.051 (0.451)
0.284 (0.330)
-1.124 (0.385)**
-1.487 (0.567)**
0.456

1,428

출산 후 취업비중
0.044 (0.021)**
0.000 (0.030)
0.070 (0.025)**
0.613 (0.030)**
-0.005 (0.011)
0.057 (0.022)**
0.045 (0.016)**
-0.040 (0.030)
0.029 (0.022)
-0.098 (0.025)**
0.230 (0.033)**
0.505

1,428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해,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임.
현재 취업확률 모형은 Probit으로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R-square 대신 log-likelihood값
이 제시됨.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2. 현재 임금
결혼과 출산 전후에 취업한 여성은 노동시장에 강한 귀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들은 다른 여성보다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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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hapiro and

Mott(1994)의 모형에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를 추가로 포함시켜 현재의 임금함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다.

<표 7>의 모형 1은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를 제외한 모형으로 예상대로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총근로경험이 많을수록, 현직장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
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 2는 모형 1에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를 포함시킨 것으로 출산 직후 취업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변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Shapiro

and

Mott(1994)의 결과는 서로 상이한 것 같지만 또 공통이라 말할 수도 있다.
<표 7> 현재 시간당 로그임금 대한 추정 결과 (전체)
변

수

결혼 직전 취업
결혼 직후 취업
출산 직전 취업
출산 직후 취업
35 ∼44 세
45 ∼54 세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 년제 대학 졸업
출산 후 총근로기간
출산 후 총근로기간의 제곱
근속년수
근속년수의 제곱
절편

모형 l

0.053
0.131
-0.403
-0.340
0.512
0.550
0.022
-0.001
0.052
-0.002
0.175

(0.058)
(0.070)*
(0.061)**
(0.053)**
(0.102)**
(0.066)**
(0.013)*
(0.001)
(0.011)**
(0.001)**
(0.059)**

모형 2

0.035
-0.061
-0.015
0.248
0.116
0.214
-0.389
-0.333
0.441
0.491
0.019
-0.001
0.047
-0.001
0.109

(0.063)
(0.082)
(0.073)
(0.081)**
(0.061)*
(0.075)**
(0.061)**
(0.053)**
(0.103)**
(0.068)**
(0.013)
(0.0006)*
(0.011)**
(0.0005)**
(0.067)

R-square

0.386

0.399

표본수

660

660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해,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임.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Shapiro and Mott(1994)의 추정 결과에서는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출산 후 총근로기간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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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에 일한 여성이 출산 후 총근로기간이 백인의 경우 약 5년 정도 길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출산 전후에 취업한 백인 여성의 경우 현재 약 19%의 임금프레미엄
을 가진다고 결론 짓고 있다. 즉 Shapiro and Mott(1994)는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출산 후 총근로기간의 증가를 통해 현재 임금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표 7>의 결과는 출산 후의 취업이 직접적으로 현재 임금을 약 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 변수가 포함
됨으로써 출산 후 총근로기간은 현재 임금증가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는 결
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 변수들이 출산 후 총근로기간의 효과를 대체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앞의 현재 취업률에 대한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5∼44세만을 대상으로
시간당 로그임금함수를 다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현재 시간당 로그임금 대한 추정 결과 (35∼44세)
변

수

결혼 직전 취업
결혼 직후 취업
출산 직전 취업
출산 직후 취업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 년제 대학 졸업
출산 후 총근로년수
출산 후 총근로년수의 제곱
근속년수
근속년수의 제곱
절편
R-square
표본수

모형 1

-0.322 (0.090)**
-0.358 (0.063)**
0.297 (0.138)**
0.459 (0.088)**
0.046 (0.023)**
-0.002 (0.001)*
0.045 (0.019)**
-0.001 (0.001)
0.161 (0.070)**
0.417
334

모형 2

0.108 (0.081)
-0.144 (0.108)
-0.056 (0.090)
0.358 (0.111)**
-0.289 (0.091)**
-0.350 (0.063)**
0.209 (0.140)
0.382 (0.091)**
0.042 (0.023)*
-0.002 (0.001)*
0.042 (0.019)**
-0.001 (0.001)
0.148 (0.073)**
0.440
334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해,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임.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위 <표 8>의 결과는 <표 7>의 결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출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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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업이 현재 임금을 약 3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출산 후 총근로
기간 역시 현재 임금을 1년에 약 4%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5∼

44세를 대상으로 한 <표 6>의 결과를 보면 결혼 전 취업한 여성과, 출산 후 취업한
여성은 출산 후 총근로기간을 각각 0.583년, 7.221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결혼 전과 출산 후에 일한 여성은 현재 약 56%의 임금프레미엄을 받고 있
음을 알 수 있다.8) 이러한 영향은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얻어진 Shapiro and

Mott(1994)의 추정 결과와 비교할 때 월등히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 개인의 노동
시장 경험에 대한 시계열적 정보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동태적 분석을 통하
여 우리는 결혼과 출산 전․후 여성의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았으며, 이러
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여성의 생애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세대별,
학력별, 취업형태별로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결혼과 출산 당시의 노동시장 경
험이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Shapiro and Mott(1994) 등이
사용한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표본에서 결혼과 출산은 여성 취업률을 각각 11.2%point, 8.7%point 낮추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최근 세대(25∼34세)일수록 결혼과 출
산 전후의 취업률 자체는 높지만 결혼 후, 출산 후의 취업률 하락은 이전 세대
못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결혼 전에 취업한 사람이 결혼 후 취업할 확률이 결혼 전 취업하지 않는 사람이
8) 이 수치는 출산 후 취업의 계수인 0.358과 결혼 전 취업과 출산 후 취업이 출산 후 총근로기간
에 미친 7.804년이 현재 임금에 미친 영향인 0.042×7.804-0.002×7.8042의 효과를 합친 결과이
다.

노동정책연구 2003년 제3권 제1호

결혼 후 취업할 확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지속성은 출산에서도 적
용된다. 연령별로 보면 결혼 전후의 취업 지속성이 젊은 층(25∼3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출산 전후의 취업 지속성은 오히려 45∼54세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여성의 결혼과 출산 전후 취업률의 변화를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이하인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나 결혼(출
산)전부터 취업률이 하락하여 결혼(출산) 직후 급강하고 결혼(출산) 3∼4년 후부
터 취업률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모든 학력에 있어 결혼

(출산)은 임금근로자에게는 취업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영업자의 경
우에는 결혼(출산) 직후 다소 취업률이 하락하다가 곧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임금근로로의 취업률과 자영업으로의 취업률은 결혼(출산) 1∼2년 후부터 역전되
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로 고졸 이하의 학력자에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는 결혼(출산) 직후 취업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률이 자영업자로의 취업률보다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자영업이 열등한 취업형태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5. 여성의 결혼과 출산 전후 취업률의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25∼34세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여성보다 취업률이 높으나 결혼(출산) 후 다른 연령층과 마
찬가지로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최근 세
대인 25∼34세 여성이 결혼(출산) 후 취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저학력자뿐 아니
라 고학력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아직도 결혼과 출산은 중대한 장애물로 작
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출산 전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현재 취업률과 출산
후 취업기간 및 취업비중 모두에 있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전후의
취업 경험은 현재 취업확률과 출산 후 취업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전후의 취업 경험과 별개로 결혼 전후의 취업 경험이 우리나
라 여성의 출산 후 취업 경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7. 출산 후의 취업은 현재 임금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
5∼44세의 연령층에 있어서는 결혼 전의 취업도 총근로경험을 연장시킴으로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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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현재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우리에게 명확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최근 세대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전후에 상대적으로 과거 세대의 여성보다 취업
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결혼과 출산 직후 상당수가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 직후 여성의 취업률 하락이 공급측의 원인 때문인지,
아니면 수요측의 원인 때문인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최근 중앙일보 기사(2002년 9월

10일, 10월 4일)를 비추어 보면 공급과 수요 양쪽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는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시리즈로 다루었는데 한 경우는 매우 능력있는 여
성이 변호사와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포기한 사례를 다루면서 회사가 그 여직원을 붙잡
았지만 “입사 때부터 결혼하면 그만둘 생각이었다”는 답변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는 고시 붙고 자격증을 따도 여자는 취업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과 취업하더라도 여직원에 대한 승진규정이 없어 남자 직원보다 훨씬
늦게 승진하는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사회분위기를 다루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
서 결혼 후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공급과 수요 모두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
여진다.
어떤 이유에서건 결혼과 출산 후 여성의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고 출산 후 11년이
지나야 출산 전의 최고 취업률 수준을 회복한다는 것은 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
률이 선진국 기혼여성들보다 낮은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
우 출산 후 일(work)은 하지 않지만 취업(employment)은 계속 유지하는 여성이 많아
진다는 것을 Klerman and Leibowitz(1994) 등이 밝혔으며 이는 기혼여성들이 출산시
휴가,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직 등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러한 경향은
결국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감소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기혼여성들이 출산시 휴가,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직 등을 많이 사용하여 취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육아휴직의 법적 대상과 범위
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 출산했을 때 기업들이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직 등을 허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것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젊은 기혼여성의 경우 기성세
대보다 오히려 출산 후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높은 탁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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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값싸고 접근이 용이한 공공 탁아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결혼과 출산 전후에 취업을 경험한 우리나라 여성은 미국의 여성보
다 생애취업기간이 길며, 현재 직장의 임금프레미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와 출산 후에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미국의 여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여성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 남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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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현재 취업확률, 출산 후 현재까지의 취업기간, 취업비중에 대한 추정 결과(25∼34세)
변

수

결혼전 취업
결혼후 취업
출산전 취업
출산후 취업
첫아이 연령
10 세 이하 자녀수
자녀수
근로가능기간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 년제 대학 졸업
남편 존재
절편

현재 취업확률

0.510
-0.115
0.808
1.632
0.147
0.127

(0.186)**
(0.242)
(0.208)**
(0.234)**
(0.024)**
(0.337)
-0.041 (0.481)
0.005 (0.207)
0.116 (0.225)
0.396 (0.174)**
0.090 (0.465)
-2.662 (0.633)**

출산 후 취업기간

0.199
0.268
0.418
2.877

(0.159)
(0.245)
(0.195)**
(0.231)**

-0.162 (0.097)*
0.296 (0.020)**
0.642 (0.409)
0.051 (0.182)
-0.090 (0.168)
0.093 (0.139)
-0.269 (0.400)
-0.596 (0.426)

출산 후 취업비중

0.026
0.018
0.133
0.721

(0.019)
(0.029)
(0.023)**
(0.027)**

-0.006 (0.010)
-0.000 (0.047)
0.023 (0.021)
-0.001 (0.019)
0.024 (0.016)
-0.007 (0.047)
0.043 (0.050)

R-square

-271.330

0.587

0.812

표본수

816

816

816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취업률의 동태적 분석(김우영)

<부표 2> 현재 취업확률, 출산 후 현재까지의 취업기간, 취업비중에 대한 추정 결과(45∼54세)
변 수
결혼전 취업
결혼후 취업
출산전 취업
출산후 취업
첫아이 연령
10 세 이하 자녀수
자녀수
근로가능기간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 년제 대학 졸업
남편 존재
절편
R-square
표본수

현재 취업 확률
0.417 (0.151)**
0.295 (0.244)
-0.042 (0.203)
0.982 (0.224)**
-0.023 (0.011)**
-0.336 (0.219)

출산 후 취업기간
1.468 (0.678)**
2.553 (1.121)**
-1.851 (0.924)**
13.603 (0.999)**
0.586 (0.237)**
0.095 (0.054)*
2.672 (0.521)**
0.442 (0.528)
-1.145 (1.749)
-0.616 (0.837)
-0.899 (0.572)
0.306 (1.305)
0.477
992

0.374 (0.110)**
0.107 (0.112)
-0.405 (0.408)
-0.258 (0.188)
-0.370 (0.123)**
0.511 (0.289)*
-609.838
992

출산 후 취업비중
0.096 (0.028)**
0.104 (0.046)**
-0.082 (0.038)**
0.578 (0.041)**
0.007 (0.009)
0.102 (0.021)**
0.017 (0.022)
-0.063 (0.072)
-0.018 (0.034)
-0.035 (0.024)
0.151 (0.033)**
0.471
992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 해,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 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임.
현재 취업확률 모형은 Probit으로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R-square 대신
log-likelihood값이 제시됨.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그림 1]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임금근로) : 출산이 결혼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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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자영업) : 출산이 결혼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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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현재 취업확률에 대한 추정 결과 (1999년 자료)
변

수

결혼 직전 취업
결혼 직후 취업
출산 직전 취업
출산 직후 취업
35 ∼44 세
45 ∼54 세
첫아이 연령
10 세 이하 자녀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 년제 대학 졸업
남편 존재
절편
log-likelihood
표본수

현재 취업확률
전체
0.341(0.082)**
0.064(0.124)
0.157(0.101)
0.778(0.119)**
0.294(0.083)**
-0.063(0.134)
0.018(0.007)**
-0.212(0.081)**
0.262(0.082)**
0.188(0.068)**
-0.260(0.122)**
-0.121(0.090)
-0.368(0.099)**
-0.311(0.157)**
-1716.406

2,807

35 ∼44 세
0.443(0.126)**
-0.018(0.180)
0.118(0.149)
0.723(0.182)**
0.026(0.012)**
-0.147(0.108)
0.215(0.134)
0.244(0.097)**
-0.261(0.180)
-0.046(0.134)
-0.435(0.158)**
-0.113(0.273)
-755.301
1,212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 해,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 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임.
현재 취업확률 모형은 Probit으로 추정되었음.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취업률의 동태적 분석(김우영)

abstract

A Dynamic Analysis of the Female Employment Rate:
The Role of Marriage and Child Birth
Woo-Yung Kim
In order to increase the female employment rate in Korea, we have to
understand why it is low compared to, for example, the OECD average. This
study employs a dynamic approach to analyze the female employment rate in
Korea, with special focus on marriage and child birth. In particular, this study:
(1) analyzes the impact of marriage and child birth on female employment rate
using various classifications, (2) identifies the effect of marriage independent
from child birth on the female employment rate, and (3) examines whether
employment experiences in the period surrounding marriage and child birth
affect current labor market status. The obtained results in this study deliver us
a clear message. That is, young women have higher employment rate than older
women, but a significant portion of young women are still separated from
employment following marriage and child birth.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Korean women who worked before and after marriage and child birth have
longer lifetime work experience and larger wage premium than American
counterpart. Therefore, if a system which prevents women from being separated
from jobs following marriage and child birth is introduced, then it is possible
that the female employment in Korea can grow faster than that in the United
States and it will certainly help reduce the male-female earnings gap in Korea.
Key Words : Female Employment Rate, Employment Persistence, Dyna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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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박 경 숙*

자영부문 노동력의 높은 비중, 노동시장의 분절화, 그리고 최근에 가세된 노
동유연화의 결과 전형적 은퇴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과정으로 비취업상태에 이
른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 55세 이상 고령
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에 은퇴제도, 노동시장의 불평등, 가족 조건과 같은 요
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공식적인 은퇴 경로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조건에서 진행된 노동이탈 과정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은퇴 유형
화의 이론적 기준들을 탐색하고 있다. 분석을 위하여 1998∼2000년 3개년도에
걸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핵심용어 : 은퇴, 직업 배열, 종사상지위 배열, 일자리 이동유형, KLIPS

Ⅰ. 머리말

1)

은퇴는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 머물던 일자리를 완전하게 그만둔 상태를 가리킨다.
은퇴는 흔히 장기실업상태와 구분되는데, 은퇴에 의한 비취업상태는 영구적이며 비가
역성을 지닌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Mutchler et als, 1997). 근대적 의미에서의 은퇴
는 또한 정년제나 연금혜택 보장과 같이 제도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유인된 노동이탈
과정으로 이해되었다(Gratton, 1996).
그런데 최근의 은퇴 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사회보험제도
투고일 : 2003년 2월 7일, 심사의뢰일 : 2월 14일, 심사완료일 : 3월 3일
* 동아대학교 사회학 조교수(pks0505@mail.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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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그리고 개인․가족환경에 따라 은퇴 과정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년으로 정한 시기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노동시장을 이
탈하는 조기 정년화 현상이 주목된다(Campbell and Henretta, 1980). 경제학적 접근
에서는 은퇴의 조기화 및 은퇴 과정의 다양화를 노동 및 여가 행위에 대한 개인의 선
택 범위가 증가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노동기회의 불평등에 초점을 두는 연구
들은 생애 과정을 통해 누적된 기회의 불균등, 노동시장의 분절화, 지역의 산업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은퇴 과정을 중요하게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있다(Flippen &

Tienda, 2000; Han & Moen, 1999). 노동시장 내 소수자적 지위를 차지하는 노동자
들은 생애를 통해 비취업 위기가 크며, 은퇴와 실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논의하
고 있다(Gibson, 1987; O'Rand, 1996).
위의 예가 선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 고령자 중
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경력 이후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은퇴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 은퇴 과정을 밟는 노동자가 과연 노동자 일
반을 대표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전형적 은퇴 경로와는 상당히 다른
경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고령자가 그 수에 있어서는 더 전형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고령 노동자의 대다수는 제도적 정년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임
금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도시부문에서 소규
모의 행상, 판매,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비임금부문
에서는 일률적인 정년 규정을 받지 않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수준, 건강상태, 가족
조건에 따라 은퇴 시기가 결정되기 쉽다. 또한 일단 비취업상태에 있다가도 다시 취업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 결국 비임금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노동자의 은퇴 시기와
은퇴의 경계는 비결정성(indeterminacy)이 크다고 사료된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은퇴 경계는 보다 뚜렷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체가 55∼58
세에서 일률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한국경총, 1995). 정년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장기적인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인사관리제도이다. 그런데 최근의 노동유연화 과정에
서 정년 은퇴자와 구별되어 고용조정 때문에 정년보다 빨리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조기은퇴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주목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 팽배한 고용과잉
감은 중장년고령층 임금근로자에게 쏠려 있으며 이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장려하
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또한 점차적으로 정규직 임금근로
자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로 대체되면서 안정적인 노동경력의 정점에서 은퇴를 경험하
는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전망해 볼 수 있다.
은퇴 이후 가용한 소득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은퇴 경계의 모호성을 크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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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후소득을 위한 공공연금제도의 성숙도
는 아직 매우 낮다. 총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2000년 2%에 그치고 있
다.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받는 비율은 2000년 9.4%에 그치고 있
다(박경숙, 2003: 147, 157쪽). 고령기 주요 소득은 노동과 자녀 지원에 전적으로 의
존하고 있다.
이러한 열거는 은퇴의 경계가 모호한 노동자를 예외적인 사례로 간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많은 노동자가 경험하는 은퇴 과정이 ‘강제된 비경활’이나 고용불안과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혹은 취업과 비취업의 명확한 경계를 전
제로 한 노동 및 복지 정책은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과로 귀결되기 쉽다.
이 연구는 은퇴 과정의 다양성에 유의하면서 은퇴 행위에 대한 재개념화와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 전형적 중심 노동자뿐 아니라 취약 노동자의 다
양한 은퇴 과정의 특성을 밝히는 일은 사회통합적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작업이라
사료된다. 한편 주관적 평가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정의된 은퇴 시기나 은퇴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은 다수의 비은퇴의 은퇴 경험을 포착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그래서 노동 이탈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 이탈 과정
을 중심으로 다양한 은퇴 과정의 특징을 밝히는 쪽으로 연구 방향을 맞추었다.

Ⅱ. 선행연구와 연구과제

1. 근대적 은퇴 행위의 형성과 변화
은퇴 행위는 일반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의 한 범주로서 파악된다. 요컨대 비경제활
동의 개념을 빌리자면 은퇴란 구직경험이나 구직의사가 없이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벗
어난 상태로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사, 양육, 학업 등에 따른 비경제활동상태와는
구분되고 있다. 은퇴는 우리에게 별로 생소한 개념이 아니며 또한 생애의 중요한 부분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은퇴와 관련된 여러 이미지와 관념들을 종합해 보면 은퇴
개념이 모호하다는 당혹감을 가지게 된다. 과연 은퇴와 실업 사이 혹은 가사에 따른
비취업과 은퇴에 따른 비취업 사이의 경계가 명확한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많은 연구자들이 천착하였던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다. 한편에서
는 은퇴 행위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존재한다. 모엔과 그래튼(Mo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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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ton, 1999)은 근대적 은퇴 행위의 특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한 기준들을 열거
하고 있다. 그들은 보드너(Bodner,

1985)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산업화 초기에도 개인

의 노동은 '가족전략'으로서 활용된 증거들이 많이 존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의
소득과 소비수준은 개인 자신의 노동보다 가구원 전체의 노동이나 소득조건에 의해 중
요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부터 남성 근로자의 노동 이
탈과정이 가족의 조건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
한다.
이들 연구가 강조하고 있는 '근대적 은퇴'는 다른 가족 성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
지 않고 노동을 그만두게 된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취업상태는 일
회적이며 다시 취업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가역성을 지닌다고 이해한다.
또한 노동에서 비노동/여가 상태로의 이행이 독립적이며 비가역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노동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소득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경제발전에 따른
개인 자산의 축적과 공공연금제도의 확립은 근대적 은퇴 행위를 가능케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은퇴의 결정요인은 또한 현대 사회로 올수록 정년제와 같은 제도적 규제력이 약해진
반면 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고전경제학의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은퇴 시기의 결정은 노동과 여가의
효용함수로서 이해된다. 노동의 기회비용으로서 여가,

여가의 기회비용으로서 임금 사

이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은퇴 시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연금 소득을 최적화하
는 시점에서 은퇴 시기가 결정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서 소득/자산,
건강, 사회보험, 인적자본 등의 영향에 유의하고 있다(Quinn & Burkuser, 1994).
정리하면 근대적 은퇴는 산업사회에서 발달된 고유한 노동시장 이탈 행위로 이해된
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은퇴의 제도적 강제력이 약해진 반면 개인의 자발적 선택권
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은퇴 행위에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은
생애과정의 탈제도화나 개인화의 증거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은퇴 개념의 편향성을 비판하는 여러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
다. 우선 근대적 은퇴 및 자발적 은퇴 논의는 중산층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험을 노동
자 전체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Gordon & Blinder, 1980;

Burtless & Moffitt, 1984). 노동시장 내 소수적 위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반복실
업이나 빈번한 비취업상태를 설명하는 데 이 전형적 은퇴 개념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다(O'Rand, 1996; Crystal and Shea, 1990). 주변 노동자가 경험하는 노동시장으로
부터의 이탈은 고용불안, 건강 장애, 가족부양과 같은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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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son, 1987; Hayward, Friedman, & Chen, 1996). 깁슨(Gibson, 1987)은

죽기

전까지 혹은 심각한 장애수준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집단에게 노동
에서 완전한 자유로서의 은퇴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Gibson, 1987). 주
변노동자의 생애 자체가 '비은퇴의 은퇴'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근대적 은퇴 개념은 은퇴행위자의 동기나 이해를 강조하는 반면 개인 행위를 규제하
는 구조와 사회관계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사실 자발적인 은
퇴의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성숙 배경에는 고령 노동의 비용을 통제
하려는 자본의 이해가 깊숙이 존재한다(Gratton, 1996). 또 다른 예로 일본에서는 60
세 정년을 위한 법제적 노력이 20여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에야 사업장에서 실
현되고 있다. 이는 고용관계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얼마나 강하였던가를 시사한다. 정
년연장, 조기퇴직 우대, 역직정년, 출향제도, 임금곡선의 조정, 지속고용제도, 근무연장
제도와 같이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은퇴제도 변화 이면에는 고령 노동의 생산성과 비용
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대립이 존재한다.
근대적 은퇴 개념을 둘러싼 비판은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하여 논의되고 있다. 요컨대 근대적 은퇴 개념에 기초한 사회정책은 중심 노동자의 이
해에 편향된 정책으로 귀결되어 취약 노동자의 고용불안, 실업, 사회보험 혜택에서의
불리를 그대로 고착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퇴 소득을 분배하는 기준
이 노동경력에 의존하는 만큼 취약 노동자는 은퇴소득정책에 의해 다시 차별을 받는다
는 것이다.

2. 한국 고령자의 은퇴 과정의 특성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 고령자는 다른 선진 사회 고령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정경희 외, 1998; 박경숙, 2000; 장지연, 2002). 그
런데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고령자 노동의 급상승이 현재의 고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철희, 2002).
임금근로부문에서의 고령자 고용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일률정년
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년 연령이 55∼58세 이하로 정해져 있다(한국경총, 1995).
최근 급속히 전개되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
용촉진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사업장의 기존
고용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장지연, 2000).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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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고용유연화가 촉진되면서 사업체의 과잉고용감이 높아지고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이 심해졌다. 최근의 임금조사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50대 전후반의 경활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장기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장지연, 2002). 1997년
말부터 2000년까지 고용조정을 강행한 사업체가 30.3% 되는데 고용조정은 명예퇴직을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예퇴직자의 선정 기준으로서 근속년수, 연령, 성이
중요하게 선택되고 있다. 명예퇴직의 연령은 50∼54세가 42.5%를 차지하고 있다. 정
리해고자를 정할 때에도 연령을 고려하는 비율은 51.8%로 높게 나타났다(한국노동연
구원, 2002).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주의의 힘은 중고령자에 국한되지 않
고 여성 노동자나 취약 노동자에게 더욱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노
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업체의 49.9%가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에서 이러한 관행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
연구원, 2002). 연령 제한의 이유로는 ‘업무의 성격상 나이가 많으면 업무 수행에 지장
을 주므로,’ ‘장유유서의 정서상 연장자 대우를 해주어야 하므로’, ‘나이가 많으면 임금
을 많이 주어야 하므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고령 노동자의 은퇴 과정은 근대적 은퇴 개념이 전제하듯이 연
금이나 노후자산이 가용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특성은 약하다고 판단된다.
업종분포의 연령분리 경향과 노동시장 내부의 연령제한 관행은 계속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노동유연화 과정에서 가세된 비정규직화와 중고령층 고용불안
의 심화, 그리고 연금제도의 미성숙 상황 모두는 은퇴 경계의 모호성을 크게 하는 배
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연구 내용
선진 사회와 우리 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은퇴의 자발성이나 은퇴의 경계를
규정짓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은퇴 과정의
제도화 정도는 은퇴 경계를 구분 짓는 주요한 요인이다. 은퇴 과정의 제도화 수준은
얼마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제도적으로 강제 혹은 유인되고 있는가를 반영한다.
정년제가 강제적 제도라면 연금제도는 유인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분절화 및 불평등 정도는 상이한 은퇴 경로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은퇴 과정
의 다양성과 그 위기는 노동기회의 생애 불평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여성 근로자, 비
정규직 노동자가 빈번하게 겪는 고용불안은 실업과 은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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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가족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근대적 은퇴 행위가 가족에의 독립성을 특
징으로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은퇴 행위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가족상황은 개인의 은퇴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노후부양에 대한 가족,
시장, 국가 사이의 역할관계는 그 사회의 복지수준이나 발전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 연구는 은퇴제도, 노동시장의 불평등, 가족의 조건과 같은 요인이 우리 사회 고
령자의 은퇴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식적인 은퇴 경로
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조건에서 진행된 노동 이탈 과정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은퇴
유형화의 이론적 기준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8∼2000년 사이 5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과 종사상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본다. 동일 직종 혹은 종사상에 지위에 머무는 정도가 얼마나 강
한지, 이동시에는 어떠한 직종과 지위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한지를 살펴본다.
둘째,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을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고령자 개인
특성(성, 연령, 건강, 교육수준), 가족 부양 조건(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거주형태,
가구소득), 과거 직업력과 사회보험 혜택과 같은 요인에 의해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
과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한다.
셋째,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의 유형적 특성을 밝힌다. 고령기에도 오랫동안 일하고
있거나, 완전한 비취업상태에 있거나, 취업과 비취업 상태를 반복하는 고령자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서로 구별되는가를 분석한다.
넷째, 이상에서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고령자의 은퇴 과정의 유형적 특성과
그 기준에 대한 잠정적인 이론화를 시도한다.

Ⅲ. 자료와 측정

1. 자료
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2000년 실시한 1∼3차 노동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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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PS)를 활용하였다. KLIPS는 1998년 전국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와 15
세 이상 13,738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구성의 인구학적 분포와 소득 상황 그리
고 개별 가구원의 경제활동, 소득,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3회에 걸
친 패널조사를 연결하여 일자리 이동의 특성을 업종 및 종사상 지위에 따라 분석하였
다.

1998년 조사 당시 55세 이상 고연령층은 총 2,552명이었다. 1999년 56세 이상의
사례는 총 2,370명인데, 이 중 2,312명은 1998년에 조사된 기존 가구원이었고, 58명
은 새로 조사된 신규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이었다. 2000년도 조사 가구에서 추출된

57세 이상 고령자의 사례는 총 2,214명이었다. 이 중 26명은 신규 가구원이었다. 이렇
게 각 시점에서 추출된 가구원 정보를 개인조사 자료와 병합하여 고령자의 가구 및
개인 특성에 관한 자료를 구성하였다.
세 시점 모두에서 조사된 사례는 총 2,134명으로 집계되었다. 세 조사 시점을 거치
는 동안 조사대상자 중 420명의 사례가 손실되었다. 손실된 사례의 수가 아직 크지
않지만, 앞으로 패널자료가 장기적으로 축적되면서 손실 사례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손실의 선택성은 장기적 동태분석 결과의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자료 손실의 선택성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항 개발
이 요청된다.
아쉽게도 관찰 중지된 사례들의 선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
다. 2차 조사 이후에서 탈락된 가구원의 비동거 이유를 묻는 문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탈락 사례가 이 문항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도 비동거 이유 문
항에 답하고 있는 사례는 불과 12명이며, 비동거 이유도 다른 지방에 근무, 해외 근무,
장기 입원, 가출, 기타로 나타난다. 고령자 사례 손실의 주요 원인일 수 있는 이사, 사
망에 따른 가구 해체에 대한 정보는 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패널조사에
서는 관찰 중지된 사례의 결손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
관찰 중지된 사례를 1998년의 원 표본과 비교해 보면, 관찰 중지 사례는 연령이 상
대적으로 많게 나타난다(표 1). 남성이며, 가구원이며, 무배우자로서, 자녀와 동거하였
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한편 관찰 중지된 사례율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세 시점을 거쳐 추적 완료된 사례와 1998년 원 표본의 분포는 별로 큰 차이
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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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남성
평균연령
초등 이하( 교육수준)
건강상태 ( 양호)
기혼율
혼인상태 변화율
가구주율
가구주 변화율
자녀동거율
자녀동거 변화율
월 가구소득 평균
(중위값, 만원)
과거 직업
관리/행정
전문
준전문
사무직
판매/서비스
농어업
기능/조립
단순노무
사회보험급여 혜택

1998 년도
N=2,554
43.9
64.8
65.0
69.3
78.4
64.2
110.3 (80)

손실사례
420
48.8
66.10
60.0
66.2
73.1
71.7
130.2 (100)

2000 년도
2,134
43.0
66.6
66.1
62.7
70.4
6.3
80.5
2.1
57.8
8.6
137.0 (100)

1.2
2.8
6.1
4.9
18.1
36.2
15.0
15.8
-

1.5
10.5
16.4
3.0
13.4
7.5
22.4
25.4
-

1.2
2.4
5.6
5.0
18.3
37.5
14.6
15.4
5.8

주 : 자료 손실은 연령변수를 이용하여 판별하였음.
1998년도 연령이 파악되지만, 2000년도에는 연령이 결측인 경우로 측정하였음.

2. 측 정

가.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
1998∼2000년 사이 이루어진 일자리 이동 과정을 측정하였다. 노동패널조사는 도시
지역의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구가 전체 분포에 비해 과소반영
되었다. 일자리 이동은 직종과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조사 내용 중에는
직종, 종사상 지위 이외에도 업종, 직급 변화에 대한 정보도 묻고 있었다. 이 중 직급
변화는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결측 사례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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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직종은 표준직업대분류에 따라 행정/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농어업, 기능직, 조립원, 단순노무직으로 나눈 뒤, 기능공과 조립원을 한 범
주로 묶었다. 그리고 비취업상태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직업범주로 구성하였다. 1998∼

2000년 세 시점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직업 배열의 총 경우의 수는 729이다.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자영인, 가족종사자의 네
종류와 비취업상태를 포함하여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세 시점을 지나면서 형성된 종
사상 지위의 배열의 수는 총 125이다. 세 시점의 직업분포를 횡단적으로 살펴보면, 3
분의 2 이상이 비취업상태에 있다(표 2). 1999년 약간 비취업률이 감소하였지만, 2000
년에는 다시 비취업률이 증가하였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 농어업이 주를 이루며, 다음
으로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 기능직에의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관리직/공무원,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에의 종사 비율이 매우 낮다. 종사상 지위에서 살펴보면, 취
업하고 있는 경우 자영인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 세 시점을 거치면서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표 2> 1998∼2000년 직업, 종사상 지위 분포

직종

(1)
(2)
(3)
(4)
(5)
(6)
(7)
(8)
(9)

(1)
(2)
종사상
(3)
지위
(4)
(5)

관리직/공무원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농어업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비취업
전체 (N)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자영인
가족종사사
비취업
전체 (N)

1998 년도
0.7
1.1
2.1
0.9
6.2
11.5
4.1
6.4
66.9
100.0 (2,542)
8.3
4.7
15.1
5.2
66.7
100.0 (2,552)

1999 년도
0.9
0.9
1.6
0.4
6.7
12.3
4.4
7.3
65.6
100.0 (2,267)
6.5
6.8
15.8
5.1
65.8
100.0 (2,259)

2000 년도
0.7
0.6
1.3
0.3
6.2
12.2
4.0
6.5
68.2
100.0 (2,183)
5.6
5.9
15.3
5.0
68.2
100.0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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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자리 이동 과정의 다양성과 그 주요 원인
은퇴 과정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령자 개인의 특성, 가족 특성 그리
고 과거 직업력과 관련된 변수에 주목하였다(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과 관련하
여,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1998년 조사 시점에서 조사대상자는
평균 64.8세이며, 남성 비율이 43.9%이며, 교육수준은 초등 이하가 65.0%로 나타난다.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는 1999년 이후 조사에서 새로이 보완되었다. 여기서는 2000년
도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2000년도 조사 완료된 응답자의 62.7%가 건강상태가 양호
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관련 특성으로서는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와의 동거 상태, 그리고 가
구 소득을 측정하였다. 1차 조사 당시 55세 이상 고령자의 52.4%가 가구주이었으며,

26%는 배우자로서 전체 78.4%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로 나타났다. 또한 고
령자의 64.2%가 1998년 조사 당시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다.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와의 동거 상태는 시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변인
들이다. 실제 1998∼2000년 사이 가족 특성에서 변화가 확인된다. 특히 자녀와의 거
주 형태가 변한 고령자의 비율이 8.6%나 차지한다. 거주 형태 변화 모습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1998년 자녀와 따로 산 고령자 중 4.7%가 2000년 자녀와 동거하고 있
었으며, 1998년 자녀와 함께 산 고령자 중 10.9%가 2000년에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살
고 있었다. 세대 동거로의 변화보다 세대 독립 거주로의 변화가 주를 이루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1998∼2000년 시점 사이 가구주와의 관계가 변화된 사례가 2.1%이
며, 혼인상태가 변화된 사례가 6.3%로 나타나고 있다.
은퇴 과정의 주요 공변인으로서 가구 소득을 측정하였다. 가구 소득은 1998년 조사
시점에서 측정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수준을 가리킨다. 1998년 조사에서 가구 소
득은 세부적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측
정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사회보험 수급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급 방식
이 다른 경우 수급기준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 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일
시불로 받았을 때, 다른 소득과 단위를 통일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회보
험 수령액은 전체 가구소득을 산출할 때 제외시켰다. 사회보험 수령자의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사회보험 수령액의 제외가 전체 소득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사료된다. 가구 월평균소득은 110.3만 원이며, 중위값은 8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과거 직업력과 관련된 변수로서 과거 종사한 직업과 사회보험의 혜택 여부를 측정하
였다. 1998년 조사에서는 15세 이후 일자리에 대한 회고적 정보를 묻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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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자 중 15세 이후의 직업력을 밝히고 있는 응답 사례는 517명으로서,
전체 표본의 20.2%만이 응답하여, 장기적 직업력 분석에는 크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된다. 그래서 직업력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1998년도 조사시의 취업상태 바로 전의
일자리의 직업 특성을 과거 직업력의 대리변수로 측정하였다. 종사상 지위에 대한 정
보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결측 사례가 전체 표본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여 분석에
서 편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과
거 종사한 직업의 분포를 보면 농어업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 혜택 여
부에 대한 정보는 2000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보험 혜택 여부는

2000년 당시의 수급 상황뿐 아니라 과거의 수급 경험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대
상의 5.8%가 사회보험 혜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회보험 혜택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사학연금, 공무원연
금, 군인연금, 장해급여로서 모두 연금유형에 해당된다.

Ⅳ. 분석 결과
1.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
세 시점을 통해 이루어진 직업배열을 가장 빈도가 큰 순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
다. 가장 최빈 직업배열은 세 시점 모두에서 비취업상태에 머문 경우로서(999), 전체
관찰 사례의 57.9%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네 가지 배열은 세 시
점 모두에서 동일 직종에 머문 경우이다. 세 시점 모두 농업 관련 직종에 머물고 있는
사례(666)가 전체 사례의 10.6%로서 가장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에
머문 사례(555)가 4.4%, 단순노무직(888)에 머문 사례가 3.1%, 생산직(777)에 머문
사례가 전체 표본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1), 관리(2), 전문직(3), 사무직(4)에
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례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이다.
동일 직종에 머문 배열 다음으로 빈도 수가 큰 배열의 특징은 세 시점중 적어도 한
번은 비취업상태에 머무른 특징을 나타낸다. 비취업상태에서(9) 취업상태로 변화한 경
우, 직종은 주로 단순노무직인 경우(8)가 지배적이다. 단순노무직 이외에 고령기에 진
입이 다소 용이한 업종은 농업 관련 업종(6), 기능직(7), 판매서비스직(5)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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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이동 : 1998∼2000, (N=2,045)
직업 배열
999
666
555
888
777
988
899
989
699
669

백분율
57.9
10.6
4.4
3.1
2.3
1.4
1.4
1.2
1.0
0.9

직업 배열
966
998
977
889
955
559
222
333
799
779

백분율
0.8
0.7
0.7
0.7
0.6
0.6
0.5
0.5
0.5
0.5

주: 9 ; 비취업, 8 ; 단순노무직, 7 ; 기능/조립, 6 ; 농업 관련, 5 ; 판매/서비스, 3 ; 준전문, 2 ; 전문직.

종사상 지위의 배열을 살펴보면, 세 시점 모두에서 비취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경우

(555)를 제외하면, 자영업(333)에 머물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11.8%)(표 4).
다음으로 정규직 임금근로자(111), 가족종사자(44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222) 순으로
장기 유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영인에서 장기 유지율이 높으며, 임금근로자일
때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장기 유지율이 높다고 판단된다. 비취업에서 취업상태
로 이동하였을 경우, 비정규직이나(2), 자영인(3)으로 이동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주목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장기간 유지율은 낮지만 고령기에 새로이 진입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자영인은 장기간 유지율이 높을 뿐 아니라 고령기에 새로 진입하는
경향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표 4> 55세 이상 고령자의 종사상지위 이동 : 1998∼2000 (N=2,047)
지위 배열
555
333
111
444
222
155
525

백분율
57.8
11.8
4.2
3.2
2.2
1.6
1.5

지위 배열
522
115
533
355
552
255
335

백분율
1.3
1.2
1.2
1.0
1.0
0.9
0.9

주 : 5 ; 비취업, 4 ; 가족종사자, 3 ; 자영, 2 ; 비정규직 임금근로, 1 ; 정규직 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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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이동 정도와 그 요인
그렇다면 직업 및 종사상 지위의 배열이 고령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 그리고 과거
직업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일자리 이동의 비교는 최빈 배열 분포와 배
열의 동질성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최빈 배열 분포는 가장 빈도수가 큰
배열부터 빈도수가 10 이상인 배열까지를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일자리 배열의 동질성
정도는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 엔트로피 척도는 각 배열의 구성비와
구성비 로그값의 음의 값을 전체 배열 범주에 걸쳐 합한 값으로, 0이면 모든 사례가
하나의 배열로 이루어진 경우이며, 사례가 다른 배열에 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 최대
값을 가진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과 해석의 간결성을 위해 주요 분석 결과만을 제시
하고자 한다(표 5).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 성
최빈 직업 이동 분포와 직업 배열의 이질성 정도는 성별로 차이가 크다(부표 1 참
조). 엔트로피 수치의 차이가 크듯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다 다양한 직업 이동을 경
험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직업 배열은 남녀 모두 세 시점에서 비취업상태에 머문 경우

(999)이지만, 여성 고령자에서 그 구성비가 훨씬 높다. 농어업, 기능직에서의 장기 유
지율이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 지위의 배열을 살펴보면, 자영인과 정규직 임금근로자에서의 장기 유지율은
남성 고령자에서 월등히 높은 것이 확인된다. 한편 여성 고령자는 가족종사자에서 장
기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변한 경우,
남성고령자에서는 자영업으로의 변화가 주목되는 반면, 여성에서는 비정규직으로의 전
환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령
직업 배열의 이질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다(부표 2 참조). 55∼59세 집
1) 시점 t에서 N명의 사례가 j 상태에 있을 비율을 ptj라 할 때, 엔트로피 지수는 다음의 식에서와
q

같이 정의된다. E t =-

∑ p tj log(p tj ) .
j=1

엔트로피지수의 범위는 0에서 log(q)를 가진다. 사

례 모두가 어떤 한 상태에 모여 있으면 엔트로피 값은 0이고, 다른 상태에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
을 때 엔트로피 값은 최대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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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는 농어업,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 기능직에서의 장기 유지율이 비교적 높
다. 또한 이 연령에서는 비취업으로의 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령이 증가
하면서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직에서의 취업률이 먼저 약화되고 있다. 65세 이후에는 취
업상태에 큰 변화가 없다. 대부분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빠져나간 상태이며, 남아 있을
때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직에 주로 머물고 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취업률이 먼저 감소하는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이다. 연령
이 55∼59세인 집단에서는 자영인, 정규직, 가족종사자, 비정규직에서 머무는 비율이
높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의 유지율이 최빈 수위에서 먼저 탈
락되고 있다. 가장 고령의 연령에서까지 유지율이 높은 종사상 지위는 자영인의 지위
이다.

다.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초등 이하인 고령자에서 직업 배열의 동질성이 가장 큰 것으로 요약된다

(부표 3 참조). 교육수준이 초등 이하인 고령자는 장기 비취업상태나 농어업에서 장기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인 고령자에서는 장기 비취업률
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농업부문 업종에서 장기 유지율이 높은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전문대 이상인 고령자집단에서는 전문직에서 장기 유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 지위 배열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초등 이하 교육수준의 고령자에
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에서 장기 유지율이 약하고, 가족종사자에서 장기 유지율이 높
은 편에 속한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규 임금근로자에서 장기 유지율은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고령자는 자영업에서 장기 유지율이 높으며, 전문대 이상
고령 취업자에서는 정규직에서 장기 유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라. 건강상태
건강이 양호한 고령자는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다양한 일자리 이동 과정
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이 양호한 고령자는 장기간 비취업상태에 머무는 비율이 상대
적으로 약하며,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 기능직 등 도시부문에서 오랫동안 일자리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종사상 지위와 관련하여 자영인이나 정규직 임금근로자에서의 장
기 유지율은 건강이 양호한 고령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부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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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령자의 주요 특성별 일자리 배열의 이질성 (엔트로피)

성

연령

교육

건강상태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와의 거주 형태
소득

과거 직업

사회보험

남자
여자
55 ∼59 세
60 ∼64 세
65 ∼69 세
70 세 이상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양호
좋지 않음
유배우
무배우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
자녀 동거
자녀 비동거
하위 10%
하위 30%
상위 10%
판매서비스
농어업
기능직/조립
단순노무
수혜
비수혜

직 업
1.12
0.69
1.20
0.91
0.67
0.44
0.76
0.94
1.02
1.04
1.0
0.69
1.0
0.62
1.02
0.33
0.89
0.89
0.42
0.95
0.72
0.87
0.77
0.97
0.88
0.85
0.89

종사상지위
0.96
0.70
1.11
0.88
0.65
0.39
0.78
0.92
0.85
0.83
0.91
0.69
0.94
0.58
0.96
0.33
0.83
0.86
0.41
0.99
0.57
0.71
0.85

주 : 표에 제시된 수치는 일자리 배열의 동질성 정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 값임.

마. 혼인상태
유배우 고령자가 무배우 고령자에 비해 더 다양한 직업 배열을 나타내고 있다. 유배
우 고령자는 무배우 고령자 집단에 비하여 장기간 비취업에 머무는 비율이 낮다. 뒤의
절에서 제시하겠지만,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와의 혼재 영
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어업, 기능직에서의 장기 유지율이 유배우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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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무배우 고령자 집단은 장기 비취업상태에 있는 비율
이 높으며, 취업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직에 머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표 5
참조).

바.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고령자의 직업 배열은 가구원 고령자에 비해 더 다
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부표 6). 가구주(배우자 포함) 고령자는 장기 비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이 낮은 반면, 농어업,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에의 장기 유지율이 높다.
한편 가구원 고령자는 장기 비취업상태에 머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일하
고 있는 경우 주로 단순노무직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녀와의 거주 형태에 따라 직업 배열에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부표 7). 직업 배열
의 이질성이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사는 고령자에서 약간 더 컸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
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는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과 같이 도시 노동부문에서 장기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자녀와 떨어져 사는
고령자는 농어업에서 장기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자
녀와 동거하는 고령자에서 정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녀와
떨어져 사는 고령자는 자영인이나 가족종사자와 같이 비임금부문에 종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 1998년 가구 총소득수준
가구 총소득이 백분위 분포에서 10분위 상승함에 따라 최빈 직업 배열의 동질성 및
구성분포의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았다(부표 8). 직업 배열의 동질성은 소득
수준에 따라 U자 형태를 띤다. 소득순위가 하위 20분위까지는 이질성 점수가 매우 낮
으며, 30∼80 분위 사이에서 이질성이 높다가, 소득수준 90분위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
하는 형태를 보인다. 최빈 배열의 특성을 보면, 소득수준 20분위 이하에서는 가장 전
형적인 배열이 장기 비취업상태에 머무는 경우이다. 오랜 비취업상태가 빈곤과 밀접히
관련됨을 시사한다. 소득순위가 30분위 이상 90분위 이하에서는 장기 비취업률이 상대
적으로 낮으며, 농어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에의 장기 유지율이 높게 나
타난다. 소득순위 90분위 이상에서는 장기 비취업률이 다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종사상 지위에서 살펴보면, 소득수준 30분위 이상 50분위 이하에서는 자영업에의 장
기 유지율이 높으며, 가족종사자 장기 유지율도 높게 나타난다(부표 9). 50분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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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위 이하에서는 자영업과 함께 정규 임금근로자에서 장기 유지율이 높다. 가구소득
이 90분위 이상에 속하는 취업자의 전형적 배열은 정규직 임금근로자인 경우이다.

아. 과거 직업력
과거 일자리 특성별 차이는 별로 뚜렷하지 않다(부표 10). 특히 관리행정,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례들이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들 일자리 이동에서
는 의미 있는 경향을 찾기가 어려웠다. 고령자가 주로 종사하였던 농어업, 판매서비스
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농어업 고령자에서 취업상태의 동질
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 비취업률이 높고
엔트로피 수치가 다소 낮게 나타난다(부표 11).
종합해 보면,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 과정의 전형성과 동시에 이질성을 확
인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배열은 장기 비취업상태이다. 그런데 장기 비취업상태에
머무는 비율은 고령자 개인 및 가족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장기 비취업
률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초등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에서 상대적으
로 더 높게 나타난다. 가족 특성에서는 가구주보다는 가구원일 때, 가구소득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때 장기 비취업상태일 개연성이 높다.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는 경우, 동일 직종이나 동일 종사상 지위에 장기간 머무는 경
향이 강하다. 그런데 이들 장기 유지율을 보이는 업종은 농어업, 판매서비스직, 단순노
무직, 기능직에 집중되고 있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자영인, 정규직, 가족종사자, 비정규
직 순으로 장기 유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동일 종사상 지위에 장기간 머무는 경향은
대체로 나이가 적으며, 가구주에서 강하게 보인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자영인
과 정규직 임금근로자에서의 장기 유지율은 남성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가구소득
이 높은 고령자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크며, 가족종사사에의 장기 유지율은 여성이 높
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고령자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
비록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약하지만, 주된 목적지는 단순노무직이
며 다음으로 농어업, 기능직, 판매서비스 직이 지배적인 업종으로 나타난다. 종사상 지
위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인으로 이동하는 경향에 주목할 수 있다.
이 같은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 과정의 전형성과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은퇴 과정
의 몇 가지 주요한 특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공식적인 은퇴 과정은 일반적으로 안정
된 고용경력의 정점에서 사회보험급여와 같은 제도적 유인에 따라 노동시장을 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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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탈하는 모습으로 정의되고 있다. 아주 제한되지만 고령자 일부는 안정된 고용경
력 이후 소득보장과 함께 은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은퇴 경로는 주로 관리
행정 및 전문직에 종사하였으며, 사회보험 혜택을 받으며, 가구소득 수준이 상위 10%
이내에 있는 고령자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적인 은퇴 과정에 부합하는 노동이력을 지닌 고령자의 비율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사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혹은 노후 자산소득을 확보한 상태
에서 노동시장을 빠져나가는 상층직업 고령자의 비중은 별로 크지 않다. 더욱이 고령
취업자의 대다수가 농어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들의 노동 이탈 과정은 공식
적인 은퇴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3. 고연령층의 일자리 이동 및 은퇴 유형
여기에서는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 및 은퇴 과정을 크게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6). 첫번째 유형은 세 시점에서 동일 직업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 속한다(21.7%). 다음
은 세 조사 시점에서 다른 취업상태로 직업 이동을 경험한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하
는 고령자의 비율은 3.4%로 그 비율이 낮다. 다음은 세 시점 모두에서 비취업상태에
있거나 일단 비취업상태가 된 이후 다시 취업하지 않는 경우(완전비취업)에 속한다. 표
본의 3분의 2 정도가 이 유형에 속하고 있다. 나머지 유형은 비취업상태에서 다시 취
업상태로 변한 경우에 속한다. 취업과 비취업 상태를 반복하는 고령자는 전체 표본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다범주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고령자의 개인 특성, 가족 특성, 과거 직업에 따라 어
떠한 일자리 이동 유형에 속하는가를 추정하였다(표 7)2). 분석결과 개인 변수에서는
성, 건강, 연령에 따라 일자리 이동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 변
수의 효과가 매우 크게 추정되었는데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가구 소득에 따라
일자리 이동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반면 사회보험 혜택의 효
2) 다범주 로짓분석은 종속변수의 범주들 사이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을
전제한다. 그런데 완전비취업에 속하는 사례 중 일부는 관찰기간이 짧아 반복비취업일 수 있는
고령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반복비취업의 비중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완전비취
업과 반복비취업의 범주가 잘 구분되지 않아 범주들 사이의 독립성 가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범주들 사이의 독립성을 여러 방법으로 검정해 보았다. 완전비취업 유형
중 비취업기간이 짧은 두 범주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와 구분하지 않았을 때 완전비취
업 유형을 추정하는 계수들이 얼마나 변화되었으며 모형 설명력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완전비취업 유형의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정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모
형 설명력에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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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나 최장기 직업의 효과는 이들 개인 변수, 가족 변수에 비해 그 영향이 약하게 나타
난다. 일자리 이동 유형을 결정 짓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본 결과, 단일 요
인으로서 가장 큰 요인이 연령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과거 직업,
가구 소득 변수의 영향도 크게 추정되었다(부표 12). <표 8>에서는 다범주 로짓분석의
회귀모형에 기초하였을 때 추정된 일자리 이동 유형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고령
자의 개인 특성, 가족 특성, 그리고 과거 직업력에 따라 고령기 일자리 이동 유형의
특성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55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 이동 유형
일자리 이동 유형

백분율

동일 직업 지속

1998 년의 직업이 계속 지속된 경우

직업이동

세 조사 시점에서 ( 비취업이 아닌 상태의) 일자리 변화
가 있는 경우

완전 비취업

반복 비취업
( 비취업- 취업 반복형)
전체

1) 세 시점 모두에서 비취업상태인 경우
2) 1999 년, 2000 년에서 비취업상태인 경우
3) 1998 년, 1999 년 취업상태에서 2000 년 비취업상태로
변한 경우
비취업에서 다시 취업상태로 이동한 경우

2,053

21.7
3.4
65.9
-57.7
-4.1
4.0
9.1
100.0

동일 직업 지속형 : 나이가 적으며 남성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그 개연성이 강하
다. 가족관계에서 살펴보면 고령자가 가구주나 그 배우자인 개연성이 크다. 유배우보다
무배우 고령자에서 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사는 고령자가 자
녀와 함께 사는 고령자에 비해 이 유형에 속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가족거주형태의
변화는 일자리 지속에 부정적으로 상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준을 사분위분포
에서 살펴볼 때 제2사분위(25∼50%)에서 그 빈도가 가장 크다. 과거 직업이 농어업이
나 판매/서비스직, 전문직인 경우에 동일 직업 유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않았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정리하면, 고령기에도 동일 직종에
장기간 근무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으며, 건강한 남성 노인, 가족관계에서는
자녀와 떨어져 살고, 가구소득이 별로 많지 않으며, 과거 직업에서는 전통적인 농어업,
자영업에 종사하였거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자에서 그 개연성이 상대적
으로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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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자리 이동 유형에 대한 다범주 로짓분석

성
연령
건강상태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동거
가구소득

과거직업

사회보험
상수
R square
N

남자 (기준: 여)
60 ∼64 세
65 ∼69 세
>=70 세(기준: 55 ∼59 세)
양호 (기준: 좋지 않음)
중
고등

기준범주 : 동일직업지속
직업이동
완전 비취업 반복 비취업
-.05
-.69 ***
-.36
***
.49
.89
-.05
***
-.10
1.13
.04
***
1.10
2.47
.63
1.17 *
-.48 **
.27
-.04
.09
.19
1.19 **
.02
-.33

전문대 이상(기준: 초등 이하)

.94

.02

.92

유배우(기준:무배우)
혼인상태의 변화
가구주 ( 기준:가구원)
가구주 변화
동거 (기준: 비동거)
동거 변화
2 사분위
3 사분위
4 사분위 (기준: 1 사분위)
관리/행정
전문
준전문
사무직
판매/서비스
농어업
기능/조립원(기준: 단순노무직)
혜택 (기준: 비혜택)

-.46
-.17
-.28
-33.3
-.43
1.27 **
-.04
-.45
.18
-1.07
-2.3
-.07
-1.44
-1.04 *
-2.22 ***
-.14
-.43
-1.52

.31
.37
-1.38 ***
.14
.45 *
.31
***
-1.51
-1.23 ***
-1.29 ***
-.03
-.71
-.33
.38
-.92 ***
-1.88 ***
.01
.58
3.15 ***
.19
1,425

.52
.87
-.92 *
.64
.28
.19
***
-1.53
-1.63 ***
-2.69 ***
-.50
-2.91 *
-.38
*
-1.90
-1.09 **
-1.88 ***
-.52
-1.52 *
-1.81 **

주 : *** p<0.001, ** p <0.01,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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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동형 : 비취업상태를 거치지 않고 직업 이동을 경험한 고령자의 비율은 전체적
으로 매우 작은 수치에 해당된다. 매우 소수의 고령자가 서로 다른 직업 사이에서 일
자리 이동을 경험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고령자는 건강상태, 교육수준에서 선별적이
다. 고학력이며 건강한 고령자에서 직업 이동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완전비취업형 : 일반적으로 완전비취업상태에 머무는 경향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
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완전비취업률이 증가한다. 건강이 좋지 않
은 고령자에서 완전비취업률이 높다. 가족관계에서 살펴보면, 유배우자는 무배우자에
비해 완전비취업상태일 개연성이 크다.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는 자녀와 떨어져 사는
고령자에 비해 완전비취업률이 높다. 가구 소득은 아주 적거나, 아주 많을 때 완전비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들 가족 특성의 영향을 종합해 보면,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은 노동시장 이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위기를 완충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
다. 과거 직업에서는 사무직, 관리행정, 준전문, 기능조립원과 같이 임금근로자 종사
경력이 있는 고령자에서 완전비취업률이 매우 높다. 반면 농어업이나 판매서비스직에
서의 완전비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은 경우 완전

비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면, 크게 네 형태의 완전비취업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우선은 주로 상층
정규직 임금근로자로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으며 정년에 의해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우
이다.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경력 덕분에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확보할 가
능성이 크다. 두번째 유형은 고소득 자영인과 같이 공식적인 정년 규정을 받지 않으면
서 노후연금이나 자산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고령자가 속한다. 세번째는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우이다. 네번째는 개인자산이나 연금자
산이 적으며 또한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속한다.
취업-비취업 반복형 : 비취업에서 새로이 일자리를 가지는 경우는 건강상태가 양호할
때, 혼인상태가 변하였을 때, 가구주와의 관계가 변하였을 때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가족관계의 변화와 일자리 이동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증가
할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개연성이 낮아지고 있다. 과거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에 종사
한 고령자가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할 개연성이 크며,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한 고
령자는 그 개연성이 약하다. 또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않은 고령자에서 반복 취업비취업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취업-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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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형은 정년제나 사회보험 혜택을 받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형태는 아니라고 주
장할 수 있다.
<표 8>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주요 특성별 일자리 이동 유형의 구성비
동일 직종 지속
24.4
평균
31.5
남자
성
19.6
여자
55 ∼59 세
43.8
60 ∼64 세
27.7
연령
65 ∼69 세
22.9
>=70 세
8.0
27.4
양호
건강상태
21.0
좋지 않음
24.8
초등
22.9
중
교육수준
24.8
고등
21.1
전문대 이상
22.5
유배우
28.7
무배우
혼인상태
17.5
혼인상태의 변화
24.9
동일
30.0
가구주
10.3
가구원
가구주와의 관계
20.8
가구주 변화
24.2
가구주 동일
21.8
동거
14.3
비동거
자녀동거
19.4
동거 변화
24.9
동일
1 사분위
7.4
2 사분위
26.4
가구소득
3 사분위
22.4
4 사분위
24.6

일자리 이동 유형
직업이동 완전 비취업 반복 비취업
1.0
64.3
10.3
1.3
56.3
10.9
0.9
69.9
9.7
1.3
40.1
14.9
1.3
62.0
9.0
0.6
65.3
11.2
0.7
86.3
5.1
2.0
57.5
13.1
0.5
70.9
7.7
0.8
64.4
9.9
0.7
65.2
11.1
2.7
65.4
7.1
1.8
55.8
21.2
0.8
65.4
11.2
1.7
61.2
8.4
0.6
65.3
16.6
1.1
64.1
9.9
1.2
58.5
10.3
0.5
80.3
8.9
0.0
62.9
16.3
2.1
63.6
10.1
0.8
67.3
10.1
0.8
62.5
22.4
2.6
68.2
9.7
0.9
63.8
10.3
0.4
77.0
15.1
1.4
60.5
11.7
0.8
67.8
9.0
1.6
70.4
3.4

126

노동정책연구 2003년 제3권 제1호

<표 8>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주요 특성별 일자리 이동 유형의 구성비(계속)

과거 직업

사회보험 혜택

관리/행정
전문
준전문
사무직
판매/서비스
농어업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혜택
비혜택

동일 직업 지속
15.1
38.7
10.4
16.6
34.7
61.2
14.7
8.0
17.7
24.7

일자리 이동 유형
직업이동 완전 비취업 부분 비취업
0.6
74.0
10.3
0.3
59.5
1.5
1.4
79.6
8.7
0.3
81.3
1.9
1.1
54.1
10.2
0.5
31.3
7.0
1.4
74.2
9.7
1.7
73.8
16.5
0.5
80.1
1.8
1.1
62.9
11.4

결론적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은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은퇴는
연령에 의해서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 경력이 있는 남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장기 비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더 높다. 건
강장애에 의한 노동시장 이탈은 비자발적인 은퇴 과정의 전형적인 한 예에 속한다. 과
거 직업력에서 살펴보면, 비록 소수이지만 안정된 고용경력 이후 사회보험 혜택을 받
은 고령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애를 통한 고용불안이 컸던 고령
자는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또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은 가족관계에 밀접히 영향을 받고 있다. 배우자의 존재, 자녀의 존재, 가구 소득은 고
령기 경제활동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현 한국 고령자의 은퇴 행위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1998∼2000년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5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 종사상 지위
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의 전형적 배열은 장기 비취업
상태이다. 또한 장기 비취업상태에 머무는 비율은 고령자의 개인, 가족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장기 비취업률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가구주보다는 가구원일
때, 가구소득이 매우 높거나 낮을 때 그 개연성이 높다. 비록 그 수가 제한되지만, 비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127

취업자 중 일부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은퇴하는 모습을 보
인다. 이들은 주로 사무직, 관리행정, 전문직의 업종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력을
지닌다.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 과정을 크게 동일 직업 지속형, 직업 이동형, 완전비취업형,
그리고 취업-비취업 반복형으로 나누어 볼 때, 각 유형은 고령자의 개인, 가족, 과거
직업력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령기에도 동일직업에 취업하고 있는 고
령자는 남성이고 건강하며, 가족 특성에서는 가족(자녀 혹은 배우자)로부터 지원을 받
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며, 과거 직업력에서는 자영부문에 종사한 경력을 보인다. 비취
업상태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의 일자리 변화를 경험한 고령자는 그 비율이 낮으며, 건
강과 교육수준에서 매우 선별적인 집단으로 나타난다. 완전비취업형에 속하는 고령자
는 여성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개연성이 강하며, 가족 조건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지원이 가용한 특성을 보인다. 직업력에서는 정규 임금근로자의 이력과 사회보험 혜택
이 있는 경향이 크다. 취업과 비취업의 반복형은 건강하며 가족부양 기회가 소실되었
거나 직업력에서는 단순노무직과 같이 고용불안이 큰 집단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고령자의 비취업 특성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은퇴 경로를 잠정적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경력 이후 정년제나 연금보장제도
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한 상층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은퇴 유형이다. 두번째는 고소
득 자영인과 같이 공식적 은퇴정년을 받지 않으면서 노후연금이나 자산소득을 확보하
고 있는 고령자의 은퇴 유형이다. 세번째는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노
동시장을 이탈한 경우이다. 네번째는 개인자산이나 연금자산이 적으며 또한 가족으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속한다. 마지막 유형은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경
우이다(취업-비취업 반복형). 본 연구에서는 이들 상이한 은퇴 유형의 상대적 구성과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은퇴 개념의 재구성과 이론화를 위해서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라 생각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여기에서는 은퇴 유형화
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론적 기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은퇴 행위의 제도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경험하는
노동 이탈 과정은 제도적으로 강제된 특성이 강하다. 은퇴는 법정 퇴직제도에 의하여
제도화된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제도화가 반드시 강제성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사회
보험 혜택, 기업연금, 퇴직금 등 대체소득 보장을 통한 유인의 힘도 포함하고 있다. 그
런데 제도적 은퇴 과정을 경험한 고령자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연금보장 등 유인적 제도에 따른 은퇴자의 비율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의
은퇴 과정을 전망할 때도 이 유형에 속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으리라 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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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정년제는 한편으로 장기간의 노사관계에 기반한 고용관리 체제와 부합하
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노사관계의 비중이 약화되고 있다. 결국 고용보장으로서의 정
년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으며, 노동유연화의 결과 장기실업과 은퇴의 경계는 더욱 모
호해 질 수 있다. 앞으로 노후 소득으로서 연금의 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이 노동 이탈을 유인하는가 아니면 노동시장에의 기여를 제고하는가
는 노동시장 자체의 변화 및 정치적 요인을 매개하여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다.
고령자 대부분의 장기 비취업상태는 노동시장 내부의 불평등 구조와 밀접히 관련되
어 있다. 많은 고령자가 경험한 노동으로부터의 이탈 과정은 반복 실업, 경력 단절, 장
기 실업의 연장선에서 진행된다. 은퇴 과정의 긴장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빈곤자들의
강제된 비취업 상황과 분리되어 이해할 수 없다.
한국 고령자의 은퇴 과정을 규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가족의 동학이다. 사회
보장제도의 미성숙과 특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기업복지제도에서
가족은 노년기 소득보장과 은퇴 과정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최근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 변화는 가
족관계의 약화나 해체 일변도의 변화라기보다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특징으로 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은퇴의 제도화, 노동시장, 가족동학 등의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은퇴 유형을 구별하는 기준들은 무엇인
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은퇴 이후의 생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
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년제, 사회보장 혜택, 가족동학에 따라 은퇴 과정과 은퇴
시기는 어떻게 다르며, 다양한 은퇴 경로에 따라 노후소득생활의 긴장 정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흔히 정부나 민간 조사에서 은퇴상태가 다른 비취업상태와 구분되어 측정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비취업 응답자가 어떻게 자신의 비취업상태를 정의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은퇴의 주관적․심리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은퇴의 경계, 자발성의 문제,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비경활-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사회심리적인 통찰을 요구한다.
앞으로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은퇴 과정의 역동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손실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종단 조사의 장점이 커지는 동시에 관찰 중지된 사례가 조사 결과의 편의성
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종단 연구는 관찰 중지의 편
의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추적을 보완하거나 손실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될 수 있기를 노동패널팀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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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성별 최빈 직업 이동과 종사상 지위 이동
최빈
배열 순위

직업 이동

종사상 지위 이동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999 (44.4)

999 (64.9)

555 (44.1)

555 (68.1)

2

666 (13.3)

666 ( 8.5)

333 (20.1)

333 ( 5.6)

3

777 ( 4.5)

555 ( 4.5)

111 ( 7.1)

444 ( 5.5)

4

888 ( 4.1)

888 ( 2.3)

222 ( 2.7)

111 ( 2.1)

5

555 ( 4.1)

989 ( 1.4)

155 ( 2.5)

222 ( 1.8)

6

899 ( 2.2)

699 ( 1.2)

533 ( 2.3)

525 ( 1.9)

7

988 ( 2.2)

777 ( 1.2)

115 ( 1.9)

445 ( 1.0)

8

222 ( 1.1)

955 ( 0.8)

522 ( 1.8)

552 ( 1.0)

9

977 ( 1.1)

966 ( 0.8

335 ( 1.6)

455 ( 0.9)

998 ( 0.8)

355 ( 1.6)

522 ( 0.9)

0.69

0.96

0.70

10
엔트로피

1.12

주: 1) 직업. 9;비취업, 8;단순노무직, 7;기능/조립, 6;농업 관련, 5;판매/서비스 3;준전문, 2;전문직.
2) 종사상 지위. 5;비취업, 4;가족종사자, 3;자영, 2;비정규직 임금근로, 1;정규직 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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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연령별 최빈 직업 이동과 종사상 지위 이동
최빈
직업 이동
배열
55 ∼59 세 60 ∼64 세 65 ∼69 세
순위

종사상 지위 이동

70 세+

55 ∼59 세 60 ∼64 세 65 ∼69 세

70 세 +

1

999
(36.4)

999
(53.9)

999
(65.6)

999
(84.4)

555
(36.5)

555
(53.5)

555
(65.8)

555
(84.2)

2

666
(10.9)

666
(13.4)

666
(13.5)

666
(4.9)

333
(16.0)

333
(13.1)

333
(13.1)

333
(4.0)

3

555
(9.5)

888
(3.7)

669
(2.6)

111
(9.6)

222
(3.3)

444
(2.6)

4

888
(5.8)

555
(3.7)

444
(5.1)

444
(3.7)

5

777
(5.5)

899
(3.1)

222
(4.2)

111
(3.1)

6

989
(2.3)

525
(2.8)

155
(3.0)

7

988
(1.8)

155
(2.0)

115
(2.1)

8

222
(1.2)

522
(1.8)

533
(1.9)

엔트
로피

1.20

1.11

0.88

0.91

0.67

0.44

0.65

0.39

주: 1) 직업. 9;비취업, 8;단순노무직, 7;기능/조립, 6;농업 관련, 5;판매/서비스 3;준전문, 2;전문직.
2) 종사상 지위. 5;비취업, 4;가족종사자, 3;자영, 2;비정규직 임금근로, 1;정규직 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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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교육수준별 최빈 직업 이동 및 종사상 지위 이동
최빈
배열
순위

직업 이동

종사상 지위 이동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1

999
(61.6)

999
(50.9)

999
(50.9)

999
(46.9)

555
(61.5)

555
(50.9)

555
(50.7)

555
(48.9)

2

666
(12.9)

666
(7.9)

555
(6.3)

222
(8.1)

333
(11.1)

333
(11.2)

333
(17.4)

111
(16.3)

3

555
(4.0)

888
(5.1)

777
(5.6)

444
(4.2)

111
(5.4)

111
(5.6)

333
(9.6)

4

888
(2.9)

555
(5.8)

666
(5.9)

111
(2.5)

522
(4.0)

5

699
(1.5)

777
(4.3)

222
(2.2)

6

777
(1.2)

988
(3.6)

525
(1.8)

7

989
(1.5)

255
(1.2)

8

899
(1.4)

522
(1.1)

9

669
(1.2)

552
(1.1)

10

966
(1.1)

455
(1.0)
0.85

0.83

엔트
로피

0.76

0.94

1.02

1.04

0.78

0.92

주: 1) 직업. 9;비취업, 8;단순노무직, 7;기능/조립, 6;농업 관련, 5;판매/서비스 3;준전문, 2;전문직.
2) 종사상 지위. 5;비취업, 4;가족종사자, 3;자영, 2;비정규직 임금근로, 1;정규직 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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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건강상태별 최빈 직업 이동 및 종사상 지위 이동
최빈
배열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엔트로피

직업 이동
건강양호

종사상 지위 이동
건강나쁨

999 (52.8)
666 (10.2)
555 ( 5.5)
888 ( 4.1)
777 ( 2.8)
988 ( 2.0)
899 ( 1.0)
989 ( 0.9)
998 ( 0.9)
966, 977 (0.8)
1.00

999
666
555
899
989
669
699
888
777

(66.3)
(11.0)
( 2.5)
( 2.0)
( 1.8)
( 1.7)
( 1.4)
( 1.4).
( 1.3)

0.69

건강양호

555 (52.7)
333 (13.0)
111 ( 5.3)
444 ( 3.2)
222 ( 2.7)
522 ( 1.7)
533 ( 1.6)
155 ( 1.6)
115 ( 1.4)
552 ( 1.1)
0.91

건강나쁨

555
333
444
525
255
155
335
222

(66.3)
( 9.8)
( 3.3)
( 2.4)
( 1.7)
( 1.6)
( 1.6)
( 1.4)

0.69

주: 1) 직업. 9;비취업, 8;단순노무직, 7;기능/조립, 6;농업 관련, 5;판매/서비스 3;준전문, 2;전문직.
2) 종사상 지위. 5;비취업, 4;가족종사자, 3;자영, 2;비정규직 임금근로, 1;정규직 임금근로

<부표 5> 혼인상태별 최빈 직업 이동 및 종사상 지위 이동
최빈
배열
순위

유배우

무배우

유배우

무배우

1
2
3
4
5
6
7
8
9
10
엔트로피

999 (51.5)
666 (13.0)
555 (4.4)
888 (3.3)
777 (2.8)
898 (1.7)
988 (1.5)
989 (1.3)
699 (1.1)
966 (1.1)
1.0

999 (72.8)
666 (4.9)
555 (4.2)
888 (2.6)

555 (50.3)
333 (13.5)
111 (4.8)
444 (4.3)
222 (2.2)
155 (2.1)
525(1.5)
115 (1.4)
533 (1.3)
552, 522 (1.2)
0.94

555 (72.8)
333 (8.0)
111 (2.8)
222 (2.3)
522 (1.6)

직업 이동

종사상 지위 이동

0.62

0.58

주: 1) 직업. 9;비취업, 8;단순노무직, 7;기능/조립, 6;농업 관련, 5;판매/서비스 3;준전문, 2;전문직.
2) 종사상 지위. 5;비취업, 4;가족종사자, 3;자영, 2;비정규직 임금근로, 1;정규직 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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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가구주와의 관계별 최빈 직업 이동 및 종사상 지위 이동
최빈
배열
순위

직업 이동

종사상 지위 이동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

가구주
( 배우자)

가구원

1

999 (50.5)

999 (86.5)

555 (50.4)

555 (86.5)

2

666 (12.5)

666 (3.1)

333 (14.1)

333 (2.9)

3

555 (5.0)

111 (4.9)

4

888 (3.7)

444 (3.6)

5

777 (2.8)

222 (2.7)

6

899 (1.5)

155 (1.8)

7

988 (1.4)

115 (1.4)

8

989 (1.3)

522 (1.4)

9

699 (1.1)

255 (1.2)

10

669 (1.0)

335 (1.2)

엔트로피

1.02

0.33

0.96

0.33

주: 1) 직업. 9;비취업, 8;단순노무직, 7;기능/조립, 6;농업 관련, 5;판매/서비스 3;준전문, 2;전문직.
2) 종사상 지위. 5;비취업, 4;가족종사자, 3;자영, 2;비정규직 임금근로, 1;정규직 임금근로.

<부표 7> 자녀와의 거주형태별 최빈 직업 이동 및 종사상 지위 이동
직종 이동

종사상 지위 이동

최빈
배열 순위

자녀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동거

자녀 비동거

1

999 (58.6)

999 (56.7)

555 (58.6)

555 (56.6)

2

666 (8.7)

666 (13.7)

333 (10.9)

333 (13.4)

3

555 (4.7)

555 (3.8)

111 (5.2)

444 (3.9)

4

888 (3.6)

888 (2.2)

444 (2.8)

111 (2.2)

5

777 (2.6)

699 (1.7)

222 (2.2)

222 (2.3)

6

988 (1.7)

777 (1.7)

155 (2.0)

525 (1.8)

7

899 (1.6)

989 (1.4)

522 (1.6)

552 (1.4)

8

989 (1.1)

669 (1.3)

533 (1.5)

9

559 (0.9)

525 (1.3)

10

977 (0.9)

355 (1.2)

엔트로피

0.89

0.89

0.83

0.86

주: 1) 직업. 9;비취업, 8;단순노무직, 7;기능/조립, 6;농업 관련, 5;판매/서비스 3;준전문, 2;전문직.
2) 종사상 지위. 5;비취업, 4;가족종사자, 3;자영, 2;비정규직 임금근로, 1;정규직 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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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가구소득 수준별 최빈 직업 이동
소득순위

최빈 직업 배열

1

2

3

4

엔트로피

10% ( 하위)

999 (82.3)

0.42

20

999 (87.9)

0.27

30

999(41.4)

666(22.7)

40

999 (39.7)

666 (22.9)

555 (6.1)

888 (4.7)

0.97

50

999 (50.2)

666 (17.1)

555 (4.4)

888 (4.0)

0.90

60

999 (51.1)

666 (10.8)

777 (5.4)

888 (5.4)

0.89

70

999 (52.3)

666 ( 8.7)

555 (8.1)

777 (7.0)

0.86

80

999 (48.0)

666 (11.7)

555 (6.1)

888 (5.6)

0.97

90

999 (59.7)

555 ( 6.5)

666 (5.4)

100

999 (68.1)

0.95

0.83
0.72

주: 1) 직업. 9;비취업, 8;단순노무직, 7;기능/조립, 6;농업 관련, 5;판매/서비스 3;준전문, 2;전문직.
2) 종사상 지위. 5;비취업, 4;가족종사자, 3;자영, 2;비정규직 임금근로, 1;정규직 임금근로.

<부표 9> 가구소득수준별 최빈 종사상 지위 이동
소득순위

최빈종사상지위배열

1

2

3

엔트로피

10% (하위)

555 (81.9)

0.41

20

555 (87.9)

0.27

30

555 (41.0)

333 (20.3)

40

555 (40.1)

333 (20.3)

444 (6.6)

0.99

50

555 (49.6)

333 (16.5)

444 (4.7)

0.89

60

555 (51.0)

333 (11.3)

111 (5.4)

0.90

70

555 (52.9)

333 (12.4)

80

555 (47.8)

333 (13.9)

111 (7.2)

0.90

90

555 (59.7)

333 (11.8)

111 (8.1)

0.72

100

555 (68.4)

111 ( 9.1)

333 (8.0)

0.57

0.99

0.85

주: 1) 직업. 9;비취업, 8;단순노무직, 7;기능/조립, 6;농업 관련, 5;판매/서비스 3;준전문, 2;전문직.
2) 종사상 지위. 5;비취업, 4;가족종사자, 3;자영, 2;비정규직 임금근로, 1;정규직 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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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최장기 직업별 최빈 직업 이동
최빈
배열
순위

비취업/
NA

최장기 직업
관리
행정

전문

준전문

사무직

판매
서비스

농어업

기능
조립원

단순
노무직

1

999
(41.2)

999
(47.2)

999
(51.9)

999
(62.9)

999
(46.2)

999
(42.0)

999
(49.8)

999
(51.6)

999
(83.7)

2

111
(17.6)

222
(27.8)

333
(6.3)

555
(23.8)

666
(34.5)

777
(13.9)

888
(10.8)

555
(2.1)

559
(3.8)

669
(2.9)

899
(6.3)

666
(1.7)

4

699
(2.9)

989
(4.5)

888
(1.5)

5

888
(2.6)

6

966
(2.0)
0.88

0.43

3

엔트
로피

0.80

0.64

0.98

0.70

0.87

0.77

0.97

주: 1) 직업. 9;비취업, 8;단순노무직, 7;기능/조립, 6;농업 관련, 5;판매/서비스 3;준전문, 2;전문직.
2) 종사상 지위. 5;비취업, 4;가족종사자, 3;자영, 2;비정규직 임금근로, 1;정규직 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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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사회보험 수혜상태별 최빈 직업 이동과 종사상 지위 이동
직업 이동

종사상 지위 이동

최빈
배열 순위

수혜

비수혜

수혜

비수혜

1

999 (57.9)

999 (57.9)

555 (57.9)

555 (57.8)

2

666 (10.9)

155 ( 9.1)

333 (12.0)

3

555 ( 4.5)

333 ( 8.3)

111 ( 4.0)

4

888 ( 2.9)

444 ( 3.4)

5

777 ( 2.3)

222 ( 2.1)

6

988 ( 1.5)

525 ( 1.6)

7

899 ( 1.4)

522 ( 1.3)

8

989 ( 1.2)

533 ( 1.2)

9

699 ( 1.0)

155 ( 1.1)

10

966 ( 0.8)

355 ( 1.1)

엔트로피

0.85

0.89

0.71

0.85

주: 1) 직업. 9;비취업, 8;단순노무직, 7;기능/조립, 6;농업 관련, 5;판매/서비스 3;준전문, 2;전문직.
2) 종사상 지위. 5;비취업, 4;가족종사자, 3;자영, 2;비정규직 임금근로, 1;정규직 임금근로.

<부표 12> 직업 이동 유형 결정에의 상대적 기여도
공변인

R square

개인 변수

0.11

가족 변수

0.10

직업력

0.04

연령

0.07

가구주와의 관계

0.04

과거 직업/종사상
지위

0.04

성

0.02

자녀 동거

0.00

사회보험 혜택

0.00

건강

0.02

혼인 상태

0.02

교육수준

0.01

가구 소득

0.04

공변인

R square

공변인

R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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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bor Exit Process of Old Workers Aged 55 and over ;
Implication for Typology of Retirement
Keong-Suk Park
High proportion of self-employed workers, segmentation of labor market, and
labour flexibility adversed recently are likely to bring about the increase of old
retiree whose labor exit does not conform to the typical process of retiremen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way in which retirement institution, inequality
within labor market, and family condition influence the path of labor exit
among older workers aged 55 and over. Drawing on diverse paths of labor exit
not in accordance with formal retirement process, this study explores some
theoretical issues for typology of retirement. KLIPS over three years are
employed for analysis.
Key words : retirement, typology of job sequence, K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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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효과

황 수 경*

본 연구는 장애(disability)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노동시장에서 상이한
의미를 갖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장애는 건강상태나 기능상의 제약과
같은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취업상의 불평등 요소는 전적
으로 기업에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배제한 다
른 원인에 의한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효과를 세분함으로써 장애인이 받는 취업상 불이익의 원천을
판별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취업확
률 격차의 대부분은 다른 요인이 아닌 장애로 인한 격차이다. 둘째, 건강상의
제약을 고려한 순수 장애효과는 전체 취업확률 격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직무수행능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건강상의 제약으로 인한 장애인의 고용
기회 감소는 시장의 몫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인식이 요구된
다. 분석 자료로는 부가조사를 포함한 제4차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사용되었다.
장애인의 기능상 제약과 관련된 정보의 일부가 누락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관측
된 자료를 중심으로 회귀 추정에 의한 복제기법(regression imputation)을 이용
하였다.
핵심용어 :장애(disability), 취업확률, 취업확률 격차, 건강상의 제약, 자료의 대체
(imputation)

Ⅰ. 서 론
1)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적 분석보다는 사회복지 혹
투고일 : 2003년 2월 5일, 심사의뢰일 : 2월 14일, 심사완료일 : 2월 28일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skhwang@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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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지행정 차원에서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 분석대상 및 관점도 노동시장에
서의 장애인 지위를 객관적으로 짚어보기보다는 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다분히 노동시
장의 객관적 여건과는 분리되어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 복지의 목표가 정상화

(normalization)1)와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지금, 노
동시장의 틀 내에서 장애인의 취업이나 고용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은 자못 의아스럽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일반인들로부터 격
리되지 않고 섞여서 생활하는 공존 상태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취업이다. 취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사회적․심리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서구 복지국가
에서도 199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정책은 소득보조 중심에서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을
우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정책의 출발점이
자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구는 145만명으로 인구 100명당 장애인구 비
율은 3.1%로 나타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2) 이 가운데 133만명이 15세 이상 인구
이고 이들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은 64만명, 취업자는 56만명으로 추산
된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이고 취업률과 실업률은 각각 71.6%와 28.4%
로 나타나,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은 낮고 실업률은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4.1%와 비교할 때 무려 7배
에 달하는 수치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표 1 참조).3)
1) 일각에서는 장애인의 정상화 개념이 비장애인과의 통합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중증장
애인을 중심으로 한 특수시설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고 비판한다. 자세한 논의는 이성규(2000)
참조.
2) 1995년 106만명에 비해 39만명이 증가했으며 장애인구 비율은 2.5%에서 3.09%로 늘었다. 그러
나 우리나라 장애인구 비율은 미국 20.6%(1995), 독일 8.4%(1991), 호주 18.0%(1993), 일본
4.8% (1995)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장애인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기보다는 국가
의 복지혜택이 미치는 장애인 인정범위가 선진국보다 좁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를 인정하거
나 신고를 꺼리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보면 통상 장
애인구 비율이 10%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규모를
400만∼450만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3)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실업자는 구직희망 여부로 정의되어 통계청의 실업자 정의와 반드시 일
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과 같은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
라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즉 실망실업자)로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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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비교그룹1)

장애인
경활참가율

취업률

실업률2)

경활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한국(2000)

47.8

71.6

28.4

60.9

95.9

4.1

미국(1998)

30.4

87.7

12.3

82.3

95.2

4.8

주 : 1) 한국의 비교그룹은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상태이고, 미국은 장애인을
제외한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임. 미국의 수치는 16∼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실업자는 구직희망 여부로 정의되어 통계청의 실업자 정의
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
자료 : 한국,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1.
U.S. Census Bureau, Housing Household and Economic Statistics Division.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
징을 보이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이 낮아 취업 필요성을 그만큼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고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장애인은 경제적 불안정
과 낮은 취업 가능성이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장애인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낮은 취업 가능성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장애인의 지위와 고용상 특징과 관련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취업확률을 직접적인 분석대상으로 한다. 제Ⅱ장
에서는 노동시장적 접근방법에 입각해 장애인 고용의 지위와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
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을 소개한다. 제
Ⅳ장에서는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장애(disa-

bility)효과를 건강상의 제약과 구분하여 취업확률 분석을 수행한 후, 이를 토대로 각각
에 의한 취업확률상의 불이익을 계량적으로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
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

Ⅱ. 선행연구

장애인 고용에 관한 노동시장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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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금 등에서 나타나는 장애인-비장애인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취업 저해요
인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진다. 분석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장애인 고용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적 관점은 장애인의 노동공급 측면(supply-side)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장
애인 고용 여건을 분석하려는 시각과 장애인에 대한 시장에서의 차별 혹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또는 구조적 요인 등 노동수요 측면(demand-side)에 초점을 두는 시각으로 대
별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공급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분석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가운데, 공급 측면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분석 결과는 장애
인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업훈련이나 직장경험이 적으며 덜 사회화되어 있
어 직업활동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적자원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성과 관련
된 요인에서 장애인의 열등한 조건을 가짐으로 인해 기업이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장
애인의 취업 및 고용여건이 불리해지는 필연성이 존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수
봉(1996)이 장애인 노동시장에서의 의중임금 및 구직기간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경우
에도 일반인과 유사한 노동공급방식이 존재하며 학력, 직업훈련 여부, 취업경험 유무가
경제활동참가 및 실업탈출확률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이선우(1997,

2001)는 장애인의 인적특성 및 장애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취업 및 취업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장애인이 기능장애(impairment) 혹은 능력장애(disability)를 가진다는 특수성에 기초
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가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도 한다.

Stern(1989)은 통상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직업적 장애로 재구성하기 위해 직무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장애지표(disability index)를 구성하고 이렇게 측정된 장애
정도가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Mullahy(1991)와 Baldwin(1994,

1995)은 기능적 한계 혹은 건강상태의 임금 패널티를 측정하고 생산성과의 연관성을
통해 기능적 한계와 차별을 구분지으려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소득보조(income transfer)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의 노동공급 및 고용패턴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관해서도 많은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로는

Mulle(1996)와 Burkhauser(2001/2002)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둘 다 소득보조정책이
장애인 취업유인을 저해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Burkhauser(1998)는 미국과 독
일의 장애인복지제도의 차이4)를 비교함으로써 양국 장애인의 취업행태 및 고용패턴에
4) 장애인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소득보조프로그램(transfer program)이고 다
른 하나는 재활(rehabilitation)이다. 전자는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소득(lost earnings)을 대체하는
사회적 보상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고용주도프로그램으로 기능적 손상(impairment)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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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논거에 입각해
장애인의 빈곤탈출 및 사회화 과정에서의 고용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실증분석도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ruse(1998)와 Burkhauser(1998)는 장애인의 빈곤탈출에서 고
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Schur(2002)는 장애인의 빈곤과 사
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비고용상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5)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서는 주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기업주, 동료근로자, 소비자의 편견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

(discrimination)의 문제가 핵심적인 분석대상으로 부각된다.6)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연구로는 Zadny(1979), Ehrenberg

(1998) 등을 들 수 있는데, Zadny(1979)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 본 고용주일수록 장
애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선호에 의한 차별이론을
뒷받침하였고, Ehrenberg(1998)는 장애인 등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은 시장의 경쟁압력
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독점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이중노동시장론
을 지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동철(2000)이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본격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고용주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의 정도가 심할수록
선입견의 대상인 소수집단의 고용과 임금수준은 더 낮게 나타나며, 장애인은 2차노동
시장에 주로 고용되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등 취약한 고용상태에 있다고 분석하였
다. 어수봉(1996)은 차별을 본격적인 의제로 삼고 있지 않지만 기업의 고용제의함수를
추정하여 제반 설명변수에 대해 탄력적인 장애인수요함수의 존재를 보인 바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정도는 장애인의 인적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분석
도 제기되고 있다. Baldwin(1994)은 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요인을 결합하여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 차별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상쇄시키고 고용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기제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소득
보조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 온 데
반해 독일은 적극적으로 직무를 창출하는 등 상대적으로 재활정책에 노력을 집중해 왔다.
5)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덜 사회화되어 있어 정치활동에 소극적이며, 생활만족도가
낮고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가진다고 여겨지나 고용활동은 이러한 사회적 배제요인을 상당부분
줄여 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Louis Harris and Associates, 2000; Schur, 2002).
6)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차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는 선호가설, 통계적 차별이론 및 이중
노동시장론 등을 들 수 있다. 선호가설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그 집단에 대한 고용주의 선
입견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통계적 차별이론은 한 개인이 자신의 특성이 아닌 소속집단의
평균적 특성에 의해 평가받게 되는 것을 차별의 원인으로 제시하며, 이중노동시장론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시장은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으로 분절되며 장애인과 같은 소수집단은 2차노동
시장에 주로 속하게 됨으로써 구조적 차별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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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유동철(2001)도 여성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선우 외(2001)는 장애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생활 및 임
금에서의 차별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시각장애인과 언어․청각장
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해 직업생활에서의 차별 정도가 더 높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차별의 원인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노동공급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는 장애인의 인
적 특성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 건강 등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측면에서 노동시
장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노동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용기회가 제한되거
나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업무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에서 출발
하여, 이동권 보장 등 장애 자체로 인한 제약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노동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원천적인 제약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노동수요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이나 고용여건
이 장애인 개개인의 인적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의 제도적․구조적 특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장
애인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할당 등 정책적 강제수단
이 필요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편견이나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공급자로서의 장애인의 인적특성을 강조하는 공급 측면의 분석과 장애인
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이를 둘러싼 시장환경에서의 차별적 요인을 강조하는 수요 측면
의 분석이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적이기보다는 서로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장애인과 같은 고용상의 취약계층일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관
련해 공급 측면의 원인과 수요 측면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애인의 직업능력 부족이 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 제한을 가져
오고 고용기회 제한은 다시 직업능력 향상의 원천적 제약으로 이어져 구조적인 배제와
차별로 귀결된다.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구조화되면 장애인 취업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이는 장애인의 취업유인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아직은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여건에 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어수봉(1996), 이선우(1997, 2001), 유동철(2000)
등이 몇 안 되는 실증연구인 셈인데,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실증연구가 이처럼 미흡한
데는 자료의 제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7) 이선우(1997, 2001)와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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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2000)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기본
적으로 노동시장 정보가 부족하여 장애인 고용의 공급구조를 분석하는 이상으로 연구
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 어수봉(1996)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의 장애인 구인구직자 DB를 이용하여 장애인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분
석하고 있으나, 이 자료가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구특성과 같은
배경변인들의 정보가 부족하고 취업 이후 정보가 부족하여 고용안정성과 같은 장애인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음 장에서 서술되겠지만 ｢한국노동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본 연구도 자료 제약이라는 한계로부터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Ⅲ.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노동패널)8)가 이용된다.
｢노동패널｣은 2001년 제4차 조사에서 최근의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여 건강 및 은퇴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부가조사에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과 같은 장
애 관련 문항이 포함되었다. 제4차년도 조사에서 장애인으로 판별된 개인은 조사대상
자 11,043명 중 368명(3.3%)으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장애인 출현율 3.09%와 거의 유사하다(표 2). 표본의 기본적 특성은 <표 3>∼

<표 4>에 정리되었다. 패널조사의 특성을 이용하면 매년의 조사를 결합하여 4년에 걸

7)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자료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
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를 꼽을 수 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추출 모집단으로 하고 200개 지역, 지역당 220가구 총
44,000가구를 층화추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모집단 대표성이 확보되고 표본 크기가 가장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구 및 출현율, 장애 유형별 분포, 재가장애인의 취업활동 등 장애인
현황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정보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용과 관련한 상세정보가 부족하여 장
애인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구조분석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의 ｢2000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 4,115개소와 장애인 근로자 11,07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실태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설문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미취업 장애인 및 비장애인과 같은
비교집단이 없어 장애인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
8)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 거주 가구를 대표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가구
및 개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져 현재 제5차 조사(2002년)가 완료되고 제4차 조사 결과까지 이
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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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장애인․비장애인의 고용 및 취업실태와 관련된 상세정보를 가진 패널자료가 구축
될 수 있다. ｢노동패널｣은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비교집단이 명확하고 가구정보와 개
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상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데 반해, 장애인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본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관측치가
충분치 않다는 약점을 가진다.
<표 2> 노동패널과 장애인 실태조사의 비교
노동패널( 장애인)

장애인실태조사

남자

여자

전체

전체

45.9

22.1

38.0

47.8

실 업 률

8.0

7.4

7.9

28.4 1)

취업자 비율

42.3

20.5

35.1

34.2

경제활동참가율

주 : 1) 보사연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실업률을 구직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구직희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일반적인 의미의 실업률 산정 기준과 차이가 있음. 지난 1
달간 구직활동을 한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률은 9.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4차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노동패널｣ 부가조사에는 직접적으로 장애 여부를 물은 것 이외에도 두 가지의 다른
건강 관련 문항을 포함한다. 하나는 자가진단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index)이고
다른 하나는 일과 관련한 건강상의 제약 정도(health limits)이다. 전자는 응답자의 건
강상태를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의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자리
에서 하시는 일의 종류나 양에 제한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하고 묻고 ‘일의 종류와
양 모두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 ‘일의 종류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 ‘일의 양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적 없다’, ‘비해당(일을 한 적이 없다)’의 5개 선택지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진단 건강상태나 일과 관련한 제약 정도는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disability)의 측정지표 중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9)

9) Stern(1989)은 미국의 Survey of Disability and Work와 Health Interview Survey를 이용한 분
석에서 장애(disability)의 세 가지 측정지표로 자가진단 건강상태, 일과 관련된 건강상의 제약, 의
학적 소견 및 증상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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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애․비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장애인

비장애인

전 체

368 [100.0]

10,675 [100.0]

성별

남성
여성

142 (66.85)
97 (33.15)

5,067 (47.5)
5,608 (52.5)

연령

15 ∼ 19 세
20 ∼ 29 세
30 ∼ 39 세
40 ∼ 49 세
50 ∼ 59 세
60 세 이상

8
35
49
85
74
117

( 2.2
( 9.5
(13.3
(23.1
(20.1
(31.8

)
)
)
)
)
)

1,072
2,164
2,248
2,118
1,378
1,659

(10.0)
(20.3)
(21.1)
(19.8)
(12.9)
(15.9)

교육

국졸 미만
국졸
중졸
고졸
대재
전문대졸
대졸 이상

71
96
77
81
10
6
27

(19.3
(26.1
(20.9
(22.0
( 2.7
( 1.6
( 7.3

)
)
)
)
)
)
)

802
1,391
2,022
3,399
961
706
1,415

( 7.5)
(13.0)
(19.0)
(31.8)
( 9.0)
( 6.6)
(12.8)

혼인상태

미혼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63 (17.1 )
248 (67.4 )
57 (15.5 )

3,002 (28.1)
6,701 (62.8)
972 ( 9.1)

가구주 여부

비가구주
가구주

147 (40.0 )
221 (60.0 )

6,675 (62.5)
4,000 (37.5)

보호대상
가구 여부

아님
맞음

328 (89.1 )
40 (10.9 )

1,0508 (98.4)
167 ( 1.6)

경제활동상태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63
53
13
11
228

(17.1
(14.4
( 3.5
( 3.0
(62.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4차 자료.

)
)
)
)
)

3,781
1,493
422
256
4,723

(35.4)
(14.0)
( 4.0)
( 2.4)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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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장애특성별 취업자 분포
(단위: 명, %)

전 체

장애유형

장애판정여부

장애등급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기타
받지 않았다
받았다

1 ∼2 급
3 ∼6 급
7 급 이상
급없음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368(100.0)

129 (35.0)

239 (65.0)

257
28
31
27
25

(69.8)
( 7.6)
( 8.4)
( 7.3)
( 6.8)

92
7
16
6
8

(35.8)
(25.0)
(51.6)
(22.2)
(32.0)

134 (36.4)
234 (63.6)

41 (30.6)
88 (37.6)

75
146
6
141

12
69
4
44

(20.4)
(39.7)
( 1.6)
(38.3)

(16.0)
(47.3)
(66.7)
(31.2)

165
21
15
21
17

(64.2)
(75.0)
(48.4)
(77.8)
(68.0)

93 (69.4)
146 (62.4)
63
77
2
97

(84.0)
(52.7)
(33.3)
(68.8)

그렇다

56 (15.2)

26 (46.4)

30 (53.6)

아니다

312 (84.8)

103 (33.0)

209 (67.0)

31 ( 9.9)
69 (22.1)
212 (68.0)

11 (35.5)
33 (47.8)
59 (27.8)

20 (64.5)
36 (52.2)
153 (72.2)

산업재해여부 장애 태어날 때부터
발생 어렸을 때
시기 성인 이후

주 : 중복장애인의 경우 주된 장애를 기준으로 분류됨.

<표 5> 장애 여부와 건강상의 제약
(단위 : 명, %)

장애인
전

체

368 (100.0)

비장애인

10,675 (100.0)

건강상태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좋다

1
42
54
169
102

(
(
(
(
(

0.3)
11.4)
14.7)
45.9)
27.7)

581
5,767
2,461
1,587
279

(
(
(
(
(

5.4)
54.0)
23.1)
14.9)
2.6)

건강상의 제
약

일의 종류와 양 모두에 제한
일의 종류에 제한
일의 양에 제한
그런 적 없다
비해당(일을 한 적이 없다)

57
3
17
118
173

(
(
(
(
(

15.5)
0.8)
4.6)
32.1)
47.0)

183
59
121
6,263
4,049

(
(
(
(
(

1.7)
0.6)
1.1)
58.7)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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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비해당(일을 한 적이 없다)’이라는 선택지에 답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
아 상당수가 비해당(47%)에 응답하여 일과 관련된 제약 여부를 판별할 수 없도록 되
었다는 것이다(표 5). 이 경우 ‘비해당’에 응답한 응답자를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의 독립된 카테고리로 취급(dummy variable regression with missing characteristic)
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전자는 이용가능한 상당수
정보를 누락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비해당’ 응답자가 장애와
체계적으로 연관될 때 추정치의 편의를 발생시킨다(Rubin, 1976; Little & Rubin,

1987).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무응답을 대체(imputation)하면 응답된 정보의 손실
없이 효과적으로 기존 분석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자료를 이용, 회귀 추정에 의한 대체기법(regression imputation method)을 사
용하여 자료의 제약을 보완할 것이다.

Ⅳ. 실증분석

1.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의 고용여건을 분석하고자 한
다. 취업 여부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고용 자체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고용 또는 취업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한계 집단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은 그들 스스로가 직접적인 생계수단을 확보
하게 됨으로써 빈곤 탈출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심리적 안
정감 및 삶의 만족도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Schur,

2002). 또한 취업 비율은 장애인의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까지를
반영하여 결정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고용여건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취업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결정함에 있어 장애(disability)가 미치
는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취업 여부는 일정한 외생변수들의 집합에 조건부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장애 여부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프로빗(Probit)을 이용한 이항선택모형으로 분석할
때,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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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i = β'X i + γ D i +u
y=

{

i

(1)

*

1 if y i > 0
0 otherwise

y*는 현실에서 관측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을 경계로 취업 여부(y)를 결정하는 잠재
변수(latent variable)이고 D는 장애인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X는 취업 여부
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공변량들(covariates)이다. 장애 여부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γ의 추정치로 평가된다.

이때 X와 D가 주어진 개인이 취업할 확률, E( y |X, D)는 식 (1)에서의 관계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 y i = 1) = P( u i>- β'X i - γD i )
= 1 - F( - β'X i - γD i )
= F( β'X i + γD i )

(2)

여기서 F(․)는 u i에 대한 누적표준정규분포함수이다. 이를 이용하면 비장애인(PN)
과 장애인(PD)의 취업확률에서의 격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P N -P D= F( β'X N )-F( β'X D + γ)

(3)

위의 식 (3)은 노동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확률 격차를 보
여줄 뿐 취업확률 격차의 원인이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받는 고용기회의 불평등 정
도를 나타내 주지 못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확장할 수 있
다. 첫째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애가 없었다면 장애인이 가질 취업확률을 이용하
여 장애로 인한 고용기회에서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애

(disability)의 효과를 좀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기능이나 능력상의 손실로 인한 직무수
행상의 제약을 명시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선 장애인의 여타의 속성들이 현재와 동일하다고 할 때 장애가 없었다면 가졌을
취업확률을 P ND이라고 하면 현재 장애인이 받고 있는 취업확률에서의 격차, 즉 고용
기회의 불평등 정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될 수 있다.10)
10) 식 (1)은 암묵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되어 있다. 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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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 P D -P D= F( β'X D )-F( β'X D +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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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장애(disability)의 효과를 좀더 세밀하게 구분해 보기로 하자. 노동시장에
서 장애인은 기능이나 능력상의 손실을 동반하는 노동력으로 간주된다. 그가 보유한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면 이로 인해 기업이 장애인을 기피하
여 취업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노동공급측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수행
상 제약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직무수행상 제약에 의한 효
과를 제외한 장애인의 취업 기회상의 불이익은 설명되지 않는 수요측 요인에 의한 것
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취업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비장애인에게도 일
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모형에 도입함으로써 장애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y i = β'X i + γ 1H i + γ 2 L i + γ 3D i +u

i

(1)'

여기서 H와 L은 장애와 독립적인 직무수행능력의 제약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H는
건강상태이고 L은 일의 종류나 양에서의 제약 정도를 의미한다. 추정 계수 γ 1은 건강
상태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γ 2는 일의 종류나 양에서의 제약이 취업에 미치는 효
과를 각각 포착한다. 장애인 여부를 나타내는 D의 추정 계수 γ 3은 이제 실질적인 직
무 수행능력과는 다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인에 의한 고용기회의 불평등 정도를 포
착한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노동패널｣에서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자가진단 건강상
태(self-rated health index)가 사용된다. 한편 ｢노동패널｣에서 약 38%의 관측치가 일
을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일의 종류나 양에서의 제약 정도(health limits)와 관련
해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이같이 정보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관측치 자체를 제외시키
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누락된 정보를 대체하는 방법(imputation method)이 사용될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면 추정 계수는 같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관계식이 필요하며 상이한 추정 계수를 이용하여 Blinder-Oaxaca 방법
에 의한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시장구조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취업확률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 충분
한 관측치가 있어야 하나 아쉽게도 ｢노동패널｣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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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본 분석에서는 관측된 자료가 충분히 많고

(N=6,821)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covariates)이 함께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회귀 추정에 의한 대체기법(regression imputation)을 사용하였다.11) 단,
결측치가 발생한 변수가 범주형 변수이고 일정한 정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체회귀
모형은 순차프로빗(ordered probit)모형이 사용되었다.12)
d * = β'X i +u i
i if d i < d ≤d i + 1 for i = 0,1,2
L=
3 if d * > d 3
*

{

(5)

대체(imputation)에 의해 재구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식 (1)'를 추정하면 실질적인 직
무수행능력과는 다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인에 의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기회 격
차는 다음과 같이 측정될 수 있다.
N

Gap = P D -P D= F( δ'Y D )-F( δ'Y D + γ 3 )

여기서 δ = [ β γ

1

(4)'

γ 2 ]이고 Y = [X H L]이다.

앞의 식 (4)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고용기회상의 불이익 전체를 의미
하는 반면, 식 (4)'는 직무수행능력을 감안하고서도 장애인이 감수해야 하는 고용기회
상의 불이익, 즉 설명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 차별의 정도를 의미한다.13)

2. 실증분석 결과
식 (1)의 추정에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 변수,
11) 자료의 대체방법(imputation)으로 평균대체(mean substitution), 회귀대체(regression imputation),
비대체(ratio imputation), 핫덱(hot-deck imputation), 무작위대체(random imputation) 등 다양
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표본이 충분히 크고 연관 변수들이 많은 단변수대체(univariate
imputation)의 경우 모형에 기반한 대체가 가장 효율적인 대체방법으로 알려져 있다(Schafer,
2000). 단, 회귀대체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표본오차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Rubin, 1976; Little & Rubin, 1987). 그러나 이를 고려한 분석은 차후 과제로
넘기고 본 연구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2) ‘일의 종류와 양 모두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3, ‘일의 종류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2, ‘일
의 양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1, ‘그런 적 없다’=0.
13) 동일한 방법으로 매년의 불평등도를 추정하면 지난 4년간 장애인의 취업여건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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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유무, 직업 경험 등 인적자본 변수를 비롯하여 가구
소득수준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과 같은 변수들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다. 장
애의 효과는 모형별로 장애인 여부와 장애 유형이 각각 사용된다.
<표 6> 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명

DISABLE
EMP
AGE
AGESQ
FEMALE
MARRIED
FEMARR
HEAD
ED
EDU1
EDU2
EDU3
EDU4
JTR
QUA
JEXP
HINCOME
TRANSFER
CLASS1
CLASS2
CLASS3
CLASS4
CLASS5
SERIOUS
HEALTH
HCHANGE
LIMIT
NEEDHELP

정

의

장애인 여부
취업 여부
연령
연령의 제곱
여성 더미
유배우 기혼 더미
FEMALE*MARRIED
가구주 더미
교육년수
교육수준 더미 1 ( 초졸 이하)
교육수준 더미 2 ( 중졸)
교육수준 더미 3 ( 고졸 및 대재)
교육수준 더미 4 ( 전문대졸 이상)
직업훈련 경험 더미
자격증 소지 더미
직업 경험 더미
자신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 ( 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더미
장애 유형 1 ( 지체 = 1)
장애 유형 2 ( 시각 = 1)
장애 유형 3 ( 청각 = 1)
장애 유형 4 ( 정신지체 = 1)
장애 유형 5 ( 기타 = 1)
중증장애 더미 ( 장애등급 1-2 급 = 1)
현재 건강상태
1 년 전 비교시 현재 건강상태
건강상 일 종류 및 양 제한
타인으로부터 도움 필요 더미

전체

장애인

평균 ( 표준편차)
0.033 (0.179)
0.533 (0.499)
40.96 (16.78)
0.519 (0.500)
0.629 (0.483)
0.316 (0.465)
0.382 (0.486)
10.750 (4.227)
0.214 (0.410)
0.190 (0.392)
0.403 (0.491)
0.193 (0.394)
0.091 (0.287)
0.188 (0.391)
0.813 (0.390)
1525 (2373)
0.019 (0.136)
0.023 (0.151)
0.003 (0.050)
0.003 (0.053)
0.002 (0.049)
0.002 (0.048)
0.011 (0.106)
3.403 (0.933)
3.128 (0.513)
0.144 (0.594)
0.018 (0.131)

평균 ( 표준편차)
0.359 (0.480)
50.58 (15.99)
0.332 (0.471)
0.674 (0.469)
0.190 (0.393)
0.601 (0.490)
8.136 (4.733)
0.454 (0.499)
0.209 (0.407)
0.247 (0.432)
0.090 (0.286)
0.052 (0.222)
0.087 (0.282)
0.834 (0.372)
1119 (2265)
0.109 (0.312)
0.698 (0.460)
0.076 (0.265)
0.084 (0.278)
0.073 (0.261)
0.068 (0.252)
0.342 (0.475)
2.106 (0.947)
3.524 (0.781)
0.995 (1.341)
0.258 (0.438)

주 : 1) LIMIT의 관측치는 전체 6,821(장애인 195)이고 나머지 변수의 관측치는 전체
11,043(장애인 368)임.
2) HEALTH: ‘아주 건강하다’=5, ‘건강한 편이다’=4, ‘보통이다’=3, ‘건강하지 않은 편
이다’=2, ‘건강이 아주 안좋다’=1; HCHANGE: ‘훨씬 건강해졌다’=1, ‘건강해진 편
이다’=2, ‘비슷하다’=3, ‘나빠진 편이다’=4, ‘훨씬 더 나빠졌다’=5; LIMIT: ‘일의 종
류와 양 모두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3, ‘일의 종류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
다’=2, ‘일의 양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1, ‘그런 적 없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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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추정에는 위의 설명변수들에 추가해 자가진단 건강상태(HEALTH)와 건강
상 일 종류 및 양 제한(LIMIT)이 포함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강상 일 종류
및 양 제한(LIMIT) 설문의 관측치에서 발생한 누락을 대체하기 위해 순차프로빗모형
이 이용되었으며, 회귀 추정에는 연령, 교육년수, 성,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수준, 직업 경험, 건강상태 및 건상상태의 변화, 장애 유형, 중증장애 여부, 타인으로부
터 도움 필요 여부 등이 고려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량은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표 7>은 취업 여부에 대한 프로빗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첫번째와 두번째
열은 식 (1)의 추정 결과이고 세번째와 네번째 열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건강상의 제
약 여부(HEALTH, LIMIT)를 포함시킨 식 (1)'의 추정 결과이다. <표 7>의 네 가지
추정 결과 중 (1)과 (3)은 장애인 더미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고 (2)와 (4)는 다섯 가
지 장애 유형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결과 (1)에 따르면 장애 여부의 추정 계수는

-0.730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취업확률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건강상의 제약 여부를 포함시키는 경우 장애 여부의 추
정 계수는 -0.407로 취업확률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결과 2)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에 취업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
고(추정 계수 -1.258)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 기타장애인 → 지체장애인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는 10% 유의수준에서 취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직무 수행과 관련된 건강상의 제약을 모형에 포함하면 이러한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정 결과 (3)과 (4)는 일의 종류나 양과 관련된 제약(LIMIT)에 대해 정보
가 있는 사람들만을 포함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측치수가 줄어들었을 뿐
만 아니라,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경제활동에 참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
성과 장애인과 같은 그룹이 대거 제외됨으로써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한 번도 경제활동에 참가한 적이 없는 여성들이 모형의
추정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됨에 따라 미혼 여성의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포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의 제약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아예 일을 해보지 못한 장애인들
이 추정에서 제외됨으로써 LIMIT의 효과는 과소 추정되고 그에 따라 장애효과는 과
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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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취업 여부 프로빗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 EMP)
식 (1) 의 추정

(1)
INTERCEPT
AGE
AGESQ

식 (1)'의 추정

(2)

(3)

(4)

-3.920 (0.171)**

-3.939 (0.171)**

-3.789 (0.257)**

-3.794 (0.257)**

0.129 (0.007)**

0.130 (0.007)**

0.108 (0.009)**

0.109 (0.009)**

-0.002 (0.000)**

-0.002 (0.000)**

-0.001 (0.000)**

-0.001 (0.000)**

FEMALE

0.056 (0.056)

0.050 (0.056)

0.185 (0.069)**

0.183 (0.069)**

MARRIED

0.494 (0.056)**

0.481 (0.056)**

0.432 (0.068)**

0.426 (0.069)**

FEMARR

-1.039 (0.069)**

-1.030 (0.069)**

-0.861 (0.085)**

-0.857 (0.085)**

EDU2

-0.118 (0.054)*

-0.117 (0.054)*

-0.224 (0.072)**

-0.226 (0.073)**

EDU3

-0.297 (0.051)**

-0.298 (0.052)**

-0.416 (0.070)**

-0.418 (0.070)**

EDU4

-0.049 (0.059)

-0.047 (0.059)

-0.200 (0.079)*

-0.201 (0.080)*

0.088 (0.062)

0.088 (0.062)

JTR

0.211 (0.053)**

0.211 (0.053)**

+

QUA

0.142 (0.040)**

0.142 (0.040)**

0.086 (0.049)

JEXP

2.548 (0.112)**

2.549 (0.112)**

2.577 (0.153)**

HINCOME
TRANSFER

2.581 (0.153)**

-0.0001 (0.000)** -0.0001 (0.000)** -0.0001 (0.000)** -0.0001 (0.000)**
-0.732 (0.122)**

-0.736 (0.123)**

HEALTH
LIMIT
DISABLE

0.087 (0.049)+

-0.730 (0.082)**

-0.436 (0.159)**

-0.446 (0.159)**

0.130 (0.027)**

0.129 (0.027)**

-0.213 (0.031)**

-0.211 (0.031)**

-0.407 (0.107)**

CLASS1

-0.717 (0.097)**

-0.403 (0.128)**

CLASS2

-1.070 (0.287)**

-0.613 (0.348)+

CLASS3

0.370 (0.332)

0.604 (0.474)

CLASS4

-1.258 (0.306)**

-0.604 (0.364)+

CLASS5

-0.900 (0.292)**

-0.694 (0.315)*

N

11,043

11,043

6,821

6,821

-2 Log L

9395.9

9379.0

5583.4

5576.8

주 : ( )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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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체회귀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 LIMIT)

(A)

(B)

(C)

INTERCEPT

-2.783 (0.090)**

-2.049 (0.204)**

-0.140 (0.348)

INTERCEP2

-2.661 (0.089)**

-1.925 (0.204)**

0.007 (0.347)

INTERCEP3

-2.452 (0.087)**

-1.712 (0.203)**

0.262 (0.347)

AGE

0.022 (0.002)**

0.009 (0.003)**

-0.007 (0.003)*

FEMALE

0.107 (0.051)*

0.157 (0.070)*

0.022 (0.076)

MARRIED

-0.245 (0.057)**

-0.173 (0.060)**

-0.135 (0.066)*

-0.055 (0.008)**

-0.035 (0.009)**

ED

+

0.251 (0.148)+

JEXP

0.236 (0.135)

HEAD

0.234 (0.073)**

0.227 (0.079)**

-0.000004 (0.00001)

0.000000 (0.00001)

HINCOME
HEALTH

-0.672 (0.041)**

HCHANGE

0.187 (0.056)**

CLASS1

1.055 (0.131)**

0.976 (0.132)**

0.452 (0.140)**

CLASS2

1.068 (0.343)**

1.078 (0.345)**

1.195 (0.357)**

CLASS3

0.484 (0.360)

0.533 (0.358)

0.278 (0.406)

CLASS4

1.465 (0.335)**

1.551 (0.338)**

1.106 (0.341)**

CLASS5

1.247 (0.296)**

1.218 (0.301)**

0.749 (0.312)*

SERIOUS

0.256 (0.206)

0.217 (0.208)

0.216 (0.213)

NEEDHELP

0.884 (0.195)**

0.933 (0.197)**

0.302 (0.203)

N

6,821

6,821

6,821

-2 Log L

3714.5

3651.9

3132.6

%Concordant

72.3

74.7

85.5

주 : ( )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이러한 문제점을 보정하기 위해 자료의 대체(imputation)를 시도하였다. <표 8>은
건강상 일 종류 및 양 제한(LIMIT)을 종속변수로 하는 대체회귀 추정의 결과이다. 모
형 (A)는 인구학적 특성과 장애 관련 변수만을 포함한 것이고 모형 (B)는 거기에 인
적자본 및 가구 특성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모형 (C)는 다시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시켰다. 건강상 일 종류 및 양 제한 여부는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는 물론 건강상
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료 대체에는 예측 오차가 가장
적은 모형 (C)의 결과가 사용되었다. <표 9>는 대체 이후 LIMIT의 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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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체(imputation) 이후 장애 여부와 건강상의 제약
(단위 : 명, %)

장애인
전

건강상의 제약

일의
일의
일의
그런

체
종류와 양 모두에 제한
종류에 제한
양에 제한
적 없다

368 (100.0)
144
31
61
132

(39.1)
( 8.4)
(16.6)
(35.9)

비장애인

10,675 (100.0)
281
177
753
9,464

( 2.6)
( 1.7)
( 7.0)
(88.7)

<표 5>의 원자료 분포와 비교하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 173명 가
운데 87명은 일의 종류와 양 모두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28명은 일의 종류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44명은 일의 양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14명은 아무런 제약이 없
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자료 대체 이후 직무수행과 관련된 건강상의 제약 여부를 포함시킨 식 (1)'를 다시
추정한 결과가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모형 (5)는 장애인 더미를, 모형 (6)은 다섯
가지 장애 유형을 설명변수로 이용한 것이다. 자료 대체 이후 배경 변수들의 추정 계
수는 <표 7>의 모형 (1), (2)와 보다 근접해지고 전반적으로 추정 계수의 유의도가 증
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상한 대로 FEMALE, LIMIT, DISABLE, CLASS1-

CLASS5 등의 추정 계수에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모형 (6)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상 일 종류 및 양 제한(LIMIT)의 추정 계수
는 -0.213에서 -0.275로 증가하고 장애효과는 -0.407에서 -0.333으로 줄어들었다. 장애
유형별 효과를 측정하는 모형 (7)의 결과에서도 LIMIT의 추정 계수는 -0.211에서

-0.272로 늘고 장애효과는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
활동 미참가가 장애로 인한 기능상의 손실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으나 이들 일부가
추정에서 제외됨으로써 LIMIT의 효과는 과소 추정되고 장애효과는 과대 추정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건강상의 제약 여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표 7>의 모형 (1)과 (2))와 비교하면
장애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0.730에서 -0.333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부(-)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 유형별로 취업확률에 미치는 장애효과
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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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체(imputation) 이후 취업 여부 프로빗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 EMP)

(5)
INTERCEPT
AGE
AGESQ

(6)

-4.3319 (0.1965)**

-4.3446 (0.1970)**

0.1328 (0.0072)**

0.1338 (0.0072)**

-0.0016 (0.0001)**

-0.0017 (0.0001)**

FEMALE

0.0921 (0.0563)

0.0882 (0.0564)

MARRIED

0.4767 (0.0565)**

0.4684 (0.0568)**

FEMARR

-1.0687 (0.0696)**

-1.0635 (0.0698)**

EDU2

-0.1904 (0.0546)**

-0.1898 (0.0547)**

EDU3

-0.4037 (0.0528)**

-0.4040 (0.0529)**

EDU4

-0.1754 (0.0608)**

-0.1741 (0.0609)**

JTR

0.2237 (0.0537)**

0.2239 (0.0537)**

QUA

0.1326 (0.0401)**

0.1333 (0.0402)**

JEXP

2.5855 (0.1125)**

2.5868 (0.1124)**

HINCOME

-0.0001 (0.0000)**

-0.0001 (0.0000)**

TRANSFER

-0.5550 (0.1244)**

-0.5585 (0.1247)**

0.1024 (0.0218)**

0.1016 (0.0219)**

LIMIT a

-0.2754 (0.0276)**

-0.2718 (0.0277)**

DISABLE

-0.3332 (0.0883)**

HEALTH

CLASS1

-0.3420 (0.1030)**

CLASS2

-0.6529 (0.2918)*

CLASS3

0.5749 (0.3479) +

CLASS4

-0.6714 (0.3166)*

CLASS5

-0.4531 (0.2981)

N

11,043

11,043

-2 Log L

9184.9

9174.5

주 : 1) ( )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LIMITa는 <표 8>의 모형(C) 추정 결과를 이용해 누락 정보를 대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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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취업확률 추정에서는 암묵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가 동일하지 않
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관계식이 필요하며 설명변수들의 추정 계수는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표 11>과 <표 12>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어
그룹별로 취업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장애인 모형에서는 취업여건이 가장 열악한
정신지체장애인(CLASS4)을 기저 그룹으로 설정하여 추정되었다. 일부 변수(FEMALE,

EDU2)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추정 계수 부호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추정 계수는 관측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진다.
장애인의 추정 결과에서 가구소득 관련 변수와 건강상의 제약과 관련된 변수의 효과
에 주목해 보자. 이들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계수의 크기에서도 비장애인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별도의 가구소득(HINCOME)이 증가할수록 취
업확률이 감소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동일하나 취업확률의 감소 폭은 장애인의 경우에
크게 나타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가구(TRANSFER)에 속하는 개인일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는 효과도 장애인의 경우에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장애인의 노동공급이 가구소득에 더 탄력적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경제적 불안
정과 미취업의 연관성이 장애인 가구에서 보다 확연하게 관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건강상태(HEALTH)나 일의 종류나 양의 제한(LIMIT)과 같은 직무수행에서
의 제약 요인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도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의 종류나 양의 제한과 같은 제약 요인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비
장애인의 경우 -0.242인 데 반해 장애인의 경우에는 -0.440∼-0.422로 나타나 추정 계
수에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14)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의 기능적 손실의 정도가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확
연하지만 지표상으로 포착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 기능적 손실의 정도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 기회에서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다하
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판별하
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나, 장애인의 고용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기능적 손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제기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14) 프로빗모형에서의 한계효과는 추정 계수 × φ( β'X i )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의 종류나 양의 제
약의 정도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해당 변수뿐만 아니라 확률분포상의 위치에 의존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경우 보다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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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장애인/비장애인별 취업 여부 프로빗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 EMP)
비장애인

INTERCEPT
AGE
AGESQ

장애인

(1)

(2)

-3.956 (0.173)**

-5.503 (157.9)

-6.616 (153.2)

0.132 (0.007)**

0.038 (0.039)

-0.002 (0.000)**

FEMALE

0.065 (0.057)

MARRIED

-0.0006 (0.0004)

0.054 (0.042)
+

-0.0008 (0.0004)*

-0.191 (0.328)

-0.383 (0.341)

0.511 (0.058)**

0.291 (0.240)

-0.053 (0.262)

FEMARR

-1.069 (0.070)**

-0.354 (0.399)

-0.104 (0.411)

EDU2

-0.131 (0.056)*

0.055 (0.218)

0.092 (0.224)

EDU3

-0.318 (0.053)**

-0.029 (0.233)

-0.047 (0.245)

EDU4

-0.067 (0.061)

-0.052 (0.295)

0.080 (0.301)

JTR

0.207 (0.054)**

0.259 (0.325)

0.284 (0.335)

QUA

0.137 (0.040)**

0.408 (0.273)

0.508 (0.284) +

JEXP

2.540 (0.112)**

5.393 (157.9)

5.645 (153.2)

HINCOME

-0.0001 (0.0000)**

-0.0003 (0.0001)**

-0.0004 (0.0001)**

TRANSFER

-0.679 (0.136)**

-0.885 (0.287)**

-0.959 (0.306)**

CLASS1

0.861 (0.371)*

CLASS2

0.409 (0.450)

CLASS3

1.906 (0.508)**

CLASS5

0.544 (0.447)

N

10,675

368

365

-2 Log L

9,025.3

349.4

330.8

주 : 1) ( )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장애인 모형 (2)에서 장애 유형 중 기저 그룹은 정신지체장애인(CLASS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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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체(imputation) 이후 장애인/비장애인별 취업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 EMP)
비장애인

장애인

(1)

(2)

-4.372 (0.200)**

-6.694 (227.1)

-7.311 (225.4)

0.135 (0.007)**

0.065 (0.043)

0.080 (0.045) +

-0.0017 (0.0001)**

-0.0008 (0.0004)*

-0.0010 (0.0004)*

FEMALE

0.097 (0.057) +

-0.067 (0.356)

-0.187 (0.371)

MARRIED

0.490 (0.058)**

0.414 (0.266)

0.201 (0.291)

FEMARR

-1.089 (0.071)**

-0.597 (0.433)

-0.430 (0.447)

EDU2

-0.198 (0.056)**

-0.048 (0.239)

-0.022 (0.243)

EDU3

-0.418 (0.054)**

-0.113 (0.257)

-0.108 (0.265)

EDU4

-0.183 (0.063)**

-0.365 (0.326)

-0.287 (0.334)

JTR

0.219 (0.054)**

0.305 (0.350)

0.333 (0.358)

QUA

0.130 (0.041)**

0.320 (0.301)

0.385 (0.308)

JEXP

2.576 (0.113)**

6.098 (227.1)

6.202 (225.4)

INTERCEPT
AGE
AGESQ

HINCOME

-0.0001 (0.0000)**

-0.0004 (0.0001)**

-0.0004 (0.0001)**

TRANSFER

-0.505 (0.138)**

-0.745 (0.301)*

-0.784 (0.311)*

0.104 (0.022)**

0.173 (0.114)

0.148 (0.120)*

HEALTH
LIMIT

a

-0.242 (0.030)**

-0.440 (0.076)**

-0.422 (0.079)**

CLASS1

0.370 (0.397)

CLASS2

-0.042 (0.491)

CLASS3

1.126 (0.552)*

CLASS5

0.231 (0.478)

N

10,675

368

365

-2 Log L

8,869.9

285.7

278.6

주 : 1) ( )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LIMITa는 <표 8>의 모형 (C) 추정 결과를 이용해 누락 정보를 대체한 것임.
3) 장애인 모형 (2)에서 장애 유형 중 기저 그룹은 정신지체장애인(CLASS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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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앞서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취업확률에서의 장애효과를 측정해 보자. 취
업확률에서의 장애효과는 통상적인 설명변수만을 이용하는 식 (4)와 건강상의 제약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식 (4)'에 따라 장애로 인한 취업확률에서의 불평등 정도로 측정
된다. <표 13>은 장애인-비장애인간 취업확률 및 취업확률에서의 격차를 다양한 방식
으로 측정하고 있다. 표에서 첫번째 행은 실제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두번째와
세번째 행은 취업 모형으로 추정된 취업확률과 해당 취업 모형에서 여타 조건이 현재
와 동일할 때 장애가 없었다면 가능했을 장애인의 가상적 취업확률을 보여준다. 식 (4)
와 식 (4)'로 측정되는 장애로 인한 취업확률에서의 불평등 정도는 추정 모형별로 [ ]
안에 보고되고 있다. 이 격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여타 조건들을 통제하고 난 후에
취업확률에 미치는 순수한 장애효과를 의미한다.
<표 13> 장애인/비장애인간 취업확률에서의 격차
(단위: 명, %, %p)
전 체

남 성

비장애인 장애인

여 성

비장애인 장애인
격차

(10,675)

(368)

취업자 비율
모 취업확률
형
Ⅰ 취업확률*

53.9

35.9

54.1

36.2
55.0

[18.8]

모 취업확률
형
Ⅱ 취업확률*

54.1

36.2

17.9

44.5

[8.3]

비장애인 장애인
격차

(5,067)

(246)

18.0

66.9

43.1

17.9

67.2

44.5
64.0

[19.6]

44.2

23.0

53.1

[8.8]

67.2

격차

(5,608)

(122)

23.9

42.0

21.3

20.7

22.8

42.2

19.4

22.8

36.7

[17.3]

20.1

22.1

27.4

[7.2]

42.2

주 : ( )는 관측치수. 취업확률은 개인 취업확률의 평균으로 계산됨.
1) 모형Ⅰ은 통상적인 설명변수만을 이용한 취업 모형(표 7의 모형 1)으로부터 얻어진
취업확률이고, 모형Ⅱ는 통상적인 설명변수 이외에 건강상의 제약을 명시적으로 고려
한 취업 모형(표 10의 모형 5)으로부터 얻어진 취업확률임.
2) 취업확률*는 해당 취업 모형에서 여타 조건이 현재와 동일할 때 장애가 없었다면 가
능했을 가상적 취업확률을 의미함.
3) [ ]는 장애가 없었다면 가능했을 가상적 취업확률과 장애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
는 취업확률간의 격차를 의미함.

<표 13>에 따르면, 건강상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가능
했을 취업확률은 55.0%로 비장애인(54.1%)보다 오히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현재의 여타 조건－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및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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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성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장애가 없었다면 평균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
에 비해 취업확률이 특별히 낮아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장애인의 취업확률이 높아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산되는 취업확률은

36.2%에 불과하여 장애로 인한 취업확률 격차는 18.8%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격차 17.9%포인트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건강상의 제약을 명시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순수하게 장애인이기 때
문에 받는 취업확률에서의 격차는 절반 이하인 8.3%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장애효과의 상당 부분이 장애로 인한 기능상의 손실과 연관되어 순수한 장애효과로 포
착되지 않게 된 데 기인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취업 기회에서의 격차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개략적인 특징은 대동소이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두 가지
로 압축된다. 첫째, 장애인-비장애인간 취업확률 격차의 대부분은 다른 요인이 아닌 장
애로 인한 격차라는 것이다. 둘째, 건강상의 제약을 고려한 순수 장애효과는 전체 취
업확률 격차의 40%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갖는 함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취업확률 격차의 의미를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가지 각도에서 다르게 측정된 취업확률 격차는 각기 다른 의
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능상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장애로 인한
취업확률에서의 격차(A)는 노동공급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용 기회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데 반해, 직무수행능력과 직․간접적
으로 연관된 건강상의 제약을 고려하고 난 뒤에도 장애인이 감수해야 하는 취업확률
격차(B)는 설명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취업 기회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
의 취업확률 격차(A)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취업확률 격차(B)를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건강상의 제약으로 인한
고용기회의 감소는 시장의 몫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점도 명확히 인
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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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장애(disability)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노동시장에서 상이한 의
미를 갖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장애는 건강상태나 기능상의 제약과 같은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취업상의 불평등 요소는 전적으로 기업에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에 이러한 요인들을 배제한 다른 원인에 의한 불평
등은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이처럼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이 받는 고용 기회상의 불평등의 원천을 판별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지원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경제수준의 향상, 시민사회의 성숙 등에 힘입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
고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노동
시장 참여 욕구는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이
점차 고학력화되는 것도 장애인의 취업 욕구 증대에 한몫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 여건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경제
환경이 전통적인 물적자원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식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직업 형태 및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의 직업 접근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경쟁 격화를 배경으로 시장경제 논리가 가속화되
면서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나 효율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려는 유인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장애인의 취업 기회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한되고 있다면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
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 형평성의 원칙만을 내세워 시장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다. 기업에서의 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직업능력에 손실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
애인의 취업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불안정과 낮은 취업률은 악
순환의 메커니즘을 창출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고용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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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loyment Disadvantag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Disability Effect
Hwang, Soo Kyeong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disability on employment probability,
incorporating functional work-limit factors which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e
labor market. Disabilities affect individual's health conditions and functional
limits in his working life. The employment disadvantages due to those limits
can not be imputed to employers and should be dealt with as governmental
responsibility. Incorporating functional work-limit factors therefore helps us to
distinguish the sources of disadvantag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find
different policy 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twofold. First, the
employment probability gap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mainly
results from disability itself rather than any other reasons. Second, the pure
effect of disability excluding the effect of health conditions and functional limits
on employment probability shrinks about the half of the total employment
probability gap. The main dataset used is the fourth KLIPS data with the
special module on health and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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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유 길 상*

본 논문은 한국에서 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남성에 비
하여 여성,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보다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인 고학력자가, 단순노무직 종사
자보다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원이, 저임금자보다 고임금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가 구
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경우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젊은 연령계층이, 학력별로는 고학력자의
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하여 3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고졸
자에 비해 초․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그리고 이직 전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수
급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직수당,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급
여 수급자,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Ⅰ. 연구의 목적

1)

1995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실업급여제도는 가
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발생의 위험은 노동시
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 즉 청년층, 중고령자, 저학력․저숙련계층, 여성, 영세
기업의 근로자, 건설업과 같은 고용불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
투고일 : 2003년 2월 3일, 심사의뢰일 : 2월 14일, 심사완료일 : 2월 19일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ksyu@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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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다(Johonson and Layard, 1986). 실업의 위험이 높은 한계계층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확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러한 추론
이 통계적으로 입증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고용보험제도 역시 실업의 위험이 낮은 집단으로부터 실업의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의
소득재분배를 부수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을 당하지 않은 피보험자와 실업은 되었으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비수급자1)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성, 연령, 학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한계 근로자들일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추론이 우리나라에서 맞는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누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는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약근로계층인가 아니면 고임금계층인가 등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개요와 실적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은가를 성, 연령, 학력수준, 임금수준, 이직사유,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 여부, 가구주 여부, 근속기간, 직종, 업종 등의 여러 측면
에서 실증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분석 자료

실업급여제도의 실적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주로 고용

1) 본 연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라 함은 이직일 이전 18월의 기간중 180일 이상 고
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차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실제로 실
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실업급여 비수급자’ 또는 ‘비수급자’라 함은 이직일 이
전 18월의 기간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
차적인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실업급여 비수급자’ 또
는 ‘비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을 포
함한다. 그러나 이직일 이전 18월의 기간중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되
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차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 또
는 ‘수급자’에 비하여 피보험고용기간 자체가 달라 본 연구의 ‘실업급여 비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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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DB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용보험 DB의 자료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성, 연령, 학력, 채용경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 및 상실 사유, 피보험자격 취
득시 및 이직 당시의 임금, 산업, 직종, 사업장 규모, 실업급여를 받은 금액과 기간,
퇴직금 수령 금액 등의 피보험자 및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실업
급여 지급 실적에 대한 분석은 고용보험 DB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런데 고용보험 DB에는 이직 전의 임금, 이직 전 재취업 준비 여부 등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구체적 차이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정보가 없다. 이러
한 고용보험 DB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전국 대
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해 추적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다행히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본 논문

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자료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는 2000년 4∼6
월의 기간중에 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제
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 1,002명과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으나 실
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비수급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아주 늦게 신청한
사람이라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하였을 시점인 200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1년 9월 3일부터 10월 27일의 기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의 표본은 고용보험 DB에
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되 지역별․성별 비례할당 추출이 된 것이다. 이
직자에 대해 이직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응답하게 하는
추적조사의 특성상 주소와 전화번호의 변경자가 많고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이 매우 높
아 실제 조사 대상인원의 10배를 1차 추출한 후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성, 연령계층,
지역별로 모집단 분포를 감안하여 2차, 3차 추출이 되었다. 2000년 4∼6월의 기간중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고 고용보험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람
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약 10%이었다. 따라서 수급자에 비해 비수급자가
훨씬 많은 모집단의 특성상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율을 맞추어 표본을 추출하면 수급
자 표본이 너무 작아져 수급자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기 힘들게 되므로 수
급자를 비수급자에 비해 9배 과다 추출하여 각각 1,000명 내외를 조사하되 추적조사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비수급자를 수급자에 비하여 9배의 가중치(weight)를 주어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표본으로 선정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면접원이 조
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개별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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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개요

1. 구직급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대별된다. 구직급여는 실업
급여의 핵심적 제도로서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
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 지급된다.
구직급여의 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
어 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최초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었으나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일액의 70%로 규정되었다가 1999년 12월 31
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다시 90%로 상향조정되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초
기에는 35천 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임금수준이 하락을 반영하여 1999
년 2월 1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1999년 7월부터 30천 원으로 낮추어졌다
가 외환위기 극복에 따른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2000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1년 1월부터 다시 35천 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직급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자격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
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상병급여를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소정급여
일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90∼240일로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는 연장급여제도

(extended benefits)를 두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장급여제도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훈련연장급여제도는 수급자격자가 특별한 기능이 없고 이직 전 경력, 기능, 자격, 연
령,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직
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 장의 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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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2년까지 구직급여를 연장
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법 제42조). 훈련연장급여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
로 재취업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개별연장급여제도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
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18세 미
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
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급여기초임금일액,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
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최저임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를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법 제42
조의 2 및 시행령 제52조의 2). 개별연장급여제도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에서 일종
의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별연장급여제도는 실업의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
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에 한해 구직급여일
액의 70%를 60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외환위기로 인하여 고실업이 사회문제
화 되었던 1998년에 도입되어 1998년 7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1 년 미만

1 년 이상
3 년 미만

3 년 이상
5 년 미만

5 년 이상
10 년 미만

10 년 이상

30 세 미만

90 일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30 세 이상∼50 세 미만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50 세 이상 및 장애인

9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주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2. 취직촉진수당
취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에 부가
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로 구성되어 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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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구직급여의 미지
급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 잔여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일시불로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50조,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2).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1일 5천
원을 지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고용보
험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64조).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의 직장에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소요비용을
지급하여 광역에 걸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고용보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5조), 이주비는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
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66조).
구직급여는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의 핵심으로
서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하며, 취직촉진수당은 구직급여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한 부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3. 실업급여 지급 실적
1996년 7월 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실업급여는 1997년까지는 실업률이 2%대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18월의 기준기간중 12월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재직한
후 이직하여야 하는 비교적 엄격했던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의 충족, 제도 시행 초기의
실업급여에 대한 홍보 미흡,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던 실업급여의
적용범위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매우 적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997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인원(實人員)이 56천여 명에 불과하였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787억 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의 급증,
실업급여 적용범위의 확대,2) 실업급여 신청요건의 완화,3)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확
2) 실업급여 적용범위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의 근로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98년 1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의 근로자로, 1998년 3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의 근
로자로,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사업의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3)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신규적용 피보험자들의 실업시 보호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해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1998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기준기간(18개
월)과 피보험단위기간(12개월)을 각각 12개월과 6개월로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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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4) 특별연장급여제도의 실시5) 등으로 인해 1998년의 실업급여 수급자 실인원이 431
천 명, 1999년에는 483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00년에는 실업률이 다시
하락함에 따라 330천 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감소하였다가 2001년에는 다시 423
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998년에는 7,992억 원, 1999년에는 9,362
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는 4,708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는

8,451억 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에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급
여 수급자수 및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2001년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의 증가로 인한 신규수급자의 증가, 임금인상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의 인상으로
인한 1인당 평균 구직급여일액의 증가, 1998년 신규적용자의 소정급여일수 30일 증가
로 인한 평균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6)
실업급여의 수급자수 및 지급액을 내역별로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직
급여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실업급여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구
직급여는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취직촉진수당제도가 있
어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재취직수당을 제외
한 나머지 취직촉진수당 일부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 연장제도의 수급자수 및 지급 실적을 보면 고실업시기에 한시적으로 실시
되는 특별연장급여를 제외한 훈련연장급여제도와 개별연장급여제도는 지급 실적이 극
히 미약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연장급여제도와 개별연장급여제도의 수
급자수와 지급액은 극히 미약하다. 특히 훈련연장급여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

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2001년 1
월 1일부터 각각 18개월과 180일로 추가적으로 완화하였다.
4)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에 직면하여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5세 미만인 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120일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
하여 25세 미만인 자도 30세 미만의 자로 통합하여 소정급여일수를 60∼150일로 조정하여 1998
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1998년 3월 1일부터 수급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피보험기간이 6개
월 이상 1년 미만인 이직자에 대해서 이직당시 연령과 관계없이 60일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법 개정에서는 모든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30일 확대하여 종전의 60∼210일을 90∼240
일로 조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5)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에 직면하여 고실업시기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60일 연장할 수 있
는 특별연장급여제도를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의 기간 동안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실시하였다.
6)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 2002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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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업급여 내역별 수급자수 및 지급액 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급자수
지급액
수급자수
지급액
수급자수
지급액
수급자수
지급액
수급자수
지급액
수급자수
지급액

전 체

구직급여

8,063
10,459
55,774
78,733
431,237
799,155
483,238
936,185
330,353
470,793
422,858
845,110

7,192
9,958
50,964
75,943
412,600
782,865
462,635
911,308
303,631
443,545
374,286
783,861

소계

832
473
4,542
2,578
17,361
15,274
19,310
22,237
24,763
24,884
44,180
57,150

(단위 : 명, 백만원)

취직촉진수당
조기재취직 능력개발
광역구직 상병급여
이주비
수당
수당
활동비

815
469
4,487
2,558
17,318
15,257
19,243
22,222
24,712
24,877
44,001
57,120

14
4.0
51
19.4
28
15.1
11
5.0
2
0.4
8
2.2

2
0.1
10
1.6
46
9.1
38
6.7
163
28.1

3
0.1
2
0.1
5
0.1
10
0.4
11
0.2
8
0.2

39
28
268
212
1,276
1,016
1,293
2,640
1,959
2,363
4,392
4,099

주 : 1) 1996년도의 수치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월 통계치로 기재.
2) 수급자수는 당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실인원임.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 각 연도.

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실업급여 수급
자가 1996∼2001년까지 6년 동안 71명에 불과하여 훈련연장급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 요청되고 있다. 1998년 7월 15일부터 1999년 12월말까지 고실업시기에 시행된 특
별연장급여의 수급자는 1998년 하반기에 186천 명, 1999년에는 361천 명으로서 고실
업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직급여일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
액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임금대체율이 50%이지만, 이직 전 임금수준이 매우 낮아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 미만인 사람들의 임금대체율은 50%를 넘을 것이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의 임금대체율은 50%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표 4>는 1996년 이후 2001년까지의 실제 임금대체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의 실제 임금대체율은 43∼45%선에서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급 초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많아 임금대
체율이 43.2%였지만 1998년에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이들 신규적용사업장
에서 이직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직하기 시작한 1999년 상반기의 임금대체율은 44.9%로
상승하였다. 1999년 하반기 이직자부터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30천 원으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상한액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늘어나 다시 43.5%로 하락하였다. 200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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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상한액이 다시 35천 원으로 환원되면서 임금대체율이 45.5%로 상승되었다. 만약
상한액이 30천 원이었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2001년의 임금대체율은 43.3%로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 구직급여 연장제도의 연도별 수급자 및 지급액 추이

1996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수급자수
지급액
수급자수
지급액
수급자수
지급액

7
7,000
-

1997

1998

(단위 : 명, 천원)

1999

31
17
3
37,000
105,000
45,000
3
4
496
1,000
2,000
198,000
186,084
361,041
82,525,000 215,929,000

2000

2001

2
2,200
1,011
620,000
-

11
5,600
676
482,000
-

자료 : 고용보험 DB.

<표 4>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추이

1996
1997
1998
1999
1999 상반기
1999 하반기
2000
2001

평균 구직급여일액
(A)
25,446
24,945
24,396
21,611
22,885
19,972
21,129
23,411
(22,266)

(단위 : 원, %)

평균 임금일액
(B)
57,808
56,061
48,179
51,312
44,151
48,627
51,439

임금대체율
(A/B)
43.2
43.5
44.9
44.6
45.2
43.5
45.5
(43.3)

주 : 1) 1999년 6월 30일까지의 이직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35,000원이었고, 1999년 7
월 1일부터 2000년 말 이직자는 30,000원, 2001년 이직자부터 다시 35,000원으로
조정됨.
2) ( ) 안의 숫자는 2001년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2000년과 같이 30,000원이라는 가
정하에 재산정한 구직급여일액과 임금대체율.
자료 : 고용보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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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1.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
누가 구직급여를 받는가? 즉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중․고령자, 중
졸 이하의 저학력계층, 저숙련 및 단순노무직 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영세사업장 및 건
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등이 주로 구직급여를 받는가,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청․장년층, 고학력자 등이 주
로 구직급여를 받는가의 여부를 확인해 보자. 구직급여가 취약계층의 보호에 충실한가
를 검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사회취약계층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즉 사
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중․고령자,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
저숙련 및 단순노무직 근로자, 저임금근로자 등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이 남성, 청․장년층, 고학력자, 고임금근로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한편 이직하기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향이 강한 자발적 이직자에 비하
여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람은 이직 전
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러므로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일수록 실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직한 사람일수록 구
직급여 수급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직한 사람은 이직 전에 재취업
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직한 사람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이 더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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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을 하였다.

<표 5>는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들이 구직급여를 받는지를 로짓분석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종속변수는 구직급여를 받았으면 1, 구직급여를 받지 않
았으면 0으로 하였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위에서 설정한 가설들이 우리
나라에서 타당한 주장인지 검정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이하의 연령계층에 비해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계층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한계계층인 여성과 중․고령자가 남성 및 청년층에 비해 구직급
여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 연령 측면에서는 <가설 1>이 타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자에 비해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가
설 1>에서 예상한 대로 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가
설 1>과는 반대로 고졸자에 비해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이 오히려 구직급여 수급 가
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고졸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가설 1>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전문직 및 기
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 및 어업 숙
련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직 전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100
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
는 근로자들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
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직 전 임금수준과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보면 이직 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구

182

노동정책연구2003년 제3권 제1호

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에서 예상한 ‘임금수준이 낮은 피보험자일수록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
성이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정
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종사자에 비하여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만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림어업과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종사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으나 통계적으로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종사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별로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자발적 이직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회귀계수값이 가장 높은 변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 여부별로 보면 <가설 2>에서 예상한 대로 재취업 준비
를 한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 2>를 지지하였다.
가구주 여부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보면 가구주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가구주가 아닌 사람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는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피보험자의 이직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별로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할 당시 퇴직금 수령 여부별로 보면 퇴직금을 수령한 이직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직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이하의 연령계
층에 비하여 4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직종별로는 전문직종 및 숙련기능원에 비해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원이,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가, 이직 전
임금수준별로는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하여 정규직
근로자가, 이직사유별로는 자발적 이직자에 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근속기간별로
는 장기근속자일수록, 퇴직금 수령 여부별로는 퇴직금 수령자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이 통계적으로 높은 집단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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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구직급여 수급=1, 비수급=0)
절편
여성
연령(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학력(고졸)
초중졸 이하
전문대, 대졸
대학원 이상
이직 전 직종(전문직종 및 숙련기능원)
고위임직원 등
사무직
농어업 숙련근로자
단순노무직
이직 전 산업(광공업 등)
농수림어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이직 전 기업규모(100∼299인)
10인 미만
10∼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건설공사
이직 전 임금
정규직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재취업 준비
가구주
근속기간(월)
퇴직금수령
N
-2Log Likelihood
R2

회귀계수
-5.416***
0.529***

표준오차
0.529
0.122

0.475***
1.221***

0.112
0.131

-0.253**
0.464***
-0.243

0.126
0.092
0.397

0.965***
0.337***
0.709
-0.737***

0.208
0.094
0.492
0.117

0.453
0.117
0.598***
-0.151

0.542
0.146
0.181
0.102

-0.330**
-0.320**
-0.002
-0.565***
-0.047
0.128
0.529***
2.140***
-1.028***
-0.068
0.004***
1.066***

0.135
0.125
0.161
0.196
0.257
0.112
0.115
0.090
0.122
0.121
0.001
0.088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44
0.000
0.540
0.000
0.000
0.000
0.149
0.000
0.003
0.403
0.421
0.001
0.138
0.006
0.014
0.011
0.992
0.004
0.855
0.256
0.000
0.000
0.000
0.573
0.000
0.000

Exp(B)
0.004
1.697
1.607
3.390
0.776
1.590
0.784
2.625
1.400
2.032
0.478
1.574
1.124
1.819
0.860
0.719
0.726
0.998
0.568
0.954
1.136
1.696
8.497
0.358
0.934
1.004
2.903

1,986
4731.927
0.158

주 : 1)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표본은 2,012명이나, 일부 변수들의 결측치(missing)로 인하여
관찰치는 1,986명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 2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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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
누가 조기재취직수당을 받는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 조기재취직수
당이 없더라도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남성, 청․장년층, 고학력자가 주
로 받는가,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조기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 고연령계층, 저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주로 받는가를 통계적으로 검
정해 보자.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정하기로 한다.
<가설 3> 노동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이 한계계층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
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즉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청․
장년층이,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의 수
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에 대한 검정을 위해 2001년도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에 대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
자 추적조사 (2001) 자료에서는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가 88명에 불과하여 분석에 사
용할 수 없었다. <표 6>의 분석 결과는 위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관련된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한 것으로서 모형 Ⅱ는 모형 Ⅰ에 비하여 ‘연령*이직 전 임금’의 변수를
추가한 것이며 모형 Ⅲ은 모형 Ⅰ에 비하여 소정급여일수의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표 7>은 <표 6>의 모형 Ⅲ을 다시 성과 학력에 대해 통제한 것으로서 첫번째 모형
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만을 추출하여 이들의 조기재취
직수당 수급 여부를 분석한 것이며, 두번째 모형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남성으로서 3

0∼39세 연령계층 중 다시 고졸학력자만을 추출하여 이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여
부를 분석한 것이다.

<표 6>에 의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5>에서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높았던 것과 정반
대의 결과로서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다.
연령계층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연령계층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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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장년층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이다’라는 가설도 통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표 5>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표 5>와

<표 6>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구직급여의 수급 가능성은 높아지
지만 조기재취직수당을 받고 조기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하여 초․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조기재취직수당
의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아
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력별로는 저학력자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
의 고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확률은 학
력이 높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7>에서 성과 연령만을 통제하여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모형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이 한계계층에 비하여 조기재취
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음을 의
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청․장년층이, 학력별로
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기술공 및 준전문가
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고 사무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조
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7>에서 성과 연령과 학력을 통제하여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이고
고졸의 학력을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회귀계수의 값이 커져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조기재취
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표 6>에서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수
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7>에서 성과 연령과 학력을 통제하여 남성
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이고 고졸의 학력을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
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표 6>의 모형 Ⅰ과 모형 Ⅱ에서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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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7>에서 성과 연령과 학력을 통제하여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이고 고졸의 학력을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 등에 비하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했던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상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규모별로는 10∼99인
사업장에 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했던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과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을 보면 회귀계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긴 하지만 소숫점 셋째자리의 값도 영(zero)이 나올 정도로 극히 적은 양

(positive)의 값을 가져 아주 미미한 효과만이 있었다.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까지 소요된 기간과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
과의 관계를 보면 실업급여의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은 낮아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의 임금수준과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을 살펴보면 <표 6>의 모형 Ⅰ
과 모형 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Ⅲ
과 <표 7>에서 성, 연령, 학력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Ⅱ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령과 이직 전 임금을 동시에 고려하
여 ‘연령*이직 전 임금’이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령도
많고 이직 전 임금도 높았던 사람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아지며, 연령도 적고 이직 전 임금도 낮았던 사람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
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Ⅲ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별로 살펴보면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집단에
비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150일. 180일, 210일인 집단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을 보
면 소정급여일수가 길어질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나 소정급여일
수가 210일인 집단은 180일인 집단보다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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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Ⅰ(2001년)

절편
남성
연령(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
학력(고졸)
초중졸 이하
전문대, 대졸
대학원 이상
이직 전 직종(서비스근로자등)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단순노무직
이직 전 산업(운수창고․통신업 등)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이직전 기업규모(10∼99인)
10인 미만
1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신청 소요기간(1주 이내)
1주∼2주 이내
2주∼1월 이내
1월∼2월 이내
2월 이상
근속기간(월)
이직 전 임금(로그)
연령*이직 전 임금
소정급여일수(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N
-2Log Likelihood
R2

모형I
모형II
모형III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0.871***
0.241
-7.239***
0.882 -0.329
0.238
0.650***
0.019
0.688***
0.018
0.629*** 0.019
1.283***
0.183
-0.223*** 0.009
-0.036*
0.021
-0.129***
0.020
-0.406***
0.024
-0.250***
0.211***
0.310***

0.027
0.017
0.064

-0.282***
0.207***
0.320***

0.027
0.017
0.063

-0.269***
0.217***
0.304***

0.027
0.017
0.064

0.131***
-0.060***
0.000
-0.076***

0.027
0.021
0.025
0.027

0.126***
-0.071***
-0.008
-0.089***

0.027
0.021
0.025
0.027

0.135***
-0.080***
0.007
-0.036

0.027
0.021
0.025
0.027

0.275***
0.454***
0.115***
0.402***

0.020
0.028
0.028
0.023

0.280***
0.459***
0.107***
0.373***

0.020
0.028
0.028
0.023

0.233***
0.431***
0.098***
0.391***

0.021
0.028
0.028
0.023

-0.257***
0.076***
-0.145***
-0.281***
0.360***

0.018
0.023
0.028
0.028
0.038

-0.259***
0.082***
-0.140***
-0.274***
0.364***

0.018
0.023
0.029
0.028
0.038

-0.181***
0.032
-0.207***
-0.361***
0.397***

0.018
0.024
0.029
0.029
0.038

-0.040
-0.249***
-0.488***
-0.843***
0.000***
0.028

0.031
0.029
0.030
0.032
0.000
0.017

-0.045
-0.256***
-0.494***
-0.847***
0.000***
0.523***
-0.103***

0.031
0.029
0.030
0.032
0.000
0.065
0.013

-0.042
-0.252***
-0.472***
-0.797***
0.000***
0.025

0.031
0.029
0.030
0.032
0.000
0.017

84,172
109007.09
0.083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고용보험 DB.

84,172
108986.25
0.083

0.341*** 0.021
0.533*** 0.025
0.796*** 0.028
0.710*** 0.043
84,172
108160.10
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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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Ⅱ : 성․연령․학력 통제(2001년)

절편
학력(고졸)
초중졸 이하
전문대, 대졸
대학원 이상
직종(기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단순노무직
산업(기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규모(10∼99인)
10인 미만
1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신청 소요기간(1주이내)
1주∼2주 이내
2주∼1월 이내
1월∼2월 이내
2월 이상
근속기간(월)
이직 전 임금(로그)
소정급여일수(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N
-2Log Likelihood
R2

남성․30∼39세
회귀계수
표준오차
-1.250***
0.455

남성․30∼39세․고졸
회귀계수
표준오차
-0.580
0.726

-0.112
0.279***
0.469***

0.093
0.029
0.091

0.163***
0.026
0.004
-0.096

0.043
0.035
0.042
0.059

0.269***
0.151**
0.104*
-0.060

0.068
0.059
0.056
0.074

0.279***
0.635***
0.178***
0.310***

0.039
0.048
0.050
0.045

0.206***
0.320***
0.145**
0.282***

0.057
0.078
0.074
0.072

-0.214***
0.060
-0.208***
-0.308***
0.320***

0.032
0.045
0.051
0.050
0.081

-0.230***
0.114*
-0.360***
-0.540***
0.447***

0.048
0.063
0.077
0.082
0.105

0.08
-0.086
-0.376
-0.633
0.000***
0.037

0.055
0.051
0.053
0.057
0.000
0.032

0.087
-0.040
-0.370***
-0.610***
0.000***
-0.020

0.083
0.076
0.079
0.085
0.000
0.051

0.419***
0.665***
0.900***
0.427**

0.039
0.043
0.047
0.207

0.493***
0.732***
0.873***
0.499*

0.061
0.066
0.076
0.281

26,432
34928.88
0.063

11,692
15365.29
0.060

주 :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모형 Ⅰ은 30∼39세 연령층이면서 남성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특성을, 모형Ⅱ는
30∼39세 연령이면서 학력수준이 고졸인 남성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특성을 분석
함.
자료 : 고용보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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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
누가 고실업시기에 특별연장급여를 받았는가?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고학력자, 청․장년층 등에 비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급여일
수만큼의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재취업하지 못하여 고실업시기에 특별연장급
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고학력자, 청
년층 등에 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표 8>은 최초 실업인정일이 1998년 5월 15월∼1999년 10월 31일인 구직급여 수
급자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급여 수급 여부에 대하여 로짓분석한 결과이다. 특별연장급
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표본은 각각 10% 임의추출한 것으로 개인적인 인적 특성과
이직 전 사업장 특성, 실업급여의 제도적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한 것이다.
먼저 개인의 인적 특성 변수를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하여

50세 이상 연령층의 회귀계수값이 가장 크고 다른 연령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수급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하여 30대와 40대
연령계층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과 연령 측면에
서는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고연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과 청년층 등에 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4>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수준별로는 고졸자에 비해 초․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4>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도 고졸자에 비해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여성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특별연
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같은 학력수준의 남성은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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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는 사무직종 종사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농․어업 숙련근로자에
비해 높은 반면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수급 가능성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사무직종과 기능원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한 여성
이직자의 경우 남성과는 정반대로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이직 전 서비스․판매직종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 특별
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는 농수림어업, 전기가스, 통신 등의 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이나 건
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 모든 업종에서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
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
만 남성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가 많을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30∼99인 사업장에 비하여 30인 미만인 사
업장에서만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을 뿐 그 이외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직장 이직사유를 보면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비자발적 이직
자의 경우 특별연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 전 임금수준
이 높을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 전 근속기
간이 길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별로는 소정급여일수 30일인 집단에 비하여 소정급여일수가

60일, 90일, 120일인 집단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하여

3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고졸자에 비해 초․중졸 이하와 전문대․대졸자가, 직종별로
는 사무직종 종사자가,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
비스 종사자가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또한 이직
전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이직 전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고학력자, 청년층 등에 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유길상)

191

<표 8>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절편
여성
연령(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
학력(고졸)
초, 중졸 이하
전문대, 대졸
대학원 이상
이직 전 직종(농어업숙련근로자 등)
사무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고위임직원․전(준)문가․기술공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이직 전 기업규모(30∼99인)
3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이직 전 산업
(농수림어업, 전기가스, 통신 등)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임금(로그)
근속기간(월)
실업급여 신청 소요기간(1주 이내)
1주∼2주
2주∼1월
1월∼2월
2월 이상
소정구직급여일수(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N
-2Log Likelihood
R2

전 체
회귀계수 표준오차
2.706***
0.366
0.358***
0.024

여 성
회귀계수 표준오차
0.920
0.696

남 성
회귀계수 표준오차
2.966*** 0.507

0.169***
0.158***
0.479***

0.030
0.035
0.043

-0.079
-0.109**
0.644***

0.049
0.066
0.091

0.360***
0.393***
0.582***

0.040
0.046
0.053

0.200***
0.135***
-0.137

0.031
0.023
0.088

0.225***
0.180***
0.470*

0.061
0.045
0.271

0.171***
0.117***
-0.210**

0.037
0.028
0.095

0.095*
0.011
0.075
0.026
-0.110**

0.052
0.051
0.053
0.060
0.054

-0.201
-0.177
0.042
-0.301**
-0.219*

0.127
0.126
0.139
0.137
0.125

0.170***
0.043
0.082
0.127*
-0.112*

0.058
0.057
0.059
0.069
0.062

-0.161***
0.061**
0.146***
0.190***

0.027
0.030
0.033
0.032

-0.155***
0.074
0.225***
0.218***

0.050
0.057
0.063
0.060

-0.168***
0.042
0.103***
0.128***

0.032
0.036
0.039
0.038

0.380***
0.361***
0.290***
0.111***
0.113***
0.255***
-0.201***
-0.006***

0.031
0.040
0.041
0.037
0.042
0.051
0.025
0.000

0.356***
0.300***
0.317***
0.131**
0.243***
0.356***
-0.081
-0.006***

0.057
0.089
0.072
0.067
0.071
0.085
0.050
0.000

0.365***
0.367***
0.273***
0.090**
-0.025
0.194***
-0.239***
-0.006***

0.038
0.047
0.051
0.045
0.055
0.065
0.029
0.000

0.010
-0.059
-0.059
0.002

0.041
0.038
0.040
0.041

0.084
0.077
0.080
0.079

-0.005
-0.089**
-0.105**
-0.019

0.047
0.044
0.047
0.048

0.603***
0.142
0.589***
0.142
0.285**
0.144
0.071
0.149
52,615
67088.54
0.083

0.063
0.035
0.069
0.079

0.489***
0.163
0.716***
0.164
0.042
0.173
0.010
0.193
16,855
20581.26
0.058

주 :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0.735**
0.307
0.525*
0.308
0.355
0.308
0.109
0.311
35,760
46226.60
0.084

2)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표본은 56,197명으로 상정한 변수들의 결측값으로 관찰치
가 52,615명임.
자료 : 고용보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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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과제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선 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비수급자와 비교해서 어떠한 특성에 있는 사람들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실업을 당하지 않은 피보험자와 실업은 되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노동시장에서 성, 연령, 학력 등에서 상
대적으로 한계근로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
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이하의
연령계층에 비해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계층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자에 비해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이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
았고,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고졸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성은 고졸자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종별로는 예상
과는 반대로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계직종의 근로자보다 고용
이 안정되어 있는 직종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수
록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을 수령한 이직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
직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실
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사
람들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예상했던 바다. 그러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보다도 고학력자인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
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으며,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
능성이 단순노무직보다도 더 높고, 이직 전 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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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주로 대기업과 금융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고임금․고
학력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계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해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수혜자들을 보면 사회적 우위계층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연령
이 적을수록,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국 조기재취직수당은 그 성격상 일반 구직급여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재취업이 용이한 젊고 고학력의 남성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조기재취직수당이 모든 수급자들의 조기재취업을 촉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
구의 결과만으로 판단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없었더라도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에게 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연유한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사회적 한계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효과에 대한 지
속적인 평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행히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하
여 3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고졸자에 비해 초․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특별연장급여
를 받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또한 이직 전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이
직전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자, 고연
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고학력자, 청년
층 등에 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가를 밝혀 주는 것으로서 향후
실업급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계계층의 보호에 현행 실업급여제도가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
능은 크게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실업급여의 시행 과정에서 기대한 대로 효과
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본 논
문은 그 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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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employment Benefits Recipients in Korea
Kil-Sang Yoo
This study analyses who receives unemployment benefits in South Korea. The
findings suggest that men and the middle aged are more likely to receive Job
Seeking Allowance than women and youths. But, workers who have a junior
college or college education, managers and clerical workers, high-income
workers, and full-time workers with retirement allowance are more likely to be
the benefit recipients than workers with less than a junior high school
education, unskilled laborers, low-income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without retirement allowance respectively. That male, young, and highly
educated workers show higher probability of receiving Early Reemployment
Allowance than their female, old, less educated counterpart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

socially

privileged

class

generally

receives

Early

Reemployment Allowance. Additionally, the findings also show that those who
are older, educated less, and earned less prior to unemployment are more
probable to receive Extended Benefit, suggesting Extended Benefit is usually
granted to the underprivileged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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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의 효과 :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중심으로

금 재 호*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재취업 소
요기간, 재취업 임금수준, 재취업 직장의 이직 위험성 세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와 재취업 소요기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로, 재고용장려금이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이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과 수급자의 전 직
장 임금이 비수급자에 비해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로 재고용
장려금을 수급받은 근로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고용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
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먼저 장려금이 재취업 소
요기간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 결과를 얻었다. 둘째로 장기실업자고용
촉진장려금은 현직장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는 근로자의 이직 위험성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고용안정사업, 재고용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업기간, 임금

Ⅰ. 서 론
1)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고용보험제도는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근간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여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심각한 실업대란 시기에
투고일 : 2003년 2월 4일, 심사의뢰일 : 2월 14일, 심사완료일 : 2월 24일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minhyung@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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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가장 핵심적 위치에 서서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의 지원, 취약계층의 재취업 촉진 등 다방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용보험제도, 특히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 논란의 핵심은 과연 고용안정사업이 제도의 기본
목적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장기실업자, 여성, 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더불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지속
되었다.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대체로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사업의 순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의 의문이다. 대부분의 외국 연구결과들은 고용안정사업, 특히 임금보조금의 경우 높은
사중손실과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고용촉진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높은 사중효과(deadweight effect)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
고 있다. 둘째는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다. 고용안정사업의 지출규모는 해당 연
도 수입액의 60%를 초과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실적은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사태가
한창 심각한 시기이었던 1998년과 1999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최근에는 지출규모가

3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율의 인하에서
부터 사업의 전면 폐지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효과는 쉬운 문제가 아니며, 어떤 관점에서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가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6년이 지
난 현상황에서 고용안정사업을 평가하려는 연구들이 그동안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
구들은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금 및 각종 채용장려금)의 순고용 창출 효과를 평가
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에 따른 기업의 고용변화율을 측정하고,
실업예방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 등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효과 평가의 가장 핵심적 주제는 사중효과와 대체효과 등을 파악하여 고용안정사업
의 순고용 창출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이다. 외국의 경우 사중효과 등을 측정하기 위
해 계량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1) 우리나라에서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
거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김동헌, 1999; 황덕순, 1999;
김동헌․박의경, 2000; 김동헌․박의경, 2001; 김주섭․이규용․김정우, 2002; 장지
연․김정우, 2002). 이처럼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량적 분석에
1) 이에 관련된 연구로 Martin(2000), OECD(1998), Fay(1996), Katz(1998), Bishop and Montgomery(1986)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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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순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가 요구되나 이러한 조사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수행되지 못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 추정을 위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
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준
거집단에 대한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정적 한계를 보였다.
국내의 고용보조금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법에서 초보적인 단
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현상을 극복하고, 다른 측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종전의 고용창출 효과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몇
가지의 시도를 하였다. 그 시도의 첫째는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개인만을 분석
하는 틀에서 벗어나 비슷한 특성을 지니지만 지원을 받지 않은 개인을 함께 비교 분
석하려고 하였다. 둘째는 종전과는 달리 고용안정사업이 근로자의 실직기간, 재취업임
금, 그리고 재취업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용안정사업
의 효과를 평가하려고 하였다.
장기실업자와 같은 취업애로계층 및 재취업자에 대한 임금보조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자 특성별로 채용장려금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비교하고,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
이나, 재취업 직장에서의 초임, 그리고 재취업 직장에서 다시 이직할 확률 등의 세 가
지 측면에서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앞서가는지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금보조금의 효
과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2001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
로자에 대한 인별 정보가 크게 확장되었던 것에 기인한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의 머리말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이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취업 소요기간, 재취업 임금,
재취업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
로 재고용장려금이 근로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재고용장
려금의 수급 여부와 재취업 소요기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고용장려금의
지원 액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재고용 당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제도의 내용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재고용장려금이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이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과 수급자의 전 직장 임금이 비수급자에 비해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자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일 가능성을 시사하
며, 재고용장려금이 노동시장에서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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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준다. 셋째, 재고용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오
랫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고용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
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이 재취업 소요기간, 즉 실직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장려금 수급이 재취업에 따른 임금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 그리고 재취업한 직장에서의 이직 위험성이 장려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
지는지 등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이
재취업 소요기간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 결과를 얻었다. 이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실업고용촉진장려금이 실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가 있
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현직장의 임
금을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의 재취업 임금이 낮다는 결과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에게 지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는
근로자의 이직 위험성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본 고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
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그러나 연구의 성격상 연구 내용으로부터
정책적 방향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용안정사업 중 재고용장려
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국내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의 시간이 2001년도에 고용안정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또는 사업체로 제한되어 효과 분석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고용안정사업은 계량적인 분석을 통한 효율성 분석의 범위를 뛰어넘는 정책적 의의
를 지닌다. 즉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더라도 이러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영위기에 부닥친 기업이나 취업에 어려움
을 겪는 계층에게 이러한 고용안정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
며, 특히 심리적 안정감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즉 고용안정사업의 지속 여부나 평
가를 데이터를 통한 계량적 분석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고용안정사업의 본질과 의의를
망각시킬 위험성이 있다.
본 고의 분석 결과는 고용안정사업의 효과를 과거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과 고용안정사업 내 대부분의 지원․장려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와 학문적․정책적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에도 자료의 축적 및 새로운 자료의 개발을
통해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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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고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
청을 하고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실업자를 이직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200만 원(대기업은 160만원)을 1회에 지급하는 장려금제도이다. 재고용장
려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경우 거의 없으며, 여기에서는 재취업 소요기간,
임금변화 및 취업 후 고용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고용보험데이터로 2001년 한 해 동안 재고용장려금을 수급받은 취업자

264명과 비교대상 재취업자 985명이다.2) 비교대상 재취업자는 재고용장려금을 수급받
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수급을 받지 않고 동일 직장에 재취업한 근로자 9,114명
중에서 기업규모와 산업에 따라 임의로 추출하였다.

1. 재취업 소요기간의 단축 효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동일 직장에 재취업한 근로자들의 재취업 소요기간을 살펴
보면 재고용장려금 수급자의 소요기간은 평균 11.327개월로 비수급자의 10.824개월에
비해 장기간으로 나타나고 있다.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재취업 소요기간의 단순비교만
으로는 재고용장려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른 장
려금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계량모형의 추정을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재취업 소요기간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위험탈출모형(hazard analysis 또는

duration analysis)을 사용한다. 그러나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
나 아직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표본들이 관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탈출모형
을 사용한 분석은 편의(bias)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종속변수를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
2) 2001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인별 정보가 확충됨에 따라 재고용장려금 및 장기실업자고용
촉진장려금의 (비)수급자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3)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재취업 소요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
을 한 결과 t값이 -1.5703으로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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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설명변수에 재취업 소요기간을 포함시키는 모형을 추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모형은 재고용장려금이 재취업 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행태방정식으로 보
기 어려우며, 단지 다른 요인들을 감안한 뒤 재취업 소요기간과 재고용장려금의 상관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상관관계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정 결과도 어떤 인과관
계를 나타내기보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표 1> 재고용장려금 분석대상자의 특성 - 설명변수의 평균값

성별(0: 여성, 1: 남성)
연령(세)
연령의 제곱(세)
학력 - 가변수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직장의 직종 - 가변수
관리․(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전 직장의 산업 - 가변수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 및 운수․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전 직장의 규모(종업원수)
전 직장 임금의 로그값(천원)
전 직장 근속기간(년)
전 직장 근속기간의 제곱(년)
재취업 소요기간(월)

재고용장려금 수급 여부
수급자
비수급자
0.576
0.614
39.339
38.712
1635.189
1602.772

전체
0.606
38.844
1609.624

0.193
0.489
0.133
0.186

0.166
0.553
0.119
0.161

0.172
0.540
0.122
0.167

0.242
0.292
0.061
0.220
0.182

0.215
0.235
0.059
0.237
0.248

0.221
0.247
0.059
0.233
0.234

0.447
0.080
0.125
0.049
0.159
0.117
0.019
70.910
6.704
3.528
23.147
11.328

0.263
0.214
0.146
0.035
0.152
0.130
0.036
49.398
6.814
1.779
8.603
10.823

0.302
0.186
0.142
0.038
0.154
0.127
0.032
54.329
6.791
2.148
11.677
10.930

추정에 사용된 모형은 단순로짓모형으로 종속변수(또는 피설명변수)를 재고용장려금
의 수급 여부로 하여 그 값이 ‘1’이면 장려금을 받았고, ‘0’이면 근로자가 장려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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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설명변수로는 성, 연령, 연령의 제곱, 학력 더미4), 전 직장의 직종 더미,
사업체의 업종 더미, 사업체의 규모, 전 직장의 임금수준, 전 직장의 근속기간, 전 직
장의 근속기간의 제곱, 그리고 재취업 소요기간으로 하였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변수
들의 평균값은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표본에서 수급자는 비수급자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으
며, 연령 또한 비수급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비수급자의 55.3%
가 고졸의 학력을 지닌 것에 비해 수급자들은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높으며,
직종에 따라서는 관리자, (준)전문직 및 사무직의 비중이 비수급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에 따라서는 수급자의 44.7%가 광공업,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여
비수급자의 26.3%에 비해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재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체가 제조업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
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체가 재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성향이 높다. 즉 재고용장려금
의 수급자가 근무하였던 직장의 근로자는 평균 70.91명이었으나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49.40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 직장의 임금에서는 수급자보다 비수급자의 임금이 평균 13만 원 가량 높게
나타났다.5)

비수급자의 전 직장 평균임금이 1,043천 원이었던 데 비해 수급자의 평

균임금은 910천 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임금이 낮은 근로자가 추후 재고용장려금을 지
급받으면서 재고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 직장의 근속년수에 따라서는
근속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가 재고용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급자의 전 직
장 근속기간은 3.528년이었으나 비수급자는 1.779년으로 근속기간에 있어 상당한 차이
가 발견된다.
재고용장려금의 수급과 재취업 소요기간 사이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은 단순로짓모형
으로 추정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재취업 소요기
간과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와는 통계적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0.0087의 추정계수값에 대한 z값은 0.52로 10%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재고용장려금을 받는다고 하여 재취업 소요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
사한다.6)
4)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중졸 이하를 기준
으로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5) 이러한 임금의 격차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6)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난 하나의 원인으로 재고용장려금을 수급받은 근로자의 수가 263명에 불
과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수급자의 수가 적어 재고용장려금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취약한 데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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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초적 자료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재고용장려금을 수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 직
장의 근속년수에 따라서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전 직장의 임금수준이 낮은 재취업자가 재고용장려금을 받으면서
재고용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보다는 관리직이나 (준)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장려금을 수급받게 되며, 사업체의 업종에 따라서는 건설업이나 도소
매․음식숙박업보다는 제조업(광공업) 분야에서 재고용장려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표 2> 재고용장려금과 재취업 소요기간 - 로짓모형
추정 결과
상수항
성별(0: 여성, 1: 남성)
연령(세)
연령의 제곱(세)
학력(중졸 이하 기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직장의 직종(관리․(준)전문직 기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전 직장의 산업(광공업 기준)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 및 운수․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전 직장의 규모(종업원수)
전 직장 임금의 로그값(천원)
전 직장 근속기간(년)
전 직장 근속기간의 제곱(년)
재취업 소요기간(월)

추정계수값

z-값

-0.2750
0.2320
0.1358
-0.0016

-0.14
1.21
***
1.93
-1.81***

-0.3255
-0.0846
0.0981

-1.32
-0.25
0.31

-0.1023
-0.1166
-0.2590
-0.5914

-0.46
-0.33
-1.08
**
-2.00

-0.8989
-0.4947
0.4716
-0.2771
-0.2954
-0.7037
0.0000
-0.6036
0.4247
-0.0231
0.0087

-3.04*
-1.98**
1,17
-1.20
-1.08
-1.38
0.14
*
-2.67
*
6.02
-3.98*
0.52

표본수
LR chi-square 값
2
Pseudo R 값

주 : *: P≤0.01, **: 0.01<P≤0.05, ***: 0.05<P≤0.1.

1,087
114.19
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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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와 재취업 소요기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재고용장려금의 지원 액수가 200만 원(대기
업은 160만 원)에 지나지 않으며 재고용 당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제도의 내용
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로 여겨진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음에 따라 사업
체의 입장에서는 재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의 재고용을 신
속하게 추진할 동기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

1) 자료의 기초분석
2001년도에 재고용장려금을 수급받은 재취업자의 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표 3>의
두번째 열과 같이 월평균 임금이 12만 6,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이는
비수급자의 임금상승 8만 1,000원에 비해 55.1% 정도 높은 값이다. 비수급자의 전 직
장 임금(104만 3,000원)이 수급자의 임금(91만 원)보다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수급자
의 임금상승폭이 비수급자보다 크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이다.
재고용장려금 수급 여부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이직 전과 후의 임금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수급자의 경우 남성은 재취업을 통하여 임금이 111만 원에서 125만

3,000원으로 12.9% 상승한 반면, 여성은 63만 7,000원에서 74만 원으로 16.2% 상승
하였다. 이처럼 여성의 임금상승폭이 큰 현상은 비수급자의 경우에도 발견되고 있다.
<표 3> 재취업과 월평균 임금의 변화 - 재고용장려금
(단위 : 천원)

재고용장려금 수급 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전 직장의 임금
새 직장의 임금

910.0
1036.4

1042.8
1125.2

1014.2
1106.1

임금 차이

126.4

81.5

91.2

7)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수준으로 비교 분석하여야 하나 근로시간 자료가 없는
관찰치가 매우 많아 월평균 임금수준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와 사업체의 업종이 농림수산업인 경우는 표본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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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근로자의 특성과 월평균 임금의 변화 - 재고용장려금
수급자
성별

여성
남성
연령
20 ∼29 세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학력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직장의 근속기간
0 ∼<2 년
2 ∼<5 년
5 ∼<10 년
10 ∼<15 년
15 년 이상
재취업 소요기간
6 ∼<12 개월
12 ∼<18 개월
18 ∼<24 개월

(단위 : 천원)

비수급자

새 직장 임금 임금변화액 새 직장 임금 임금변화액
740.2
103.4
906.9
123.1
1252.7
143.2
1267.7
54.2
858.4
79.1
1027.5
116.0
1172.7
148.0
1207.7
71.7
1048.3
189.1
1166.1
72.8
982.9
43.7
1058.1
59.4
612.2
130.4
807.3
58.8
767.5
135.9
979.8
106.5
1054.8
131.9
1106.1
63.2
1046.5
102.0
1097.4
189.0
1312.1
121.9
1412.5
194.3

1029.5
1010.3
1028.5
1266.4
1253.3

94.9
113.4
220.8
199.6
63.3

1118.2
1148.1
1128.1
1007.9
1900.0

59.6
148.9
88.1
250.8
310.0

1029.8
1053.0
1039.7

149.7
97.0
69.4

1141.7
1084.1
1093.4

64.8
109.2
128.1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에서 수급자의 임금상승폭이 비수급자의 임금상승
폭보다 큰 반면, 20대와 50대에서는 반대로 비수급자의 임금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20대에서는 수급자의 임금이 10.2% 상승한 반면, 비수급자는 12.7% 상
승하였다. 이에 대하여 30대에서는 수급자의 임금상승률이 14.4%로 비수급자의 6.3%
보다 8.1%p 높다. 특히 40대의 경우 수급자는 재취업에 따라 임금이 22.0%나 상승한
반면, 비수급자는 6.7%의 상승에 그쳐 그 격차가 매우 크다.
학력에 따라서는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자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상승폭이 크게
조사되었다. 즉〔그림 1〕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수급자는 임금이

27.1% 상승하였으나, 중학교 졸업자는 21.5%, 고등학교 졸업자는 14.3%, 전문대 졸
업자 10.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은 10.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비수급자는 전
문대 졸업자의 임금상승률이 20.8%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4년제 대학 졸업자로

15.9%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근로자는
수급자의 임금상승률이 비수급자보다 큰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비수급자
의 임금상승률이 수급자보다 큰 현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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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력과 재취업시 임금의 변화율 - 재고용장려금
30.0%
27.1%
25.0%
21.5%

20.8%

20.0%
15.9%
14.3%

15.0%
12.2%

10.8%
10.0%

10.2%

7.9%
6.1%

5.0%

0.0%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수급자

전문대졸

대졸

비수급자

[그림 2] 재취업 소요기간과 재취업시 임금의 변화율 - 재고용장려금
18.0%

17.0%

16.0%
14.0%

13.3%

12.0%

11.2%
10.1%

10.0%
8.0%

7.2%
6.0%

6.0%
4.0%
2.0%
0.0%
6-<12개월

12-<18개월
수급자

18-<24개월

비수급자

전 직장의 근속기간별로는 어떤 특징적인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재취업 소요기
간에 따라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2〕
에서 수
급자의 경우에는 재취업 소요기간이 짧을수록 임금상승폭이 크나 반대로 비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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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소요기간이 길수록 임금상승폭이 큰 특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8)

2) 분석모형의 설정
재취업시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 및 노동시장에서의 과거의 경력이 새 직장의 임
금함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과 시간의 하부첨자를 생략
하고 근속기간과 실업기간의 설명변수만으로 표현된 다음의 임금함수 추정식을 고려해
보자.
j-1

j

lnW j = ∑ α sTENURE s + ( α j + β j )TENURE j + ∑ γ sSLU s + u j
s= 1

(1)

s= 1

식(1)에서 lnW j 는 임금의 자연대수값을 나타내고, TENURE s 와 TENURE j 는 각각

s번째 직장과 현직에서의 완결된 근속기간(completed job duration)을 의미한다.
SLU s 는 s번째 직장 바로 직전의 실업기간을 의미한다.

α 는 근속기간( TENURE )의

일반적 인적자본 형성 정도를 반영하며, β 는 기업특수 인적자본의 형성 정도를 나타
낸다. 마지막으로 u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식 (1)에서 α 1≠α 2≠...≠α j 로 가정하면, 근속기간의 일반 인적자본의 형성 정도가
직장마다 상이한 점이 계량모형에 허용된다. 따라서 { α s⋅TENURE s∣s = 1,..,j }는
과거의 직장경력이 현재의 일반적 인적자본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판단
할 수 있게 한다(Mincer and Jovanovic, 1981). 식 (1)을 재정리하면 다음의 식 (2)가
얻어진다.
j

j-1

lnW j = α 1 ∑ TENURE s + ∑ (α s - α 1 )TENURE s
s= 1

s=2

j

+ ( α j + β j - α 1 )TENURE j + ∑ γ sSLU s + u j

(2)

s= 1

식 (2)에서 α 1 = α 2 = ... = α j 와 γ s = 0 ( s =1,..., j )를 가정하면, 식 (2)는 식 (3)과 같
은 Mincer류의 단순임금함수로 전환된다.

8) 재취업 소요기간과 임금상승폭과의 상관계수는 수급자가 -0.1246, 비수급자 0.01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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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W j = α 1EXPERIENCE + ( α j + β j - α 1 )TENURE j + u j

식 (3)에서 과거의 직장과 실업에 관한 이력은 일반적 경험( EXPERIENCE )으로 압
축되며 α 1 의 계수를 통하여 임금증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직의 근속기간

( TENURE j )은 ( α j + β j - α 1 )에 의해 임금증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 (3)에서
α j 와 β j 가 식별(ident0ify)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α j = α 1 일 경우에

한해 현직장 근속기간( TENURE j )의 계수는 기업특수 인적자본의 형성 정도를 반영하
j

게 된다. 또한 위의 식에서 일반적 경험( EXPERIENCE )이 ∑ ( TENURE s + SLU s )
s= 1
j

로 계측될 경우 ∑ SLU s 만큼 과다 계상되어 α 1 의 추정치가 하향 편의를 가지게 된
s= 1
다. 이 경우 현직 근속기간( TENURE j )의 인적자본형성계수 ( α j + β j )와 추정계수

( α j + β j -α 1 )간의 차이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 비해 현직에서 일반적 인적자본의 형성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
자한다면(즉 α j > α 1 ), 현직의 근속기간에 대한 계수값은 기업특수 인적자본의 형성(즉
β )에 변화가 없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과거의

이력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적절하게 반영될 경우 임금함수 추정식에서 잠재적
편의(bias)가 존재할 위험성이 제시되고 있다.

3) 계량모형의 설정과 추정 방법
여기에서는 Addison and Portugal(1989)과 같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직장상실자
의 마지막 이직(즉 j -1번째 직장에서 j 번째 직장으로의 이직)과 이로 인한 임금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즉 j - 1 번째 직장에서의 근로자 특성과 j 번째 직장으
로 이동하기 전의 실직기간과 같은 정보가 j 번째 직장으로 어떻게 전이되었는가를 분
석한다. X i 를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정의하면, 재취업에 따른 임금함수식
은 식 (4)로 표현될 수 있다.
ln W ij = α 1EXPERIENCE ij + ( α j - 1 - α 1 )TENURE i, j - 1
+ ( α j + β j - α 1 )TENURE ij + γ jSLU ij + X ijΩ + u i, j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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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의 근속년수는 ( α j + β j - α 1 ) 을 통해서 현직장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 직장 임금의 설명변수에 전 직장 임
금( ln W i, j - 1 )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Addison and Portugal, 1989; Topel, 1986;

Kiefer and Neumann, 1979), 이를 위해 식 (4)는 식 (5)와 같이 전환된다.
lnW ij = δ ln W i, j - 1 +(1-δ) α 1EXPERIENCE ij
+ [ ( 1 - δ)( α j - 1 -α 1 ) - δβ j - 1 ]TENURE i, j - 1
+[α j+ β j - α 1 (1-δ) ]TENURE ij + γ jSLU ij
+ (X ij -δX i, j - 1 )Ω +( u ij- δu i, j - 1 )

(5)

식 (4)와 식 (5)는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식 (4)의 현 직장의 임금함수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로 성별 더미, 연령, 연령의 제곱,
학력 더미, 현직장의 직종 더미(관리․(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현직장의 산업 더미, 현직장의 종업원수, 전 직장 근속년수, 전 직장 근속
년수의 제곱, 재취업 소요기간,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를 사용하기로 한다.
앞의 논의와 같이 식 (5)의 현직장 임금함수 추정은 근로자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

(heterogeneity)을 통제한 추정계수 값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부터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은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이질성이 임금함수 추정을 얼마만큼
왜곡시키는지 파악할 수 있다.9)

4) 모형의 추정 결과
재취업 직장에 대한 임금함수를 OLS 추정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에서 둘째 열은 식 (4)의 OLS 추정 결과를 셋째 열은 이질성이 감안된 식 (5)의
OLS 추정 결과이다.10)
9) 이질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식 (6)에서와 같이 δ 를 가변적으로 두는 방법이 있고 δ =1로 제한
하고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모두 현직
장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포함되며, 그 효과도 동일하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δ 를 가변적으로 두는 방법만을 제시한다.
10) 원칙적으로는 전 직장을 이직하였다가 관찰완료 시점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근로자도 분석에 포
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재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Heckman의 추정을 실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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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가 현직장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0.0801
로 재고용장려금이 현직장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 (5)의 이질성을 감안하여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재고용
장려금의 수급이 재취업 임금을 낮춘다는 추정 결과는 재고용장려금이 노동시장의 취
약계층에게 지원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재고용장려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 및 자료의 기초분석 결과와 일치
하고 있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0.2924로 남성일 경우에 재취업 임금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8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취업 임
금도 상승하지만, 그 이후에는 연령과 재취업 임금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학력별로도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현직장의 임금이 높아진다.
특징적인 사실의 하나는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의 임금은 직장의 규모와는 별
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현직장의 규모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영(0)에 가
까운 값을 지니며,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는 추정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전 직장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 17년까지는 전 직장 근속기간과 재취업 임금 사이의
정(+)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재취업 소요기간에 대한 추정치는 -0.0041로 실
직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재취업에 따른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질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가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은 -0.0402로 절대치가 줄어들었다. 이는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OLS의 경우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이 재취업 임금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과대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재취업 소요기간이 재취업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된다. 이질성을 통제한 뒤에도 추정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임
금에 미치는 성별의 효과가 통제 전의 0.2924에서 통제 뒤의 0.0888로 크게 낮아진
점이 주목된다. 또한 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은 0.0177에
서 0.0332로 증대되었으며, 전 직장 근속기간이 재취업 임금을 상승시키는 기간도 단
순 OLS 추정의 17년에서 11.1년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적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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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재고용장려금 수급 여부와 재취업 직장의 임금 - OLS 모형
추정된 회귀계수의 값(t-value)
식 (4) - 기본추정
상수항
성별(0: 여성, 1: 남성)
연령(세)
연령의 제곱( 세)
학력(중졸 이하 기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현직장의 직종( 관리․( 준) 전문직 기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현직장의 산업( 광공업 기준)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 및 운수․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현직장의 규모( 종업원수)
전 직장 근속기간( 년)
전 직장 근속기간의 제곱( 년)
재취업 소요기간(개월)
재고용장려금(0: 비수급, 1: 수급)
전 직장의 월평균 임금( 천원)
표본수
F- 통계량
Adjusted R-squared

5.7544(31.31)*
0.2924(12.47)*
0.0490( 5.41)*
-0.0006(-5.11)*
0.1321( 3.84)*
0.1529( 3.24)*
0.3007( 6.78)*

식 (5) - 이질성 감안

2.4676(12.60)*
0.0888( 4.38)*
0.0216( 2.97)*
-0.0003(-3.09)*
0.0271( 0.98)
0.0674( 1.79)***
0.0967( 2.68)*

-0.0066(-0.21)
-0.1617(-3.25)*
-0.1704(-5.08)*
-0.2921(-8.22)*

0.0005( 0.02)
-0.0940(-2.38)**
-0.0737(-2.74)*
-0.1049(-3.60)*

0.0369( 1.04)
0.0746( 2.23)**
0.0489( 0.78)
-0.0875(-2.74)*
-0.0768(-2.06)**
-0.1977(-3.38)*
0.0000( 0.30)
0.0177( 1.73)***
-0.0005(-0.56)
-0.0041(-1.81)***
-0.0801(-3.13)*
-

-0.0316(-1.11)
0.0380( 1.43)
0.0366( 0.73)
-0.0918(-3.63)*
-0.0642(-2.17)**
-0.2170(-4.68)*
0.0000( 1.23)
0.0332( 4.07)*
-0.0015(-2.19)**
-0.0028(-1.54)
-0.0402(-1.97)**
0.0590(25.12)*

1,089
30.56
0.3633

1,089
74.89
0.5993

주 : *: P≤0.01, **: 0.01<P≤0.05, ***: 0.05<P≤0.1. 괄호 안의 값은 t-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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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취업 직장에서의 이직 위험성
재고용장려금이 근로자에게 주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재취업 직장
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는가의 고용안정성의 문제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2001년도에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2002년 6월 말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고용안정성의 분석에 활용한다. <표 6>에서 2002년 6월 말까지 재취업된 직장에서 이
직한 근로자의 비중은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자가 29.2%, 비수급자가 43.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분석대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2002년 6월 말 기준)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자가 12.45개월, 비수급자가 9.31개월로 수급자가 3.14개월 정도 많다. 이러한 기
초분석의 결과는 재고용장려금을 수급받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그 직장에 근
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1)
<표 Ⅱ-6> 재고용장려금 수급 여부와 새 직장에서의 이직 위험성12)(2002년 6월 말까지)
(단위 : %, 개월)

재고용장려금 수급 여부

이직자의 비율
평균 근속기간
이직자
계속 취업자
소계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29.2

43.6

40.5

8.31
14.16
12.45

5.54
12.22
9.31

5.98
12.71
9.99

11) 재고용장려금 수급자의 고용안정성이 비수급자보다 높다는 결과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
수급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재고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수급자는 임시직 등 비정규직으
로 고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재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는 장기간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12) 재고용장려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근속기간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이직자와 계속 근무자의
두 경우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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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와 이직 위험성

이직 위험성에 대한 분석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은 위험탈출(hazard 또는

survival) 분석이다. 〔그림 3〕
은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jaego 1]은 재고용장려금을 수급받은 근로자의 이직 위험성으로, 그리
고 [jaego 0]은 비수급자의 이직 위험성을 나타낸다. 자료의 특성상 재취업된 뒤 최대

18개월까지 이직 여부가 관찰되었는데, 〔그림 3〕
에서는 비수급자의 이직 위험성이 재
고용장려금 수급자의 이직 위험성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자료의 기초분석 결과와 상응하는 내용으로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3)
근로자의 이직 위험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여기에서는
콕스(Cox)의 hazard 모형과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모수적 추정모형을 사용하기로 한
다. 콕스(Cox)의 모형이 비모수(non-parametric) 추정방법인 것에 비해 Weibull 모형
은 이직의 위험확률이 Weibull 분포를 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의 모수적 추정방법이다.

13) 현재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재고용장려금이 고용안정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확실하게 결론 내
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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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재취업 직장의 이직 위험성 추정 - 재고용장려금

성별(0: 여성, 1: 남성)
연령(세)
연령의 제곱( 세)
학력(중졸 이하 기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현직장의 직종( 관리․( 준) 전문직 기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현직장의 산업( 광공업 기준)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 및 운수․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현직장의 규모( 종업원수)
전 직장 근속기간( 년)
전 직장 근속기간의 제곱( 년)
현직장의 월평균 임금(천원)
재고용장려금(0:비수급 1: 수급)
p
표본수
LR chi-square 값
Log likelihood

추정된 hazard
Cox 모형
1.1218( 0.94)
0.9274(-1.78)***
1.0010( 1.90)***

rate 의 값
Weibull 모형
1.1123( 0.87)
0.9265(-1.81)***
1.0010( 1.93)***

1.1799( 1.03)
1.3158( 1.20)
1.5594( 2.06)**

1.1802( 1.03)
1.3172( 1.20)
1.5520( 2.04)**

0.7981(-1.46)
0.8748(-0.50)
1.3407( 1.83)
1.6471( 2.90)*

0.7933(-1.50)
0.8600(-0.56)
1.3491( 1.87)***
1.6547( 2.92)*

1.2116( 1.21)
0.7933(-1.34)
0.9135(-0.27)
1.4260( 2.43)**
0.9499(-0.28)
1.2268( 0.79)
1.0001( 1.20)
0.7818(-4.77)*
1.0151( 3.66)*
1.0274( 0.19)
0.6767(-2.94)*
1,089
104.75
-2,716.5198

1.2381( 1.34)
0.8024(-1.28)
0.9256(-0.23)
1.4559( 2.57)*
0.9488(-0.29)
1.2377( 0.82)
1.0001( 1.13)
0.7810(-4.80)*
1.0152( 3.69)*
1.0314( 0.21)
0.6686(-3.03)*
1.2390
1,089
108.69
-1,049.7

주: *: P≤0.01, **: 0.01<P≤0.05, ***: 0.05<P≤0.1. 괄호 안의 값은 z값임

이직 위험성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에서 둘째 열은 콕
스(Cox)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셋째 열은 Weibull 분포의 가정 아래
에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셋째 열에서 p는 weibull 분포의 보조적(ancillary)
모수로 그 값이 1을 넘으면 이직 확률이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추정 결과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hazard rate은 콕스(Cox) 모
형과 Weibull 모형의 각각에서 0.6767과 0.6686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수급자의 이직
위험성이 비수급자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고용장려금의 지원이 근로자의 고
용안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설명변수의 추정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새 직장에서도 고용안정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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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이직하기보다는 계속 근무할 확률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Ⅲ.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거의 대부분의 선진
국에서 사용하여 왔던 정책으로 정책의 효과성 여부를 떠나 실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를 밝히고 실업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매우 일반적인 제도이다. 장기실업자의
임금보조금에 대한 효과 분석은 외국의 경우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우리나라
에서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고,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받은 수급자수도 외국에 비해 크게 적어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적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실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14) 이에 따라 2001년의 경우 장기실업자고
용촉진장려금을 수급받은 인원은 2,000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
금은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할 경우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사업체에 지급한다. 여기에서도
다른 장려금들과 마찬가지로 재취업 소요기간, 임금 변화 및 취업 후 고용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1년 한 해 동안 장
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받은 취업자 1,648명과 비교대상 취업자 997명이다. 비
교대상 취업자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수급을
받지 않고 취업한 근로자 652,903명 중에서 기업규모와 산업에 따라 임의로 추출하였다.

1. 재취업 소요기간의 단축 효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동일 직장에 재취업한 근로자들의 재취업 소요기간을 살펴
보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의 소요기간은 평균 19.695개월로 비수급자의

14) 우리나라에서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적은 이유는 첫째, 사회안전망이 미비하여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이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장기실업의 여부도 선택과정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면 어
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장기실업자의 비중을 낮추는 원인이다. 둘째, 외국은
실업을 하게 되면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도록 거의 의무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직업안정기관
에의 등록이 선택적 과정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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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5개월에 비해 단기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재취업
소요기간의 단순비교만으로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른 장려금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계량모형의 추정을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표 8>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분석대상자 특징 - 설명변수의 평균치

성별(0: 여성, 1: 남성)
연령(세)
연령의 제곱( 세)
학력 - 가변수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직장의 직종 - 가변수
관리․( 준) 전문직 기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전 직장의 산업 - 가변수
광공업 기준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 및 운수․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전 직장의 규모(종업원수)
전 직장 임금의 로그값( 천원)
전 직장 근속기간( 년)
전 직장 근속기간의 제곱( 년)
재취업 소요기간(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여부
수급자
비수급자
0.606
0.645
35.432
33.015
1377.686
1180.891

전체

0.620
34.524
1303.740

0.105
0.464
0.194
0.194

0.065
0.617
0.151
0.166

0.090
0.521
0.178
0.210

0.154
0.364
0.080
0.211
0.157

0.176
0.265
0.097
0.255
0.207

0.162
0.327
0.086
0.227
0.176

0.388
0.082
0.127
0.054
0.227
0.057
0.029
827.148
6.664
3.659
44.822
19.695

0.396
0.156
0.147
0.059
0.163
0.061
0.016
697.253
6.678
1.769
11.934
21.685

0.391
0.110
0.135
0.056
0.203
0.059
0.024
778.736
6.669
2.934
32.217
20.458

재고용장려금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추정에 사용된 모형은 단순로짓모형으로 종속변
수(또는 피설명변수)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로 하여 그 값이 ‘1’이면
장려금을 받았고, ‘0’이면 근로자가 장려금을 받지 않았다. 설명변수로는 성, 연령, 연
15)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재취업 소요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t 검
증을 한 결과 t값이 3.4520으로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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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제곱, 학력 더미, 전 직장의 직종 더미, 사업체의 업종 더미, 사업체의 규모, 전
직장의 임금수준, 전 직장의 근속기간, 전 직장의 근속기간의 제곱, 그리고 재취업 소
요기간으로 하였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값은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분석대상 표본에서 수급자는 비수급자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연령
또한 비수급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비수급자의 61.7%가 고졸의
학력을 지닌 것에 비해 수급자들은 46.4%만이 고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
은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인 비중이 높다. 직종에 따라서는 사무직의 비중이 비수급
자에 비해 높아, 수급자의 36.4%가 사무직이었으나 비수급자는 26.5%에 불과하였다.
산업에 따라서는 수급자의 38.8%가 광공업,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여 비수급자의

39.6%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비중은 수급자 22.7%, 비수급자 16.3%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의 전 직장
산업이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업이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고용장려금과 같
이 규모가 큰 사업체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경향이 높다. 즉 장기실
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가 근무하였던 직장의 근로자는 평균 827.148명이었으나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697.253명으로 조사되었다.
전 직장의 임금에서는 수급자보다 비수급자의 임금이 평균 4만 3,000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16) 즉 비수급자의 전 직장 평균임금이 889.09천 원이었던 데 비해 수급자의
평균임금은 846.49천 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임금이 낮은 근로자가 추후 장기실업자고
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으면서 취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 직장의 근속
년수에 따라서는 근속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가
능성이 높다. 수급자의 전 직장 근속기간은 3.659년이었으나 비수급자는 1.769년으로
근속기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과 재취업 소요기간 사이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로
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재취업 소
요기간과 장려금의 수급 여부와는 통계적 상관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계수값 -0.0112에 대한 z값은 -3.62로 1%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 소요기간이 줄어들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이 장기실업자
의 재취업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음을 추정 결과는 제시한다.
다른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도 기초적 자료분석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연령이 장려금 수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추정되었으나 전 직
16) 이러한 임금의 격차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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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근속년수에 따라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장려금의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
정되었다. 또한 전 직장의 임금수준이 낮은 재취업자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면서 재고용될 확률이 높다. 직종별로는 관리직이나 (준)전문직종 종사자들보다는
사무직에 종사하였던 이직자들이 장려금을 수급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체의 업종
에 따라서는 건설업이나 제조업보다는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에서 장기실업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이 재취업 소요기간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단
순로짓(logit)모형의 추정 결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실업고
용촉진장려금이 실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표 9>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재취업 소요기간 - 로짓모형
추정 결과
상수항
성별(0: 여성, 1: 남성)
연령(세)
연령의 제곱( 세)
학력(중졸 이하 기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직장의 직종(관리․( 준) 전문직 기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전 직장의 산업(광공업 기준)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 및 운수․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전 직장의 규모(종업원수)
전 직장 임금의 로그값( 천원)
전 직장 근속기간( 년)
전 직장 근속기간의 제곱( 년)
재취업 소요기간(월)
표본수
LR chi-square 값
Pseudo R 2 값

추정계수값
2.4228
-0.0716
-0.0091
0.0005

z-값
2.56**
-0.67
-0.26
1.03

-0.4056
0.1733
0.1606

-2.12**
0.79
0.74

0.4718
0.1429
0.0787
-0.0207

3.44*
0.76
0.53
-0.13

-0.3059
-0.0971
-0.2032
0.2198
-0.2071
0.3784
0.0000
-0.3261
0.1138
-0.0015
-0.0112

-1.88***
-0.69
-1.05
1.77***
-1.07
1.22
-0.58
-2.69*
3.82*
-0.98
-3.62*

주 : *: P≤0.01, **: 0.01<P≤0.05, ***: 0.05<P≤0.1.

2,488
223.46
0.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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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

1) 자료의 기초분석
2001년도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받은 재취업자의 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표 10>의 두번째 열과 같이 재취업에 따라 월평균 임금이 10.2%(8만 6,000원)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7). 이는 비수급자의 임금상승률 16.7%(15만 원)에 비해

6.5%p 낮은 값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가 노동시장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수급자의 전 직장 임금이 84만 7,000원으로
비수급자의 89만 9,000에 비해 낮다는 결과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18)
재고용장려금 수급 여부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 나타나 있다.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이직 전과 후의 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수급자의 경우 남성은 재취업을 통하여 임금이 98만 2,000원에서 100
만 1,000원으로 1.9% 상승한 반면, 여성은 63만 8,000원에서 72만 9,000원으로

14.3% 상승하였다. 이처럼 여성의 임금상승폭이 큰 현상은 비수급자의 경우에도 발견
되어 남성 비수급자는 15.2% 상승하였으나 여성은 21.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여
기에서 남녀 모두 비수급자의 임금상승률이 수급자보다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
학력, 전 직장의 근속기간, 재취업 소요기간 등의 모든 분류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
된다.
<표 10> 재취업과 임금의 변화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단위 : 천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전 직장의 임금
새 직장의 임금

846.5
893.4

889.1
1039.0

862.6
948.3

임금 차이

86.1

149.9

86.1

17)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수준으로 비교 분석하여야 하나 근로시간 자료가 없는
관찰치가 매우 많아 월평균 임금수준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와 사업체의 업종이 농림수산업인 경우는 표본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18) 전 직장 임금의 차이는 4만 3,000원으로 통계적으로는 10%의 유의수준에서 그 격차가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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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경우 20, 30대에서는 재취업에 따라 임금이 큰 폭으
로 증가하였으나 40, 50대에서는 거꾸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비수급
자는 20∼40대까지 임금이 상승한 반면, 50대에서 들어서야 임금하락을 보인다. 특히

40대에서 수급자의 임금은 2.7% 하락하였으나 비수급자는 20.9% 상승하였으며, 50대
에서도 수급자의 임금하락률은 24.3%에 달하나 비수급자는 4.3%의 임금하락만을 경
험하였다는 사실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을 지
원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력에 따라서는 비수급자의 경우 고학력자의 임금상승폭이 큰 경향을 찾아볼 수 있
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는 임금이 5.0% 하락한 반면 중학교 졸업자는 17.0%
상승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자 13.23%, 전문대 졸업자 25.7%, 4년제 대학졸업자는

21.42%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급자는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상승률이
17.8%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로 10.7%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
였다.
<표 11> 근로자의 특성과 월평균 임금의 변화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성별

여성
남성
연령
20 ∼29 세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학력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직장의 근속기간
0 ∼<2 년
2 ∼<5 년
5 ∼<10 년
10 ∼<15 년
15 년 이상
재취업 소요기간
6 ∼<12 개월
12 ∼<18 개월
18 ∼<24 개월
24 ∼<36 개월
36 개월 이상

수급자
새 직장 임금
임금변화액
729.3
91.2
1000.8
18.8
803.9
123.3
1008.0
140.4
1044.9
-28.5
808.8
-260.1
735.6
71.2
741.1
-69.3
848.5
10.6
890.6
134.5
1044.8
75.8

(단위 : 천원)

비수급자
새 직장 임금
임금변화액
833.3
146.3
1152.3
151.9
888.3
145.4
1144.0
157.2
1330.7
230.4
1027.5
-46.2
757.9
-39.6
1111.6
161.9
971.0
113.5
1011.7
206.6
1308.7
230.8

890.9
901.9
904.7
966.2
887.1

41.9
70.9
77.5
15.8
-358.4

1010.4
1004.3
1297.1
1615.4
1217.3

119.0
209.6
335.7
516.5
-75.0

949.9
899.3
878.2
838.9
828.7

-18.2
69.6
34.0
23.1
63.7

1035.2
1087.6
1003.9
1065.0
992.3

87.0
174.3
131.4
221.2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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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 직장 근속기간과 재취업시의 임금변화율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60.0%
47.0%

50.0%
40.0%

34.9%

30.0%

26.4%

20.0%
10.0%

13.3%
4.9%

8.5%

9.4%
1.7%

0.0%
0-< 2

2-< 5

5-< 10

-10.0%

10-< 15

15년 이 상
-5.8%

-20.0%
-30.0%

-28.8%

-40.0%
수급자

비수급자

전 직장의 근속기간별로도 비수급자는 근속기간 15년까지는 근속기간이 오랠수록 임
금상승폭이 높으나 수급자는 근속기간 5∼10년 사이의 임금상승폭이 가장 높은 역U자
의 형태를 보인다(그림 4 참조). 그러나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근로자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재취업시 임금하락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장기근속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뒤지고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재취업 소요기간에 따라서도 〔그림 5〕
와 같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비수급
자는 재취업 소요기간이 오랠수록 재취업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크나 수급자는 재취업
소요기간과 임금변동률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다. 이러한 분석은 비수급자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미취업이 보다 나은 직장에 재취업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일 가
능성을 제시한다. 반면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실직상태가 자발적 선택의 결과보
다는 취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직상태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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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 직장 근속기간과 재취업시의 임금변화율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35.0%
31.9%
30.0%
26.2%
25.0%
19.1%

20.0%

15.1%
15.0%
10.0%

9.2%

8.3%

8.4%
4.0%

5.0%

2.8%

0.0%
6-<12개월
-1.9%

12-<18

18-<24

24-<36

36개월 이상

-5.0%
수급자

비수급자

2) 추정 결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이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앞의 재고용장려금의 경우와 동일한 모형 및 추정방법론을 사용하기로 한
다. 재취업 직장에 대한 임금함수를 OLS 추정한 결과는 <표 12>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
서 둘째 열은 OLS의 추정 결과를 셋째 열은 이질성을 감안한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가 현직장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치는 -0.0986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현직장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질성을 감안한 추정 결과에서도 동일
하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의 재취업 임금이 낮다는 결과는 장기실업자고
용촉진장려금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게 지원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실업자고용촉
진장려금이 제도의 기본 목적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는 재고용장려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상
식 및 자료의 기초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0.2191
로 남성의 재취업 임금이 높다. 연령별로는 40.6세까지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재취업
임금도 높아진다. 그러나 40.6세 이후에는 연령에 따라 재취업 임금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별로도 학력에 따라 재취업의 임금이 높아진다는 상식적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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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재취업 직장의 임금 - OLS 모형

상수항
성별(0: 여성, 1: 남성)
연령(세)
연령의 제곱( 세)
학력(중졸 이하 기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현직장의 직종( 관리․( 준) 전문직 기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현직장의 산업( 광공업 기준)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 및 운수․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현직장의 규모( 종업원수)
전 직장 근속기간( 년)
전 직장 근속기간의 제곱( 년)
재취업 소요기간(개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0:비수급 1:수급)
전 직장의 월평균 임금( 천원)
표본수
F- 통계량
Adjusted R-squared

추정된 회귀계수의 값(t-value)
식 (4) - 기본추정
식 (5) - 이질성 감안
5.6423( 59.61)*
4.6148( 35.65)*
0.2191( 14.36)*
0.1712( 11.06)*
0.0568( 11.45)*
0.0484( 9.87)*
-0.0007(-10.45)*
-0.0006( -9.35)*

0.0812( 3.10)*
0.1130( 3.63)*
0.1995( 6.51)*

0.0473( 1.84)***
0.0821( 2.70)*
0.1490( 4.93)*

-0.0222( -1.20)
-0.1406( -5.18)*
-0.1110( -5.02)*
-0.2700(-11.43)*

-0.0257( -1.43)
-0.1308( -4.93)*
-0.1022( -4.72)*
-0.2333(-10.01)*

-0.0393(
-0.0117(
-0.0919(
-0.0332(
-0.1431(
-0.1011(
-0.0000(
0.0073(
-0.0004(
-0.0016(
-0.0986(

-0.0537( -2.31)**
-0.0147( -0.77)
-0.0874( -2.68)*
-0.0384( -2.17)**
-0.1453( -5.63)*
-0.1030( -3.07)*
0.0000( 0.13)
0.0086( 2.46)**
-0.0005( -3.15)*
-0.0006( -1.28)
-0.0918( -6.86)*
0.1875( 11.35)*
2,446
61.58
0.3528

-1.65)***
-0.60)
-2.76)*
-1.83)***
-5.42)*
-2.93)*
-0.16)
2.04)**
-2.21)**
-3.49)*
-7.19)*
2,453
55.60
0.3186

주 : *: P≤0.01, **: 0.01<P≤0.05, ***: 0.05<P≤0.1. 괄호 안의 값은 t-통계량.

특징적인 사실은 장기실업자의 경우에도 재취업 임금은 직장의 규모와 별 다른 상관
관계가 없다는 추정 결과이다. 현직장의 규모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영(0)에 가까운 값
을 지니며,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 전 직장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 9.1년까지
는 전 직장 근속기간과 재취업 임금 사이의 정(+)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재
취업 소요기간에 대한 추정치는 -0.0016으로 실직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재취업에 따른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 즉 직장상실비용이 높아질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질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가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OLS의 -0.0986에서 -0.0918으로 절대치가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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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OLS의 경우 장려금의 수급이 재취업 임금수준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력이 과대 평가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과대 평가된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과대 평가의 가능성은 재취업 소요기간이 재취업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전반적으로는 이질성을 통제한 뒤에도 추정 결과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임금에 미치는 학력효과가 통제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
한 점이 주목된다. 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은 0.0073에서

0.0086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전 직장 근속기간이 재취업 임금을 상승시키는 기간도
단순 OLS 추정의 9.1년에서 8.6년으로 하락하였다.

3. 재취업 직장에서의 이직 위험성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근로자에게 주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재취업 직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는가의 고용안정성의 문제이다. 앞에서 논의
한 것처럼 2001년도에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2002년 6월 말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고용안정성의 분석에 활용한다. <표 13>에서 2002년 6월 말까지 재취업된
직장에서 이직한 근로자의 비중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가 48.9%, 비수
급자가 48.2%로 나타나 수급 여부와 별 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대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도(2002년 6월 말 기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가

8.61개월, 비수급자가 8.83개월로 차이가 적다. 이러한 기초분석의 결과는 장기실업자
<표 13>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여부와 새 직장에서의 이직 위험성19)
(2002년 6월 말까지)

(단위 : %, 개월)

재고용장려금 수급 여부
이직자의 비율
평균 근속기간
이직자
계속 취업자
소 계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48.9

48.2

48.7

5.63
11.46
8.61

5.23
12.19
8.83

5.48
11.74
8.70

19)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근속기간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이직자와
계속 근무자의 두 경우 모두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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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
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도 재고용장려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탈출(hazard 또는 survival) 분석
을 시도하였다.〔그림 6〕
은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janggi 1]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받은 근로자의 이직 위험성으
로, 그리고 [janggi 0]은 비수급자의 이직 위험성을 나타낸다. 자료의 특성상 재취업된
뒤 최대 18개월까지 이직 여부가 관찰되었는데,〔그림 6〕
에서 비수급자의 이직 위험성
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의 이직 위험성과 비슷하다. 재취업 후 첫 6개월
까지는 비수급자의 이직 위험성이 높으나 6개월을 지나서는 수급자의 이직확률이 높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이 근로자의 재취업에는 기
여하지만 이들의 지속적 고용, 즉 고용안정성에는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취업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직 위험성이 수급자와 비수
급자간에 역전된다는 점은 기업이 장기실업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받은 기간 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하다가 수급완료 이후에는 이직을 유도하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근로자의 이직 위험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콕스(Cox)
의 hazard 모형과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모수적 추정모형을 실시하였고, 추정 결과는
[그림 6]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와 이직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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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재취업 직장의 이직 위험성 추정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추정된 회귀계수의 값
성별(0: 여성, 1: 남성)
연령(세)
연령의 제곱( 세)
학력(중졸 이하 기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현직장의 직종( 관리․( 준) 전문직 기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직
현직장의 산업( 광공업 기준)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 및 운수․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현직장의 규모( 종업원수)
전 직장 근속기간( 년)
전 직장 근속기간의 제곱( 년)
현직장의 월평균 임금(천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0:비수급 1: 수급)
p

Cox 모형

Weibull 모형

1.0107( 0.15)
0.9529(-2.08)**
1.0005( 1.74)***

0.9964(-0.05)
0.9540(-2.03)**
1.0005( 1.70)***

1.1055( 0.84)
1.0965( 0.64)
1.0927( 0.62)

1.1177( 1.70)
1.1079( 0.71)
1.1026( 0.68)

0.9780(-0.25)
1.0662( 0.50)
1.1540( 1.38)
1.4223( 3.19)*

0.9789(-0.24)
1.0591( 0.45)
1.1468( 1.32)
1.4347( 3.26)*

0.9452(-0.50)
0.7952(-2.44)**
1.0311( 0.20)
1.1074( 1.25)
0.9271(-0.62)
0.9853(-0.10)
0.9995(-1.27)
0.9598(-2.41)**
1.0016( 2.29)**
0.8542(-1.62)
1.0474( 0.471)
-

0.9568(-0.39)
0.7949(-2.44)**
1.0433( 0.28)
1.1043( 1.22)
0.9300(-0.60)
0.9914(-0.06)
0.9994(-1.37)
0.9562(-2.63)*
1.0018( 2.49)**
0.8566(-1.59)
1.0859( 1.29)
1.1456

표본수
LR chi-square 값
Log likelihood

2,456
66.56
-8,774.9366

2,456
69.51
-2,855.8708

주: *: P≤0.01, **: 0.01<P≤0.05, ***: 0.05<P≤0.1. 괄호 안의 값은 z값임.

<표 14>에 나타나 있다. <표 14>에서 둘째 열은 콕스(Cox)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
여주고 있으며, 셋째 열은 Weibull 분포의 가정 아래에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
한 셋째 열에서 p는 Weibull 분포의 보조적(ancillary) 모수로 그 값이 1을 넘으면 이
직확률이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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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hazard rate은
콕스(Cox) 모형과 Weibull 모형의 각각에서 1.0474와 1.0859로 추정되었다. 이는 수
급자의 이직 위험성이 비수급자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이

10% 수준에서도 없기 때문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는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설명변수의 추정 결과에 대해서는 전
직장의 근속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새 직장에서도 고용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준
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이직하기보다는 계속 근무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Ⅳ. 정리 및 결론

여기에서는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의 고용보험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재고용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취업 소요기간,
재취업 임금, 재취업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고용장려금이 근로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재고용장려금의 수급 여부와 재취업 소요기간 사이에 관계에 대해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
는 재고용장려금의 지원 액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재고용 당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한
다는 제도의 내용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로 판단된다. 지원액이 많지 않
음에 따라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재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
의 재고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동기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재고용장려금이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이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과 수급자의 전 직장 임금이 비수급자에
비해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자가 노
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고용장려금이 노동시장에
서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재고용장려금을 수급받은 근로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요구되지
만 재고용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다음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재고용장려금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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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재취업 소요기간, 재취업 임금수준, 재취업 직장에서의 이직 위험성의 세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먼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이 재취업 소요기간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 결과를 얻었다. 이는 매우 의
미있는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실업고용촉진장려금이 실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효
과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가 현직장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부(-)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현직장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의 재취업 임금이 낮
다는 결과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게 지원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제도의 기본 목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 여부는 근로자의 이직 위험성에 별 다
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의

hazard rate 분석 결과 장려금의 수급이 만료되는 6개월을 전후로 수급자의 이직 위험
성이 비수급자의 이직 위험성을 넘어서며, 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제기
한다.
고용안정사업 중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
과 국내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의
시간이 2001년도에 고용안정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또는 사업체로 제한되어 효과 분석
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고용안정사업은 계량적인 분석을 통한 효율성 분석의 범위를 뛰어넘는 정책적 의의
를 지닌다. 즉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더라도 이러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영위기에 부닥친 기업이나 취업에 어려움
을 겪는 계층에게 이러한 고용안정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
며, 특히 심리적 안정감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즉 고용안정사업의 지속 여부나 평
가를 데이터를 통한 계량적 분석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고용안정사업의 본질과 의의를
망각시킬 위험성이 있다.
본 고의 분석 결과는 고용안정사업의 효과를 과거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과 고용안정사업 내 대부분의 지원․장려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와 학문적․정책적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에도 자료의 축적 및 새로운 자료의 개발을
통해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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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ness of Employment Stabilization Scheme
- Reemployment Subsidy and Long-term unemployment
Subsidy Jaeho Keum
In this paper, we di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employment subsidy and the long-term unemployment subsidy. At first, the
logit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employment subsidy and the
unemployment duration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We estim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employment subsidy on the reemployment wa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employment subsidy affects the reemployment wage
negatively and that the wage of workers received the reemployment subsidy is
lower than that of workers didn't received the reemployment subsidy. Also,
workers received the reemployment subsidy had longer job duration than
workers didn't received the reemployment subsidy in the new job.
Th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ong-term unemployment subsidy
showed that the subsidy might shorten the unemployment duration. In addition,
the long-term unemployment subsidy lowered the wage level of current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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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작업관행이 기업 교육훈련의 수요요인이라는 가설에 입각하여 한국노동
연구원이 2002년도에 실시한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고성과 작업관행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성과 작업관행은 시스템
지수와 함께 그 하위 차원으로서 참여적 작업조직과 이를 보완하는 몰입형 인사
관리로 측정하였다. 기업교육훈련 투자의 신뢰성 있는 지표가 부재함을 고려해서
고용보험 DB에서 2001년 유급교육훈련휴가를 포함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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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교육훈련시간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고, 재무재표에 기재된 교육훈련비용도
위의 세 가지 지표와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성과 작업관행의
시스템 지수와 그 하위 차원인 몰입형 인사관리 그리고 참여적 작업조직의 도입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 교육훈련 투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
는 고성과 작업관행이 기업 내부의 교육훈련 수요요인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
이다.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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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신산업의 출현과 기존 산업의 변화, 세계적 차원의 경쟁
격화와 비교우위 원천의 이동, 그리고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기업과 국가 경쟁력
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인적자원 역량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21세기의
기업간 경쟁 원리는 자금력이나 물적자원에 기반한 경쟁으로부터 인적자원에 기반한
경쟁이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Pfeffer, 1994).
기업이 인적자원에 기반한 경쟁원리에 입각해서 경쟁우위를 달성하려면 근로자 교육
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지식․숙련을 배양함과 동시에 협력
규범 및 조직에 대한 전념(commitment)을 창출해야 한다.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협력규범과
조직에 대한 전념 창출을 통한 개인 지식의 집합적 공유, 조직 내 지식의 외화물인 조
직 루틴의 축적 및 그 항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학습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지식역량과 조직에 대한 몰입을 극대화하는 작업관행은 이른바 고성과․참
여적 작업관행(high-performance․involvement work practices)으로 지칭되고 있다.
고성과․참여적 작업관행은 높은 수준의 과업 통합과 자율작업팀으로 대표되는 작업집
단의 높은 자율성, 그리고 개선이나 제안 등 개발활동에의 높은 근로자 참여를 특징으
로 하는 비테일러적 작업조직을 핵심으로 하고, 이러한 근로자 역할구조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몰입지향적 인사관리로 구성된다.
고성과 작업관행을 숙련공의 자율성에 기반한 작업관행으로 표현하듯이 이는 근로자
숙련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MacDuffie & Kochan, 1995). 고성과 작업관행에서
는 전문 부서가 담당하던 품질과업과 보전과업 등을 근로자가 담당하고, 감독 및 관리
자가 전담하던 작업 관련 의사결정을 작업집단이 자율적으로 담당하며, 제반 문제해결
및 개선과정에 근로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참여하는 작업장 수준의 참가를 특징
으로 한다.
고성과 작업관행은 근로자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무의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자치능력 및 문제해
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성과 작업관행은 근로자 숙련에 대한 중요한
수요(demand)요인이다. 본 연구는 고성과 작업관행이 근로자 숙련에 대한 수요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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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설에 입각해서 고성과 작업관행의 도입 정도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업 차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교육훈련 연구에 대한 함의도 제
공한다. 교육훈련이 근로자 소득에 미치는 중요성에 입각해서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
및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가 전체 수준에서 이루어졌
으며 정작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훈련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간혹
기업 수준의 연구가 진행된 경우에도 사용된 자료는 대부분 가계조사 등 다른 용도로
측정된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기업 교육훈련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기에는 자료상의 한
계도 많았다(Lynch, 1998; Smith & Dowling, 2001).

Ⅱ. 선행 연구 및 연구 가설

1. 고성과 작업관행
고성과 작업관행은 1989년에 작업장 숙련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Skills of the Workplace)가 미국의 선택(America's Choice)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
로 언급하면서부터 널리 유포되었고(Cappelli & Newmark, 1999), 현재까지 인사관리
나 노사관계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고성과 작업관행은 미국이 1980년
대 일본 배우기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일본 대기업의 작업조직
및 인사관리 관행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Doeringer et al, 1998;

Cappelli & Newmark, 1999).
‘고성과’라는 용어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대신에 ‘혁신적’, ‘변혁적’, ‘대안적’,
‘유연적’, ‘참여적’ 등의 접두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선 고성과라는 접두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이 희망을 담은 명칭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작업관행의 특성과 무관하
게 좋은 성과만 내면 무엇이든지 고성과 작업관행이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연구자들은 고성과 작업관행의 핵심 내용을 현장근로자들의 작업 의사결정에의 참여
로 보고 있다(Cotton, 1993 ; Parks, 1995 ; Delaney, 1996). 이에 따르면 고성과 작
업관행은 근로자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테일러적인 작업조직이 아니라 작업장 수준에서
근로자 참여와 역할을 극대화하는 참여적 작업조직과, 근로자를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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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장 거래의 대상이자 통제의 대상만으로 보는 통제형 인사관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몰입과 헌신 그리고 숙련 향상을 지향하는 몰입형 인사관리로 구성된다. 연
구자들에 따라서 고성과 작업관행의 핵심을 참여적 또는 비테일러적인 작업조직으로
보고 몰입형 인사관리는 작업조직을 지원하는 보완재로 보기도 한다(MacDuffie, 1995;

Pil & MacDuffie, 1996).
참여적 작업조직은 과업 통합, 작업집단의 높은 자율 그리고 작업장 참가의 3차원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3차원별 결합 정도는 국가별 내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 과
업 통합은 테일러적 과도한 분업을 지양하여 직능별로 세분화된 과업을 직접부문 근로
자의 과업으로 통합하거나 직접부문 과업의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으로서 그 지표로는
직접생산자의 보전이나 품질업무 담당 정도, 로테이션, 과업 합성 등이 있다. 작업집단
의 자율은 관리계층상 수직적 분업을 지양하여 관리자가 담당하는 계획 및 통제기능을
작업단위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지표로는 자율작업팀의 도입 여
부나 작업단위의 자율성 정도가 있다. 작업장 참가는 문제해결과 개선과정을 엔지니어
나 관리자가 독점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지표로는 QC와 같은 오프라
인 참가나 제안활동 등이 있다.
몰입형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추상적인 수준에서 근
로자는 주주와 같이 중요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는 인정 및 이들의 이해를 기업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신뢰, 사람 중시의 인사철학,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인사관리라는 데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몰입형 인사관리를 동기부
여와 숙련형성 그리고 엠파워먼트나 정보공유의 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Appelbaum

et al., 2000; Gardner et al., 2001; Wright & Boswell, 2002). 동기부여 차원은 고
용보장, 승진, 보상과 같은 관행들로 구성되어 있고, 숙련형성은 근로자 교육훈련 그리
고 엠파워먼트나 정보공유는 정보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작업장 수준의 참여나 정보
공유 관행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인사관리 연구자들은 작업조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엠파워먼트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연구 목적에 따라서 작업조직은 인사관리와 명
확히 구분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성과
작업관행은 [그림 1]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그동안 고성과 작업관행이 실제로 높은 경영성과를 낳는다는 연구결과들과 이것이
경영성과를 높이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고성과 작업관행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 수준 근로자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고성과 작업관행은 근로자로 하여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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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이고 적극적(proactive)인 역할을 요구하고 고차적 욕구인 참여욕구를 충족시켜
서 노동의 유의미성을 증가시키는 등 근로생활의 질도 향상시킨다. 이처럼 고성과 작
업관행은 경영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서 노사간 상호 이익이 되
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림 1] 고성과 작업관행

과업
통합

정보
공유

참가

동기
부여

자율
숙련
형성

참여적 작업조직
몰입형 인사관리

고성과 작업관행은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고
성과 작업관행의 노사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주목해서 그 성격을 비테일러적인 참여적
작업조직과 대립적인 뉴딜형 노사관계로부터의 단절로 규정하기도 한다(Ichniowski et

al., 1996).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인 작업관행은 기업단위나 전국 수준 노사관계에
종속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작업장 수준 노사관계가 상위 수준 노사관계 혁신의 출발
점이 될 수도 있다. 고성과 작업관행의 도입은 노사간 이해공통 사항으로서 기업 수준
이나 전국 수준 노사협력프로그램의 유용한 의제가 될 수 있다.

2.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 교육훈련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 교육훈련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즉 기업 교육훈련을 고성과․참여적 작업관행의 구성요소로 취급하는
연구와 교육훈련을 제외한 고성과 작업관행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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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 고성과 작업관행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숙련형성을 그 중요한 구성요
소로 보고 전체로서의 시스템이 경영성과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고성과 작업관행은 비테일러적인 참여적 작업조직과 이를 보완하는 몰
입형 인사관리로 구성되는데, 몰입형 인사관리의 한 차원이 숙련형성이다.
고성과 작업관행과 교육훈련을 구분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MacDuffie & Kochan, 1995; Osterman,

1995; Wagar, 1997; , Lynch & Black, 1998; Frazis et al., 2000; Whitfield,
2000).
[그림 1]에서와 같이 교육훈련도 고성과 작업관행의 구성요소 이지만, 시스템 구성
요소들간에는 상대적 자율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요소들간 내적 일관성이 자
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참여적 작업조직이 도입되더라도 숙련형성을
포함한 몰입형 인사관리의 도입 정도가 낮을 수도 있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할 수 있
다. 고성과 작업관행과 별도의 차원으로서의 숙련형성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시스
템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한다는 의의도 있다.
고성과 작업관행과 숙련형성을 분리해서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작업관행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교육훈련에 대한 투
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고성과 작업관행을 도입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문제의식이
놓여 있었다(Osterman, 1995; MacDuffie & Kochan, 1995). 즉 고성과 작업관행이
숙련의 수요창출자이기 때문에 숙련에 대한 정부 정책도 그 수요를 촉진시키는 고성과
작업관행의 도입 및 확산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성과 작업관행이 기업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 보
더라도 숙련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Osterman, 1995). 즉
숙련 논쟁은 브레이버만 이후의 사례연구, 직업사전(DOT)을 활용한 연구, 기업체 정보
를 활용한 소수의 연구라는 일련의 연구 흐름들을 형성하였는데, 문제는 아직도 탈숙
련인가 재숙련인가에 대한 논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업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작업관행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가를 규명하고
자 하는 연구는 숙련 연구를 기업 수요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그 연구 지평을 확대
하였다는 의의도 갖는다.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 교육훈련에 관한 선행 연구를 요약
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 교육훈련 투자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
구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전세계 공장 등 상이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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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작업관행의 측정 항목 및 교육훈련 지표들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연구 결
과를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고성과 작업관행 및 그 구성 요소들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증가시키는 기업 차원의 숙련 수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표 1>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 교육훈련 선행 연구
연구자

자료

교육훈련측정

전세계 자동차조립 교육훈련시간
M acDuffie 공장
(Off-JT 및
OJT)
& Kochan (N=57)
(1995)

Osterman
(1995)
Wagar
(1997)

Lynch &
Black
(1998)

작업관행
작업조직 6항목(팀, 오
프라인참가, 제안 등)
및 인사관리 3항목(엄격
선발,성과배분 등)의 표
준화 점수 합산

결과
(+)

미국 사업체
(N=878)

Off-JT 수혜 핵심 팀, TQM, QC, SPC, 로 .지수:(+)
근로자의 비율
테이션의 5개 관행에 참 개별:TQM,
여하는 근로자 비율(지 SPC(+)
수 및 개별 관행)

캐나다 사업체
(N=569)

교육훈련 수혜계층 팀, QC, QWL프로그램, 계층수 및 수혜율
숫자,교육훈련 수 기타 문제해결 집단 유 모두 (+)
혜근로자 비율
무의 합산 지수

미국
Educational
Quality of
Workplace
National
Employer Survey

공식훈련 수혜 비 팀, TQM, 로테이션 비 수혜비율 : 제조업
율, 훈련 내용
율, 벤치마킹, 계층 숫자, 은 벤치마킹,
TQM, 팀(+), 계
통제범위
통제범위
층수,
(-), 서비스업은
TQM(+)1)

Frazis
et al.
(2000)

미국
공식훈련의 제공
(N=사업체 1,062 여부, 훈련강도의
개, 소속 근로자 지표로서 훈련시간
1,074명)
과 훈련비용

Whitfield
(2000)

영국
WIRS3,
자료

QC,

팀, QC, TQM, 로테이 여부, 시간, 비
션, 숙련급, 현장 의사결 용과 모두 정(+)
정 참여, 직무재설계나
리엔지니어링, JIT, 동료
평가 유무 합산 지수

투자지수=(연간 수 팀, QC, 팀회의, 유연
EMSPS 혜비율*연간훈련일 한 할당 위한 근로자 개
수)
발 여부의 지수 및 개별
관행

QC,
팀브리핑,
유연한 할당을 위
한 근로자 개발
(+)

주 : 1) 컴퓨터 훈련은 벤치마킹, TQM, 조직계층수와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그리고 로테이
션과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고, 팀워크 훈련은 벤치마킹, TQM, 로테이션, 팀
작업과 유의한 정, 기초교육의 경우 벤치마킹, TQM, 조직계층수와 유의한 정, 판매
및 고객서비스 교육의 경우 벤치마킹, TQM과 유의한 정, 통제의 범위와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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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머리는 탈의실에 두고 손발만 갖고 작업장에 들어간다”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하
듯이 테일러적 작업조직은 작업현장에 있어서 근로자 역할을 최소화시킨다. 반면 참여
적 작업조직은 전문부서가 담당하던 품질과업과 보전과업을 근로자가 담당하고, 감독
및 관리자가 전담하던 작업 관련 의사결정을 작업집단이 자율적으로 담당하며, 제반
문제해결 및 개선과정에 근로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참여하는 작업장 수준의 참
가를 특징으로 한다(김훈․김동배, 2001).
참여적 작업조직은 노동과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보다 많은 투입(input)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능력개발이 필요하다. 예컨
대 보전과 품질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로
테이션과 같이 유연한 할당을 위해서는 다기능 교육이 필요하며, 작업집단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작업집단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토론과 갈등관리, 관리적 업무에 대
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효과적으로 문제해결 및 개선과정에 참여하
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참여적 작업조직이 근로자의 역할 구조라면 몰입형 인사관리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동기 그리고 필요한 정보 등 자원을 제공하는 보완적 역
할을 수행한다. 작업조직과 인사관리간에 보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참여적 작업조직
의 도입 정도가 높으면 동기부여, 정보공유, 숙련형성으로 구성된 몰입형 인사관리의
도입 정도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고성과 작업관행 구성 요소간 보완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숙련형성을 별도의 차원으로 둔다면 동기부여와 정보공유 정도가 높은 경
우에는 숙련형성의 정도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몰입형 인사관리는 인간투자모형(human investment model)이라는 인사철학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원리로 한다. 예컨대 동기부여는 고
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 내부 승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공유는 근로자에 대한
경영정보 및 과업 관련 정보의 공유이며 우리가 별도의 차원으로 구분한 숙련형성은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이다. 인간에 대한 투자라는 원리에 입각한 몰입형 인사
관리간에는 상호 보완성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나 정보공유의 정도가 높으
면 숙련형성에 대한 투자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인적자본론이나 내부노동시장론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의 투자 회임과 관련해서 장기고용을 강화하는 인사관리가 교육
훈련 투자를 증가시킨다(Frazis et al., 2000)는 가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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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성과 작업관행에 대한 연구들은 보완성(complementarity) 때문에 개별 관행보다는
상호 연관된 관행들의 ‘시스템’이 미치는 효과를 강조한다. 작업관행간 보완성이란 예
컨대 두 개의 관행을 모두 채택했을 경우 개선되는 성과의 크기가 두개의 관행을 모
두 채택하지 않고 각각 하나씩만 채택했을 경우 개선되는 성과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Pil & MacDuffie, 1996). 시스템 구성요소간에 보완성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요소들의 독자적인 효과의 총합보다 전체로서의 시스템이 성과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
가 존재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다.
가설 1: 고성과 작업관행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1-1: 참여적 작업조직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1-2: 몰입형 인사관리는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고성과 작업관행 이외에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회
사 연령, 중화학공업 더미변수, 공개 기업, 노동조합, 제품시장 변수 그리고 6-Sigma
도입 여부 변수를 통제하였다.
신생기업일수록 기존 기업의 숙련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catch-up) 교육훈련에 투자
할 유인이 크다. 예를 들어 Whitfield(2000)의 연구에서 오래된 기업일수록 교육훈련
에 대한 투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직 설립시기의
사회적 구조와 관행이 조직에 각인(imprint)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조직의 연령과
교육훈련의 관계는 창립시기의 사회제도적 환경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조직의 연령이 미치는 효과를 단선적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하다.
기업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측이다(류장수, 1997). 왜냐하면 대기업일수록 교육훈련에 투자할 여유자원이 풍부하
고 교육훈련과 관련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직의 규모가
증가하면 분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적 조정을 위한 감시(monitoring)의 증대 필요
성도 증가하는데, 감시의 비용도 규모의 증가와 함께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교
육훈련이 감시의 대체물로서 매력을 갖게 된다. 즉 교육훈련을 통한 내재화된 통제가
감시비용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경우 경영자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유인
이 높아지는 것이다(Scott & Meyer, 1994). 다만 규모와 교육훈련 투자간에는 선형적
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Knoke &

Kalleberg, 1994). 실증연구에서는 Wagar(1997), Frazis et al.(2000), Whitfiel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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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정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Knoke & Kalleberg(1994), Osterman(1995),

Felstead & Green(1996), 국내의 류장수(1997)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공업의 경우 자본집약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본집약도가 높은 경우 작업자의
재량적 행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작업자의 행위를 감시(monitor)하기가 곤란
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통한 규범의 형성과 숙련공의 자율통제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중공업의 경우 경공업에 비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정도
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제조업 산업중분류 변수를 투입한 결과와
중공업 더미변수를 투입한 결과와 비교해도 그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거래소 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등록 기업인 공개 기업의 경우에도 미공개 기업과 교
육훈련에 대한 투자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규모의 효과를 논의로 하더라도 공개 기
업의 경우 정부나 공중의 감시에 노출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의무적인 교육훈련은
충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만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육훈련 투자를 강조하
는 경우에는 그 규범적 압력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반면 주식시장의 압력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공개 기업의 경우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정도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체로 주식시장은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교육훈련 투자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리 및 실증연구 모두가 복합적
인 주장 및 연구결과들을 제시한다. 노동조합은 이탈행위 대신 집합적 언로를 제공하
여 근로자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
만, 노동조합의 연공주의 정책은 무자격자를 승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측
의 교육훈련 투자 유인을 감소시킨다(Freeman & Medoff, 1984; Knoke & Kallberg,

1994). 한편 Smith & Dowling(2001)은 노사관계 분위기인 노사 파트너십의 정도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는 역 U자형의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노
사 파트너십이 아주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보다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실증연구에서도 Osterman(1995)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유
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난 반면, 국내의 류장수(1997)와 영국의 Whitfield(2000)의 연
구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존재 자체보다 교육훈련에 대해
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교육훈련에 대
한 정책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노사관계 역사 및 현재의 지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 교육훈련(김동배 김주섭박의경)

243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품시장 변수도 교육훈련 투자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품시장에
서 경쟁이 격화되면 조직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반면 Keenoy(1995)나 Osterman(1994)이 지적하듯이 경쟁의 격화에 통제
위주의 경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다. 단순
히 경쟁 격화보다는 경쟁전략의 특성이 교육훈련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연구
자들은 미국의 고성과 작업관행의 도입은 고품질전략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적
하고 있다(Cappelli et al., 1997; Lawler et al., 1998). 그리고 전략적 인사관리에 의
하면 저가 전략이 아닌 고품질, 다양성, 속도에 기반한 경쟁전략(high road strategy)을
추구할수록 이러한 경쟁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 역량 형성이 필요해지기 때
문에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이다.
식스-시그마는 최근의 품질경영 도구이다. 품질경영 도구로서 식스-시그마를 도입하
는 경우에는 특히 품질경영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증가할 것이다. 식스-시그마가 교육훈
련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는 선행 연구로서 Felstead & Green(1996)의 연구
가 있다. 이들은 불경기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된 기업들(N=27)에서 오히려 훈련이
증가한 사실을 영국표준(BS 5750)이나 국제표준(ISO 등)의 획득, 외부규제, 그리고 훈
련 내용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표준은 획득 및 유지를 위해서 훈련에 대한 투자를 필
요로 하고 모기업이나 거래처에서 표준의 획득을 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획득한 기업은 교육훈련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 식스-시그마는

Felstead & Green(1996)의 표준획득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Ⅲ. 자료 및 변수 측정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2년도에 실시한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교육훈련과 관련된 자료를 고용보험 DB 그리고
한국신용정보의 기업체 재무자료를 사용해서 추가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서 인사관리자용 설문지(N=1,395)에 노무관리용 설문지를
결합해서 분석하였다. 노무관리용 설문지는 각 사업장의 노무관리자와 함께 근로자 대
표가 작성하였는데, 본 연구는 노무관리자 설문지를 우선적으로 결합하였고(N=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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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노무관리자가 응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만 응답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용 설문지를 결합(N=73)하였다. 나머지 77개 사업장의 경우는 노무관리자용 설문
지가 결합되지 않고 인사관리자용 설문지만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소수의 맞춤형 설문지를
제외하고는 비제조업의 고성과 작업관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도 마찬가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appelli & Newmark(2001)의 연구에서는 고성과 작업관행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에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도 전통적으로 제조업
에서 개발된 작업관행 측정 항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제조업의 사례는 총 691개이지만 생산직 근로자 숫자에 대한 결측치(N=35) 및
생산직 근로자 숫자가 ‘0’명(N=38)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598개이다. 이 중 노무관리용 설문지가 결합된 경우는 노무관리자 529개,
근로자 대표 31개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가 투입될 경우의 유효 표본은 560개이며, 나
머지 결측치들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은 554개 사업장이다.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DB에서 2001년도 직업능
력개발훈련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고용보험 DB에서 활용한 자료는 2001년도
유급휴가훈련을 포함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른 보험료 환급액과 그 경
우 연간 수혜 인원이다.「사업체패널조사」의 모집단이 고용보험 DB이기 때문에 사업
자등록번호에 대한 약간의 조정 이외에는 두 자료의 결합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의 기업체 재무자료를 활용해서 교육훈련 투자액에 대한 자료도 구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 측정
가. 종속변수
교육훈련 투자 정도의 측정은 연구자들마다 상이하다. Osterman(1995)은 공식훈련
을 받는 핵심(core)근로자의 비율로 측정하였고, MacDuffie & Kochan(1995)은 신입
사원 및 1년 이상 재직한 기존 사원의 OJT 시간과 Off-JT 시간을 합해서 훈련투자를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의 류장수(1997)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표시된 교육
훈련 투자비를 합해서 교육훈련 투자 규모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교육훈련비는 재무제
표에 의무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
다. Whitfield(2000)는 지난 1년간 공식 교육훈련을 이수한 작업자의 비율과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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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해서 훈련 정도를 측정하였고, Frazis et al(2000)은 공식 교육훈련의 제공 여부, 교
육훈련 시간, 교육훈련비의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교육훈련 투자 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해서 본 연구는 상이한 자료원을 사용해서 교육훈련 투자 정도를 교육훈
련 투자금액과 수혜율 그리고 연간 교육훈련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인당 교육훈련 투
자 금액과 수혜율은 고용보험 DB를 활용해서 2001년도 유급휴가훈련을 포함한 사업
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환급받은 보험료액 및 그 경우 연간 수혜 인원을 2002년 초
사업체 전체 인원으로 나누어서 사용하였다.
고용보험 DB 자료의 교육훈련 투자 자료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신용
정보에서 구입한 기업체 재무제표에 기재된 교육훈련 투자 금액을 2002년 초 기업체
전체 인원으로 나누어서 인당 교육훈련 투자 금액 지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재무자
료는 외부감사업체의 경우에만 구할 수 있고 외부감사업체의 경우에도 제조원가명세서
와 손익계산서 모두에 교육훈련 투자 금액을 기재한 경우는 적기 때문에 사례수가 대
폭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재무제표상의 교육훈련 투자 금액은 의무보고
사항도 아니고 기업별 사정에 맞게 상이한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 투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로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재무제표에서 얻은 교육훈련
투자 금액은 고용보험 DB의 교육훈련 투자 금액 분석 결과를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
로만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체패널조사」에서 2001년도 공식 교육훈련(Off-JT)과 현장훈련

(OJT)의 수혜자수 및 그 경우 연간 인당 훈련기간을 사용해서 연간 인당 교육훈련기
간 지수를 작성하였다. 교육훈련기간 지수는 2001년 연간 Off-JT를 받은 근로자 숫자
를 기업단위에서 응답한 경우에는 2002년 초 기업단위의 종업원 규모로 그리고 사업
체 단위에서 응답한 경우에는 2002년 초 사업체의 종업원 규모로 나눈 값에 그 훈련
기간을 곱해서 Off-JT 훈련기간을 구했고 동일한 방법으로 OJT 훈련기간을 구해서 두
값을 합하여 작성하였다. 다만 이 경우 연간 100일 이상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교육훈련 투자 정도 변수들의 분포가 편의되어 있어서 분석시에는 로그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는데, 교육훈련 투자금액 및 수혜율이 0인 경우가 많아서 각 수치에 1의 값을
더한 이후에 로그값을 취하였다. 이 경우 원래 교육훈련 투자 정도가 0인 경우에는 변
환 이후에도 여전히 0의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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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몰입형 인사관리는 동기부여와 정보공유로 측정하였다. 동기부여는 엄격한 선발 정
도(5점 척도), 근로자 50% 이상에 인사고과를 실시하는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인사
고과, 임금수준(5점 척도), 이익분배나 집단성과배분 그리고 종업원지주제 중 하나라도
실시하는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성과배분 더미, 경제위기 이후 해고나 명예퇴직을
통한 고용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고용보장 더미 변수를 표준
화시켜서 합한 합산 지수이다. 정보공유는 경영설명회 개최 여부, 경영정보를 담은 소
식지 발간 여부, 근로자와 경영자간 핫라인 설치 여부, 직제라인상 정기적 회합을 통
한 경영정보 공유 여부의 합산 지수이다. 그리고 동기부여와 정보공유 항목들의 표준
화 값을 합해서 인사관리 지수를 작성하였다. 인사관리 지수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α=.6124로 나타났다.
참여적 작업조직은 작업단위의 자율, 과업 통합, 작업장 참가를 평균한 합산 지수이
다. 작업단위의 자율은 현장 작업단위가 작업량, 작업목표, 작업방식(각 5점)에 대해서

‘자율권이 있는 편’, ‘전적으로 자율권을 가짐’에 응답한 경우 각 1을 부여한 더미변수
의 합산 지수이다. 과업 통합은 생산직 근로자가 품질 부서와 ‘거의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품질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와 생산직 근로
자 로테이션을 실시하는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의 합산 지수이다. 작업장
참가는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직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소집단 변수와 제안활동이 있는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제안의 합산 지수이
다. 그리고 자율, 과업 통합, 작업장 참가 항목들의 표준화 값을 합산해서 작업조직 지
수를 작성하였다. 작업조직 지수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α=.5963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서 사업장 연령은 2002년에서 창립 연도를 차감해서 작성하였고, 규모는
종업원 숫자로서 측정하였는데, 분석시 로그값을 취하였다. 중화학공업 더미는 정진호

(1999)의 분류에 따라서 제조업 산업 23-24, 27, 28-35, 371의 경우에 1의 값을 부여
하였다. 노동조합 더미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하였다. 경쟁 격화는
지난 3년간 주력제품/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기업의 숫자’, ‘기존제품/서비스의 수정
및 변화’, ‘신제품 개발과 도입 비율’, ‘제품 수요’, ‘품질의 중요성’의 증가(각 5점 척도)
의 요인점수이다(α=.6122). 경쟁전략 변수는 주력제품의 특성을 저가(low cost), 품질,
다양성, 속도, 기술력 우위(각 5점)로 측정해서 요인 분석한 결과 두 개의 요인으로 구
분되었고 저가를 제외한 4개의 항목이 첫번째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를 차별화 전
략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그 요인점수를 사용하였다(α=.7352). 식스-시그마는 도입한 경우
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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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기술통계
인당 직업능력개발 투자액( 천원)
연간 직업능력개발 수혜 비율
연간 인당 훈련기간( 일)
재무제표 연간 인당 훈련비용( 천원)
작업시스템지수
인사관리지수( α=.6124)
동기부여
엄격한 선발(5 점)
고과 50% 이상 실시
임금수준(5 점)
성과배분 여부
고용조정 미실시
정보공유
경영설명회 개최 여부
경영소식지 발간 여부
핫라인 운영 여부
일상적 정보공유 여부
작업조직지수( α=.5963)
작업단위 자율
작업량 자율결정
작업방식 자율결정
작업속도 자율결정
작업장참가
50% 이상 QC 참가 여부
제안활동 여부
과업통합
품질업무 담당 더미
로테이션 여부
회사 연령(2002- 창립년도)
종업원수
중화학공업 더미
공개 기업 더미
노동조합 더미
경쟁 격화(α=.6122)
경쟁전략( α=.7352)
6-Sigma 도입 여부

사례수
552
552
498
189
384
468
477
541
512
534
539
519
544
545
551
552
552
433
517
520
519
520
516
521
527
460
466
532
543
554
554
554
554
515
518
533

평균
36.06
0.27
4.43
237.70
0.03
0.01
0.01
2.42
0.50
3.05
0.33
0.63
2.13
0.66
0.20
0.50
0.78
0.04
1.05
0.33
0.36
0.37
0.77
0.22
0.56
0.78
0.52
0.23
20.92
565.18
0.59
0.21
0.37
0.00
0.00
0.17

표준편차
237.54
1.35
10.45
343.06
0.48
0.49
0.49
1.07
0.50
0.78
0.47
0.48
1.17
0.47
0.40
0.50
0.42
0.66
1.19
0.47
0.48
0.48
0.77
0.42
0.50
0.70
0.50
0.42
14.70
2797.80
0.49
0.41
0.48
1.00
1.00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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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교육훈련 투자 실태
<표 2>의 기술통계치와 <표 3>의 상관관계에 근거해서 교육훈련 투자 정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료를 환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휴가훈련을 포함해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면, 전체 552개 사업체 중 2001년도에 교육훈련에 투자한
기업은 369개(66.85%)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해당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으로 측정한 연간 인당 교육훈련 투자액은 평균 36,000원으로 나타났
다.
투자 금액은 교육훈련에 투자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고용보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나 교육훈련 비용을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수강장려금과 같은
다른 방식의 교육훈련 투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로 교육훈련 투자액
보다는 상당히 과소 추정된 값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표 2>를 보면 기업단위에서
재무제표상의 연간 인당 교육훈련 투자액은 23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만일 재
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고용보험 환급 금액은 실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액
의 15.1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휴가훈련을 포함해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던 연간 수혜 비율은 27%
정도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DB상의 교육훈련 수혜율은 연인원 개념으로서 동일인이
중복 계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설문지로 측정한
연간 인당 교육훈련기간은 Off-JT와 OJT를 포함해서 평균 4.43일로 나타났는데 국내
의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서 약간 과다하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김동배, 2000; 김동
배․노용진, 2002).
교육훈련 투자 정도를 측정한 3개 자료원은 모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개 자료원
의 교육훈련 투자 정도 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구해 보면(부표 1 참조) 설문지로 측정
한 훈련기간과 재무제표상의 훈련투자액간의 상관계수를 제외하면 모두 99% 신뢰수준
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서 각 측정치들이 최소한의 신뢰성은 갖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어느 자료원이 교육훈련 투자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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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0.78

3

0.39 0.35

4

0.37 0.31 0.34

5

0.36 0.29 0.38 0.74

6

0.28 0.22 0.33 0.68 0.94

7

0.33 0.32 0.29 0.47 0.58 0.28

8

0.27 0.22 0.21 0.87 0.32 0.28 0.24

9

0.07 0.03 0.08 0.50 0.12 0.10 0.08 0.62

10

0.35 0.30 0.30 0.68 0.36 0.30 0.29 0.70 0.16

11

0.11 0.10 0.03 0.54 0.16 0.15 0.09 0.64 0.05 0.20

12

0.24 0.22 0.16 0.04 0.00 -0.04 0.08 0.06 0.04 0.11 -0.03

13

0.46 0.34 0.23 0.30 0.33 0.24 0.35 0.19 0.00 0.26 0.10 0.40

14

0.20 0.07 0.19 0.13 0.05 0.05 0.03 0.15 0.12 0.07 0.09 -0.11 0.04

15

0.22 0.17 0.15 -0.01 0.02 -0.01 0.07 -0.02 -0.02 0.00 -0.02 0.32 0.29 0.01

16

0.32 0.32 0.13 0.15 0.15 0.12 0.16 0.10 0.04 0.18 -0.03 0.42 0.51 -0.09 0.21

17

0.07 0.08 0.18 0.32 0.26 0.23 0.18 0.27 0.13 0.19 0.20 -0.01 0.12 0.06 0.08 -0.02

18

0.05 0.02 0.06 0.25 0.25 0.24 0.14 0.17 0.06 0.14 0.13 -0.04 0.12 -0.09 0.04 -0.04 0.37

19

0.25 0.19 0.15 0.25 0.20 0.14 0.24 0.20 0.07 0.24 0.09 -0.04 0.24 0.08 0.02 0.16 0.12 0.18

주 : 1) 상관계수가 0.11 이상이면 p<.05, 상관계수가 0.14 이상이면 p<.01.
2) 1=인당 직업능력개발비, 2=직업능력개발 수혜율, 3=연간 인당 훈련시간, 4=작업시스
템 지수, 5=인사관리 지수, 6=동기부여 지수, 7=정보공유 지수, 8=작업조직 지수,
9=자율, 10=작업장 참가, 11=과업 통합, 12=회사 연령, 13=사업장규모, 14=중공업
더미, 15=공개 기업, 16=노동조합, 17=경쟁 격화, 18=경쟁전략, 19=6-sigma.
3) N=336(listwise).

<표 3>의 상관관계를 보면 고성과 작업관행 시스템 지수와 그 하위 차원인 몰입형
인사관리 및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 몰입형 인사관리의 하위 차원인 동기부여와 정보
공유 그리고 참여적 작업조직의 하위 차원 중에서는 작업장 참가가 교육훈련 투자 정
도의 3지표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고성과 작업관행의 하위 차원인
몰입형 인사관리와 참여적 작업조직간의 상관계수가 0.32(p<.01)로 나타나고 있어서
다변량 분석에서는 인사관리를 제외한 상태에서 참여적 작업조직의 효과도 살펴보았다.
신생기업이 캐치업을 위해서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조
직 연령이 교육훈련 투자 정도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조직규모와 교육훈련 투자
정도간의 정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과 같이 양자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중
공업 더미 변수와 식스-시그마 변수도 예측과 동일하게 교육훈련 투자와 정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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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한편 관계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던 공개기업과 노동조합도 교육훈련 투자 정도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경쟁 격화와 경쟁전략 변수들은 상관계수는 정의
부호를 보이고 있지만 계수의 크기가 너무 적은 반면, 이 변수들과 고성과 작업관행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쟁 격화와 경쟁전략 변수들은
고성과 작업관행을 매개로 해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볼 수 있
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교육훈련 투자 정도의 영향요인
대조용으로 사용한 재무제표상의 교육훈련 투자액을 제외하면 교육훈련 투자 지수가

‘0’인 경우가 많아서 계수 추정은 Tobit 분석을 사용하였고, ‘0’값의 문제가 없는 재무
제표상의 교육훈련 투자액의 영향요인 분석은 선형회귀분석(OLS)을 사용하였다. 본문
에서 보고하지 않았지만 Tobit분석 대신에 선형회귀분석을 통해서 추정해도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다(표 4, 표 5, 표 6, 부표 2 참조).
모형 1은 통제변수와 함께 고성과 작업관행 시스템 지수를 투입한 결과이고, 모형 2
는 고성과 작업관행의 두 하위 차원인 몰입형 인사관리 지수와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
를 투입한 결과이며, 모형 3은 몰입형 인사관리와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간의 상관관계
를 고려해서 작업조직 지수만 투입한 결과이다. 모형 4는 인사관리와 작업조직 지수
대신에 그 하위 차원들을 투입한 결과이며, 마지막으로 모형 5는 인사관리 하위 차원
을 제외하고 작업조직 하위 차원들만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고성과 작업관행 시스템 지수는 투자금액, 수혜율, 훈련기간이라는 교육훈
련 투자 정도의 3지표 모두에 있어서 그리고 <부표 2>에서와 같이 재무제표상의 교육
훈련 투자 정도와도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서 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고성과 작업관행의 핵심인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는 인당 훈련기간과 재무제표상의
교육훈련 투자를 제외하면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이고 있고, 인사관리를 분석에서 제
외하는 경우에는 인당 훈련기간과 재무제표상의 교육훈련 투자와도 유의한 정의 부호
를 보이고 있어서 대체로 가설 1-1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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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당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액 영향요인(Tobit)

상수
기업연령
기업규모
중화학공업
공개기업
노동조합
경쟁격화
경쟁전략

6-Sigma
작업시스템지수

모형 1
-2.510***
(0.534)
0.012
(0.009)
0.568***
(0.110)
0.713***
(0.231)
0.501*
(0.272)
0.305
(0.267)
-0.126
(0.119)
-0.093
(0.125)
0.850***
(0.293)
1.184***
(0.263)

모형 2
-2.383***
(0.535)
0.013
(0.009)
0.532***
(0.111)
0.743***
(0.231)
0.488*
(0.271)
0.318
(0.266)
-0.120
(0.118)
-0.110
(0.125)
0.852**
(0.291)

모형 3
-2.496***
(0.508)
0.006
(0.008)
0.561***
(0.106)
0.846***
(0.223)
0.546**
(0.271)
0.471*
(0.263)
-0.062
(0.116)
-0.036
(0.122)
0.961***
(0.288)

모형 5
-2.781***
(0.506)
0.005
(0.008)
0.531***
(0.107)
0.861***
(0.222)
0.589**
(0.269)
0.466*
(0.261)
-0.059
(0.116)
-0.028
(0.121)
0.878***
(0.288)

0.981***
(0.259)

인사관리지수

0.608**
(0.243)
0.251**
(0.106)

동기부여
정보공유

0.374**
(0.181)

작업조직지수

0.455***
(0.170)

자율
참가
과업통합

Log L
N

모형 4
-3.058***
(0.534)
0.012
(0.009)
0.492***
(0.112)
0.757***
(0.229)
0.511*
(0.268)
0.310
(0.264)
-0.119
(0.117)
-0.094
(0.124)
0.740**
(0.293)

-589.4***
358

주: ( )는 표준오차. *p<.1,

-587.91***
358

-672.47***
401

**p<.05, ***p<.01 (two-tailed).

0.024
(0.093)
0.440***
(0.154)
0.013
(0.156)
-584.78***
358

0.053
(0.091)
0.496***
(0.147)
0.021
(0.153)
-669.65***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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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혜율(Tobit)

상수
기업연령
기업규모
중화학공업
공개기업
노동조합
경쟁격화
경쟁전략
6-Sigma
작업시스템지수

모형1
-0.523***
(0.101)
0.001
(0.002)
0.092***
(0.021)
0.039
(0.044)
0.067
(0.051)
0.093*
(0.050)
-0.011
(0.023)
-0.020
(0.024)
0.130**
(0.055)
0.204***
(0.050)

모형2
-0.508***
(0.102)
0.001
(0.002)
0.087***
(0.021)
0.043
(0.044)
0.066
(0.051)
0.095*
(0.050)
-0.010
(0.023)
-0.022
(0.024)
0.130**
(0.055)

모형3
-0.514***
(0.094)
0.000
(0.002)
0.089***
(0.020)
0.062
(0.041)
0.065
(0.050)
0.110**
(0.048)
-0.004
(0.022)
-0.009
(0.023)
0.149***
(0.053)

모형5
-0.569***
(0.094)
0.000
(0.002)
0.084***
(0.020)
0.064
(0.041)
0.072
(0.050)
0.110**
(0.048)
-0.003
(0.022)
-0.008
(0.023)
0.137***
(0.053)

0.151***
(0.049)

인사관리지수

0.084*
(0.046)
0.049**
(0.020)

동기부여
정보공유
0.075**
(0.034)

작업조직지수

0.079**
(0.031)

자율
참가
과업통합
Log L
N

모형4
-0.643***
(0.102)
0.001
(0.002)
0.080***
(0.021)
0.045
(0.044)
0.069
(0.051)
0.095*
(0.050)
-0.011
(0.022)
-0.019
(0.024)
0.110**
(0.055)

-164.02***
358

-163.37***
358

-187.12***
401

주 : ( )는 표준오차. *p<.1, **p<.05, ***p<.01 (two-tailed).

0.010
(0.018)
0.069**
(0.029)
0.013
(0.030)
-161.06***
358

0.010
(0.017)
0.079***
(0.027)
0.011
(0.028)
-185.31***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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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간 인당 교육훈련 기간(Tobit)

상수
기업연령
기업규모
중화학공업
공개기업
노동조합
경쟁격화
경쟁전략
6-Sigma
작업시스템지수

모형1
-0.921**
(0.444)
0.015**
(0.007)
0.111
(0.094)
0.643***
(0.184)
0.431**
(0.217)
0.029
(0.216)
0.165*
(0.094)
-0.072
(0.101)
0.244
(0.237)
1.133***
(0.214)

모형2
-0.718*
(0.434)
0.018**
(0.007)
0.049
(0.093)
0.692***
(0.180)
0.422**
(0.211)
0.004
(0.210)
0.160*
(0.092)
-0.101
(0.099)
0.270
(0.230)

모형3
-1.500***
(0.434)
0.014**
(0.007)
0.240***
(0.092)
0.627***
(0.179)
0.319
(0.217)
0.090
(0.213)
0.238***
(0.092)
0.012
(0.099)
0.219
(0.237)

모형5
-1.673***
(0.430)
0.012*
(0.007)
0.208**
(0.091)
0.652***
(0.176)
0.360*
(0.212)
0.052
(0.209)
0.238***
(0.090)
0.024
(0.096)
0.110
(0.232)

1.202***
(0.204)

인사관리지수

0.789***
(0.190)
0.264***
(0.082)

동기부여
정보공유
0.215
(0.139)

작업조직지수

0.391***
(0.137)

자율
참가
과업통합
Log L
N

모형4
-1.302***
(0.440)
0.017**
(0.007)
0.022
(0.094)
0.715***
(0.178)
0.432**
(0.207)
-0.033
(0.207)
0.168*
(0.090)
-0.083
(0.098)
0.170
(0.229)

-451.23***
336

-444.48***
336

-515.96***
374

주 : ( )는 표준오차. *p<.1, **p<.05, ***p<.01 (two-tailed).

0.024
(0.071)
0.384***
(0.117)
-0.160
(0.122)
-438.518**
336

0.030
(0.071)
0.558***
(0.115)
-0.119
(0.122)
-500.75***
374

254

노동정책연구2003년 제3권 제1호

다만 참여적 작업조직의 3하위 차원 중 작업장 참가의 회귀계수만 유의한 정의 부
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율과 과업 통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는데, 이는 상관관
계 표에서와 같이 참여적 작업조직의 구성요소 중에는 개발활동에의 근로자 참여인 작
업장 참가가 교육훈련 투자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도 대응
되며, 이 분석 결과는 김동배․노용진(200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작업집단의 자율과
과업 통합의 교육훈련 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성과 작업관행의 하위 차원인 몰입형 인사관리 지수와 그 구성요소인 동기부여와
정보공유도 교육훈련 투자 지표 3개 모두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서 가
설 1-2를 지지하고 있다.
나머지 영향요인 변수들의 계수도 상관관계 분석에서와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다만 경쟁 격화나 경쟁전략 변수들의 회귀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부

(-)의 부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경쟁 격화나 경쟁전략 변수는 앞의 상관관계 분석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관행을 통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앞으로는 2단계 회귀분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 효과를 추정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고성과 작업관행이 기업내 근로자 숙련의 수요요인이라는 가설에 입각해
서 고성과 작업관행이 교육훈련 투자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
성과 작업관행과 그 구성요소인 몰입형 인사관리 그리고 참여적 작업조직은 기업의 교
육훈련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성과 작업관행과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외국의 선행 연구들과도 유사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몰입형 인사관리의 한 차
원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고성과 작업관행이 교육훈련을 증가시키는 영향요인이
라기보다는 고성과 작업관행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도 높다는 양자간의 밀
접한 상호관련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고성과 작업관행을 교육훈련의 영향요인으로 보는 경우에 그 수요 측면이 부각
된다는 점과 더불어 고성과 작업관행이 요구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에 대한 함의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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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점이 있다. 즉 기업 교육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작업관행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하고, 고성과 작업관행은 과업 관련 숙련만이 아니라 문제해결이나
자치능력과 같은 사회적 숙련도 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 교육훈련에서 이러한 내용들
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기업 교육훈련의 수요 측면에 대한 연구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교육훈련의
공급과 관련해서도 함의를 갖는다. 고성과 작업관행이 요구하는 질 높은 숙련을 사회
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고성과 작업관행의 도입이 촉진될 수 있다. 숙련의 준공공재
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개별 기업은 고성과 작업관행이 요구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질 높은 숙련이 제공되
는 경우에 고성과 작업관행을 도입할 유인이 증가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기업 교육훈련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그 수요요인인 작업관행 개혁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고성과 작업관행의 도입은 기업 교육훈련
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유인이나 규제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
교육훈련의 내용도 직무 관련 숙련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과 자치능력도 포함시킬 필
요가 있으며, 기계장비의 전자장비화라는 직무내용의 변화와 관련해서 전기나 전자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고성과 작업관행이 요구하는 숙련의 사회적 공급과 관련해서 노사정 파트너십
이 필요하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질 높은 숙련의 사회적 공급은 고성과 작업관행의
도입을 촉진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증진시키는 선순환을 낳을
것이다. 고성과 작업관행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근로생활의 질(QWL)도 증진시
키기 때문에 노사간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성과 작업관행과 근로자 숙련
형성을 의제로 한 전국적, 업종별 내지 지역별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와 이에 근거한
실천프로젝트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교육훈련 관련 자료를 구비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 DB나 사업체 재무제표 그리고 설
문지를 통한 측정은 모두 기업 교육훈련 투자 정도의 측정치로 한계가 있다. 특히 재
무제표상 교육훈련 비용의 보고에 대해서는 기업회계 기준을 수정해서 그 세부 내역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 교육훈련의 수요요인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
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기업 교육훈련의 수요요인인 고성과 작업관행 그 자체의 수
요요인은 제품시장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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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고성과 작업관행, 기업 교육훈련의 순차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회적 숙련공급이 고성과 작업관행의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는 가정과 관
련해서 기업 차원에서도 교육훈련과 고성과 작업관행간의 동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근로자 교육훈련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에 고성과 작
업관행의 도입 정도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향후 종단 자료를 사용해서 이러한 가
능성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표 1> 교육훈련 투자 지표간 상관관계

1. 직업능력개발 훈련 투자액

평균
36.06

표준편차
237.54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혜율

0.27

1.35

3. 훈련기간( 일)

4.43

10.45

237.70

343.06

4. 재무제표상 훈련 투자액

1

2

3

0.987***
(552)
0.231***
(498)
0.212***
(189)

0.256***
(498)
0.216***
(189)

0.134*
(160)

주 :1) 변환하기 이전의 수치들로서 <표 3>의 변환 이후 상관관계 계수와는 차이가 있음.
2) ( )는 사례수임. *p<.1, **p<.05, ***p<.01(pai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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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재무제표상의 인당 교육훈련 투자액(OLS)

상 수
기업연령
기업규모
중화학공업
공개기업
노동조합
경쟁격화
경쟁전략

6-Sigma
작업시스템지수

모형 1
3.645***
(0.523)
0.002
(0.009)
0.090
(0.098)
0.008
(0.228)
0.110
(0.224)
0.377
(0.246)
0.123
(0.122)
-0.059
(0.130)
0.026
(0.267)
1.144***
(0.234)

모형 2
3.719***
(0.511)
0.001
(0.009)
0.040
(0.098)
0.102
(0.225)
0.174
(0.220)
0.503**
(0.244)
0.105
(0.119)
-0.055
(0.127)
0.117
(0.263)

모형 3
3.421***
(0.531)
0.001
(0.008)
0.155
(0.099)
0.044
(0.231)
-0.045
(0.226)
0.352
(0.251)
0.200
(0.123)
-0.073
(0.130)
0.126
(0.278)

모형 5
3.006***
(0.524)
0.000
(0.008)
0.152
(0.098)
0.021
(0.228)
0.034
(0.223)
0.299
(0.249)
0.218*
(0.122)
-0.055
(0.128)
0.006
(0.276)

1.136***
(0.239)

인사관리지수

0.803***
(0.236)
0.224**
(0.110)

동기부여
정보공유

0.223
(0.173)

작업조직지수

0.424**
(0.165)

자율
참가
과업통합

F
Adj. R2
N

모형 4
3.044***
(0.529)
0.001
(0.009)
0.033
(0.100)
0.098
(0.226)
0.201
(0.220)
0.447*
(0.247)
0.107
(0.121)
-0.044
(0.127)
0.042
(0.267)

5.277***
.224
134

5.71***
.262
134

3.08***
.116
144

주 : ( )는 표준오차. *p<.1, **p<.05, ***p<.01 (two-tailed).

0.111
(0.098)
0.243
(0.153)
-0.083
(0.149)
4.62***
.262
134

0.122
(0.099)
0.483***
(0.143)
-0.095
(0.152)
3.26***
.148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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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and Firm Training
Kim, Dongbae․Kim, Jooseop․Park, euikyung.
Using 「Workplace Panel Survey」conducted in 2002 by KLI, this study
testedd the hypothesis that high-performance․involvement work practices would
increase firm training. We measured index of HPWPs, high-involving work
organization and support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as the subdimension of
HPWPs. Considering reliable data on firm training is quite lacking, we used
different sources of firm training, including employment insurance DB, survey
data, and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Using these sources of data, we
measured firm's training investment as training expenditure, training coverage,
and hours of training. Tobit regression showed that the index of HPWPs as
well as high-involving work organization and support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two subdimension of HPWPs, were all positively related with
training investment of the firm. These result support the hypothesis that
high-performance work system is the driving forces of firm training. We
proposed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and the needs for furthr study.
Key Words : High-performance Work Practices, High-involving Work Organization, Support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Firm Trai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