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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소통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및
상호작용 공정성의 매개효과

강 수 돌*

오늘날 기업은 ‘지식경영’ 시대를 맞이하여 조직 전반에 걸쳐 조직학습
은 물론 지식공유의 활성화를 요한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지식공유로 인해 자신의 강점과 우수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탓에
지식공유는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공유를 활성화하
기 위해선 조직문화나 관계방식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 한편으로 여전히 수직적 문화가 잔존하고, 다
른 한편으로 유연화 및 성과주의 혁신이 강한 금융산업(은행 및 보험)을
중심으로 개방적 소통과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 지식공유 의도 간 인과성
을 탐색하되, 고용 유연화의 조절효과와 상호작용 공정성의 매개효과를 분
석한다.
자료는 수도권에 재직 중인 금융업계 직원 239명으로부터 확보한 설문지
였으며,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SPSS 21.0 및 PROCESS
macro 기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1) 개방적 소통은 상호작용 공정성 및 지식공유 의도를 촉진
하고, 2) 상호작용 공정성이 높을수록 지식공유 의도가 촉진되며, 3) 상호작
용 공정성은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의 관계를 매개하고, 4) 고용 유
연화는 개방적 소통의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와의 관계에서는 직접적 조절
작용을 했지만, 지식공유 의도와의 관계에서는 직접적 조절작용이 없었다.

논문접수일: 2017년 12월 26일, 심사의뢰일: 2017년 12월 28일, 심사완료일: 2018년 1월 11일
*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교수(ksd@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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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적으로는 고용 유연화와 상호작용 공정성은 개방적 소통이 지식공
유 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이론적 기여와 실무적 시사점,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핵심용어 : 개방적 소통, 고용 유연화, 상호작용 공정성, 지식공유 의도, 조절된 매
개효과

Ⅰ. 서 론

경영학계에서 ‘지식사회’ 담론(Drucker, 1968)이 무려 50년 지난 지금에도,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을 통한 부단한
혁신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
는가가 그 조직의 생명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환경에의 유연한 대응
과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소통과 지식이나
경험 공유가 부각된다. 지식공유란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와 연관된 아이디어와
정보, 제안, 공식지, 경험지, 암묵지 등을 서로 나누는 행위다(Srivastava et al.,
2006). 이것이 조직혁신이나 생존력에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경험, 기술이나 기
능이 뛰어난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조직 내에서 폭넓게 공유할수록 시너지
효과 및 창의력 증진 효과가 발생,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기 때문이다(Nonaka,
1994; Small & Sage, 2005). 이런 맥락에서 국내외 학자들은 지식창출, 지식전
이, 지식공유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축적해왔다(김동영․한인수, 2004;
김현진․설현도, 2016; 박문수․문형구, 2004; 박희태 외, 2011; 설현도, 2015;
장승훈 외, 2014; 전정호, 2012; 최진희, 2017; 허문구․문상미, 2010; Abrams
et al., 2003; Bock et al., 2005; Boer et al., 2011; Hong et al., 2011; Nonaka,
1994; Renzl, 2008; Srivastava et al., 2006). 이로써 지식공유와 관련, 갈수록
많은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들이 규명되었다. 그럼에도 지식공유를 촉진하는 조
직적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지식경영의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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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보다 세밀히 규명하기 위해선 개인 특성이나 업무 특성보다 “관계
의 맥락”(Boer et al., 2011; Fiske, 1992)을 해명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하다. 조
직 내 인간의 행위는 그것이 생성, 실행되는 관계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최근 고용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지식공유 메커니즘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규명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산별․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지식공유
의 메커니즘 규명은 더욱 절실하다(설현도, 2006).
이에 본 연구는 지식공유 의도의 선행변수와 연관된 메커니즘을 한걸음 더
해명하고자 그간의 선행 연구들에서 구조적․관계적 변수로 밝혀진 변수 중,
‘관계 맥락’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방적 소통과 상호작용 공정성, 그리고 고
용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 즉, 누군가 어느 조직에 소
속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지식공유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조직구조나 조
직과정의 어떤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지식공유 의지를 갖게 돕는지(또는 방해하
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조직적 차원의 구조나 과정 그 자체(예, 조직 설계, 보상
체계 등)보다 구성원들이 매일 경험하는 소통 방식과 공정성 인지에 주목, 개방
적 소통의 경험 및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도가 지식공유 의도와 맺는 인과성,
나아가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도가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조직구조나 과정 안에서도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내용에 따라 조직적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노사관계는 신뢰, 협력, 수평의 문화보다 불신, 대립, 수직의 문
화가 강한 편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공유 등 협력 행동을
통해 조직 효율성 향상을 이룬 결과가 노동조건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으로 돌
아오기는커녕 많은 경우 정리해고로 상징되는 구조조정으로 다가오는 ‘생산성
역설’ 때문이다. 이 역설적 상황은 조직의 분위기를 개방적 소통의 방향으로 전
환하거나 상하 간, 특히 부하 직원들이 조직이나 상사로부터 진정으로 존중받
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상호작용 공정성을 높이는 경우, 오히려 지식공유를 촉
진하고 동시에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개방적 소통을 독립변수로,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를 매개변수로, 지

4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1호

식공유 의도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 모형을 설정한다.
한편, 본 연구가 포커스 그룹으로 삼은 금융업은 은행이나 보험 분야를 포괄
하는데, 멀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까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
격한 구조변동을 겪는다. 특히 인사조직 측면에서는 성과주의의 확산과 비정규
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고용 유연화가 그 핵심이다. 그런데 지나친 성과주의
나 고용 유연화는 자칫 조직 공동체를 전제로 수행되는 지식공유에 장애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일례로, 어떤 구성원은 자기만의 지식이나 경험을 여타 구
성원과 공유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온전한 개별 성과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
에 대한 의구심이나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즉 ‘지
식공유의 딜레마’를 느낄 수 있다. 특히, 고용의 유연화와 더불어 상당한 비중
으로 도입된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촉탁사원, 시간제 근로 등)은 정년이 보
장된 정규직 사원에 비해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기에 다른 구성원들과 폭넓게
지식을 공유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고용의
유연화 변수(비정규직)가 갖는 조절작용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결국,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 간 관계에서 고용 유연화 및 상호작용 공정성이 갖는 ‘조
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개방적 소통, 고용형태, 상호작용 공정성, 지식공유 의도
간 상호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식공유 의도의 선행변수와
연관된 블랙박스를 한층 더 해명, 지식공유의 조직 내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개방적 소통, 고용
형태, 상호작용 공정성 등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둘째,
개방적 소통이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고용형태(고용 유연화)
및 상호작용 공정성 변인이 어떤 조절․매개 역할을 하는지 해명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조직경영의 실무적 관점에서도 조직공유를 통한 조직역
량 및 생존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근거 있는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선행 연구와 갖는 차별성은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간 관계에서
고용형태 및 상호작용 공정성의 조절․매개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적
연관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이를 기초로 경영조직 내의 지식공유 딜레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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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 경영조직의 지식공유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도출

1. 지식공유 의도와 지식공유 딜레마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란 자신이 획득하거나 창조한 지식을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기꺼이 공유하려는 의지, 또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와 아이디어 등
을 타인과 공유하는 개인들 사이의 활동이다(Srivastava et al., 2006).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식공유라는 행위 내지 실천이 결코 저절로 일어나거나 지시와
통제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즉 기꺼이
일어나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설현도, 2006; Jeung et al., 2017; Wang & Hou,
2015).
즉, 지식공유 행위는 결국 사람들이 가진 내생적 의지의 결과로 나타난다. 실
제로, 합리적 인간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 따르면, 인간의 행
위는 행위 의도로부터 예측될 수 있으며, 행위의 가장 직접적이며 정확한 예측
요인이 곧 행위 의도이다(Ajzen & Fishbein, 1980). 자발적 의지가 없다면 지속
적이고도 체계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공유
행위의 선행요인으로 지식공유 의도(knowledge sharing intention)가 중요해진
다(Kramer, 1999). 국내의 실증연구에서도 지식공유 의도는 지식공유 행동이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현진․설현도, 2016; 박문
수․문형구, 2004; 설현도, 2015; 설현도, 2006). 이 지식공유 의도는 지식공유
의 딜레마나 지식공유의 위험 인식과 반대의 방향성을 갖는다. 즉, 조직 구성원
들은 지식공유와 관련하여 딜레마나 위험, 두려움을 덜 느낄수록 공유 의도를
갖게 되며 공유 행위를 하게 된다(조옥래 외, 2007; Hwang & Burgers, 1997).
이렇게 지식공유 의도란 정보나 지식, 기술과 기능, 지혜와 통찰 등을 실제로
타인과 기꺼이 공유하려는 자발적 의지로(Bock & Kim, 2002; Kramer, 1999),
지식공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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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인의 지식공유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전체의 역량이나 유
효성을 증진할 수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지식공유로 인해 어쩌면 자신의
역량과 강점, 또는 잠정적 경쟁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이 곧 ‘지식공유 딜레마’다(Bock et al., 2005; Renzl, 2008). 요컨대, 지식
경영과 관련, 구성원들이 얼마나 지식공유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가 하는 문제
는 구성원들이 조직 생활에서 지식공유의 딜레마나 위험성을 가능한 한 느끼지
않도록(또는 덜 느끼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과 맞물린다. 이것은 지식공유가
단순한 개별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대화’(Nonaka, 1994)를 포함하는 집단 행
위 내지 팀 과정이기 때문이다(Nonaka & Takeuchi, 1995; Renzl, 2008; Tetlock
& Gardner, 2015).
흥미롭게도 Tetlock & Gardner(2015)는 평범한 사람들조차 다양한 사회경제
적 미래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슈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팀’
속에서 상호작용을 했고, 특히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의견이 나오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기를 반복했던 ‘과정’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지식
창출과 지식공유의 핵심전제는 열린 사고, 상호 존중, 팀워크, 경청과 겸손한
참여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직 분위기나 노사관계가 협력보다 경쟁을, 연대보다 분열을, 화합보
다 대립을 조장하는 풍토라면 지식공유의 딜레마가 더 커져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공유를 주저하기 쉽다(조옥래 외, 2007; Connelly et al., 2014). 그렇게 되
면 조직 혁신력이나 역동성이 저하할 것이고 결국 구성원들이나 조직 모두 해
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범지구적 경쟁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조직 혁신을 가속화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 혁신들이 조직 구성원들에
게 일관성과 타당성을 가지면서도 조직적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라는 문제는 여
전히 의문이다. 이런 면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동일한 조건 아래서도 자신의 고
용형태(정규직 여부)에 따라 얼마나 다른 조직 내 인식을 하는지, 또 그것이 궁
극적으로 지식공유 의도에 어떤 차이를 낳는지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의
미가 있다.
한편, 조직 경영 실무의 입장에서도 그 구성원들이 지식공유의 딜레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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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딜레마로 인식하지 않고 기꺼이 두루 공유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창출하
는 것이 현실적 과제로 등장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식공유를 촉진하는 요인들은 구조적 요인, 관계적 요
인, 개인적 요인,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지식 특성 등으로 나뉜다(김동영․한인
수, 2004; 박문수․문형구, 2004; 설현도, 2006; 최진희, 2017; Connelly et al.,
2014; Jeung et al., 2017; Trong Tuan, 2017; Wang & Hou, 2015). 달리 말하면,
이 다차원 요인들은 전술한 지식공유 딜레마 내지 장애물을 완화 내지 제거할
수 있는 조직관리 차원의 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관계적 요인들에
주목한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관계의 맥락’(공동체 관계,
권력 관계, 평등권 관계, 시장 관계)에 따라 동일한 조직구조 안에서도 다양한
태도나 의식, 행위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Boer et al., 2011; Fiske, 1992).
이 ‘관계 맥락 이론’에 따를 때, 지식공유 친화적인 관계 맥락은 공동체 내지
평등 관계 맥락이다. 공동체 관계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차별 없이 존
중하며 지식이나 정보를 사유재가 아닌 공유재로 본다. 이들은 공동의 정체성
을 갖고 상호 친밀함을 추구한다. 따라서 동일한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고 느끼
는 자에겐 지식공유 의도를 느끼지 않지만, 같은 공동체 성원이라 판단하는 한
조건 없는 지식공유가 이뤄진다. 한편, 평등 관계에서는 사회교환이론에서 강
조한바, 일대일 대응 또는 평등한 균형을 중시한다. 이들은 균형 있는 상호성을
추구하기에, 만일 누군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거나 보은하지 않는다
고 판단되면 그와는 지식공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호혜 관계가
지속되는 한 지식의 가치나 중요도와 무관하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교류된
다. 반면, 권력 관계나 시장 관계의 맥락에서는 각기 권력 추구 욕구 내지 이익
추구 욕구가 작동하기에 권력이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선별적
지식공유가 일어날 뿐이다. 요컨대, 동일한 조직이라는 공동체 안의 평등한 구
성원들로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지식공유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은, 공동체 관계 내지 평등 관계가 지배적 맥락으로 존재하는 경우다. 조직의
지식경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바로 이러한 공동체 내지 평등한 관계 맥락을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된바, 지식공유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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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요인들은 리더십, 보상체계, 비전 공유, 인지된 조직 공정성, 조직 동일
시, 과업 간 상호의존성, 조직 신뢰 수준, 개방적 의사소통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른다(김동영․한인수, 2004; 김미숙․홍관수, 2013; 박문수․문형구, 2004;
박희태 외, 2011; 설현도, 2006; 유선욱․신호창, 2011; 조옥래 외, 2007; 조윤
형, 2014; 최진희, 2017; Hong et al., 2011; Pace & Faules, 1993; Roos &
Roos, 1997; Trong Tuan, 2017). 본 연구는 그중(조직 내 신뢰관계 형성과 밀접
한) 개방적 소통과(조직 공정성 중 대인관계인) 상호작용 공정성이 지식공유 의
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관계 맥락’ 요인이라 본다.
여기서 개방적 소통(또는 소통의 개방성)은 조직 전반적으로 구성원들이 조
직 위계상의 상하 간, 동료 간에 아무런 부담 없이 의견 및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Ayoko, 2007; Schiller & Cui, 2010; Thomas et al.,
2009), 조직 전반적 차원에서의 관계적 요인으로 이해된다(Rogers, 1987). 실제
로, 개방적․참여적 소통이 가능하다고 느낄수록 구성원들은 조직 구성원으로
서의 소속감 또는 통합성을 더 많이 느낀다(Al-Omari et al., 2008; Breen et al.,
2005). 나아가 개방적 소통은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만족이나 조직 신뢰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지닌다(Pettit et al., 1997). 반면, 상호작용 공정성(또는 대
인관계 공정성)은 조직 공정성의 한 측면으로, 보상 공정성이나 절차 공정성이
조직 자체와 연관된다면 이것은 사회적 측면인 대인 관계, 특히 직원들이 ‘조직
의 대리인’(Jensen & Meckling, 1976)인 상사와 맺는 관계에서 얼마나 존중받
는다고 느끼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Bies & Moag, 1986; Brockner & Siegel,
1996; Colquitt & Rodell, 2011; Lind, 2001). 이런 면에서 개방적 소통은 구성
원이 느끼는 조직 전반적․간접적 차원의 관계 맥락 요인이라면, 상호작용 공
정성은 구성원이 느끼는 개별적․직접적 차원의 관계 맥락 요인이다. 요컨대,
개방적 소통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조직과 일체감 내지 소속감을 느낄수록 조직
신뢰가 높아져 지식공유 의도를 갖게 될 것이고, 특히 상사와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을 많이 인지할수록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는다고 느
껴 자신의 지식공유 행위가 배신당할 위험이 낮다고 인지하기에 지식공유 의도
를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개방적 소통이라는 조직 전반의 관
계적 요인과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대인관계 요인이 높이 인지될수록 지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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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딜레마가 현저히 완화하거나 사라짐으로써 지식공유 의도를 높일 것이라
본다. 이런 배경에서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상하 간 개방적 소통은 지식공유 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 인지된 상호작용 공정성은 지식공유 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 개방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
조직 내 개방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호관계 형성과 집단 협업은 조직
유효성과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Quirke, 2000). 또한 질 높은 커뮤
니케이션의 실현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와 의미 공유, 나아가 신뢰관
계를 촉진한다(Welch & Jackson, 2007). 물론,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 소통이나
SNS 소통처럼 즉각적이고 신속하되 간접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신뢰
감을 고양하는 데는 역시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대인관계에 기초한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Schiller & Cui, 2010).
이와 같이 기업 현실에서 우호적․개방적 소통은, 학자에 따라 강조점은 다
르지만, 대체로 구성원에 대한 조직(상사)의 지원, 의사결정 참여, 신뢰, 개방성,
진지함, 도전적 목표 제시 등이 개방적 소통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유선욱․신
호창, 2011; Likert, 1967; van Riel & Fombrun, 2007).
본 연구 역시 이런 맥락에서 상하 간 ‘개방적 소통’이 상호 신뢰 관계를 촉진
하고 구성원들은 자신이 조직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함께 조직 내에
서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개방적 소통 자체가 이미 조직
내 구성원들이 아무 의구심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특
히 상사들과) 상호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Thomas et al., 2009). Rogers
(1987)의 ‘의사소통 개방성 모형’에 따르면 상사나 직원들이 서로 불평이나 제
안을 경청하거나 서로 아이디어를 요청하며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여
따르고자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개방적 소통이 이뤄진다고 본다. 즉, 상사-부하
간 관계가 위계적, 수직적으로 짜인 구조 안에서조차, 나아가 상호 대립되는 의
견이 팽팽히 맞서는 조직적 상황에서조차 두려움이나 부담 없는 소통이 이뤄질
때, 이를 참된 개방적 소통이라 한다(Ayoko, 2007). 실제로, 상하 간 소통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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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개방성을 중시한 상향적 소통이 신뢰와 커뮤니케이션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Pettit et al., 1997).
특히, 한국 사회는 권력 간격 지수(Power Distance Index, PDI)가 매우 높은
나라다(Hofstede, 1980; Merritt, 2000). PDI는 특정 문화가 권위, 권력, 위계질
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측정하는 척도로, 관리자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직원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이
는 상급자의 권력에 대한 하급자들의 개방적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재
는 데도 응용될 수 있다. 한편, 상사의 권위적 소통은 물론 사회적 소통조차 그
것이 간섭 내지 잔소리처럼 들리는 경우 부하들은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황보아․박영석, 2016). 이렇듯 업종이나 영역을 가리지 않고 한
국기업에서의 소통 풍토는 수직적 권력 질서로 인한 폐쇄성이 크다(Morden &
Bowles, 1998). 이런 점에서 위계적, 수직적 질서를 넘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개방적 소통 풍토는, 한편으로는 조직 전반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 다른 한
편으로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회사 내지 상사가 구성원
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얼마나 인격적 대우를 하는지라는 의미에서
의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배경에서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 상하 간 개방적 소통은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 상호작용 공정성의 매개효과
한편, 선행 연구들은 개방적 소통이나 상호작용 공정성 각각이 지식공유나
지식공유 의도와 맺는 직․간접적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고, 개방적
소통, 상호작용 공정성, 지식공유 의도 간 상호 인과성 검증은 없었다. 즉, 의사
소통 방식과 조직 공정성 인식의 관계(황보아․박영석, 2016), 조직 공정성과
신뢰․지식공유의 관계(김미숙․홍관수, 2013; 박희태 외, 2011; 설현도, 2006;
Bock et al., 2005; Rousseau et al., 1998; Zand, 1972), 상호작용 공정성과 혁신
행동의 관계(조윤형, 2014), 개방적 소통과 신뢰 형성․지식공유의 관계(김동
영․한인수, 2004; 설현도, 2006; 유선욱․신호창, 2011; 최진희, 2017; Ho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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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Thomas et al., 2009) 등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개방적 소통이 지식공유를 촉진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무매개적
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매개변수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지라는 문제는 지식공유의 메커니즘을 전방위적으로 해명하는 누적적 연구 과
정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전술한바, 개방적 소통이 상호작용 공정성에 영
향을 주고, 또 동시에 상호작용 공정성이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준다면, 논리
적으로 상호작용 공정성은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조직 내 개방적 소통이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의도를 촉진한다 하더
라도, 당해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하고도 인간적인 관계, 신뢰 관계와 유기
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지식공유나 학습 조직의 발전에 중
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무리 온라인이나 SNS, 인트라넷 등을 통해 개방적
소통이 촉진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접촉하면서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못
하면 그 소통은 지속성과 발전성의 차원에 큰 기여를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Schiller & Cui, 2010).
이런 면에서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을 기초로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가
운데 느끼게 되는 대인관계 공정성, 즉 상호작용 공정성이 개방적 소통의 효과
를 조직적 성과로 매개한다면 지식공유는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그 근거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개방적 소통 가능성 속에서도 사람들은 조직이나 상사에 의한
지식이나 경험의 탈취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지식공유를 억제할 수 있
다(Empson, 2001; Hwang & Burgers, 1997; Renzl, 2008). 반면, 그러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친밀하고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왕성한 경우, 이로 인해 개방적 소
통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마침내 구성원들은 지식공유 의도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상하 간 개방적 소통이 잘 이뤄지는 경우 상호신뢰가 형성됨으로 말미
암아(Greenberg & Lind, 2000; Srivastava et al., 2006; Thomas et al., 2009) 전
체 구성원들 사이엔 상호 존중하는 조직 분위기, 즉 ‘공동체 관계 맥락’ 내지
‘평등 관계 맥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며(Boer et al., 2011; Fiske, 1992),
이는 당사자가 조직(상사)으로부터 진심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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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인지도를 높일 것이다. 즉, 개방적 소통이 상사와 부하, 그리고 동료 간
상호 신뢰를 촉진하면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조직이 우호적이고 상호 존중하
는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느낄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자신이 노동력의 관점이
아니라 인격체의 관점으로 대우받는다고 느낄 것이다(Quirke, 2000). 결과적으
로, 개방적 소통은 신뢰관계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상호작용 공정성을 높
게 인식하게 만들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 내 협력 행동, 특히 지식공유 의도
를 높일 것이다.
셋째, 조직 구성원들은 개방적 소통에의 참여와 함께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
받는다고 느낄 경우 그 조직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쉬우며, 다른 구성원들이나 그 조직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Armeli et al., 1998). 즉,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진심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경우, 달리 말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인격체로
서 상호 관계한다고 느끼는 경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조직 동일시’를 함으로
써 조직에 더욱 몰입․헌신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장승훈 외, 2014; 최진희,
2017). 그 한 결과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과 널리 공유함으
로써 자기효능감의 증대는 물론 조직의 효율이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모습으로 표현된다(박희태 외, 2011).
요컨대, 본 연구가 상호작용 공정성의 매개효과에 주목하는 까닭은, 위 선행
연구들의 종합적 결과에서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는 예측과 더불어 사회교환이론에서 강조하는 ‘신뢰’ 때문이다. 원래 Homans
(1961)와 Blau(1964)가 제시한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손실은 최소
화하고 보상은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지식공유 행위 여부도 이런 식으
로 결정될 수 있다. 경제적 교환과 달리 사회적 교환의 경우, 개인들은 타자에
게 베푼 만큼 언젠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권리)를 할 뿐 아니라, 또 타자로
부터 받은 만큼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도리)도 느낀다. 그런데 사회적
교환은 기본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대가나 보상의 불확실
성으로 인해 ‘상호 신뢰’가 공고히 전제되어야 원활해진다(최진희, 2017; Blau,
1964; Renzl, 2008). 이것은 시장 교환이 상호 명시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대
체로 대등한 가격 등가물의 교환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비된다. 결과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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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구성원들이 조직생활에서 신뢰 및 존중의 느낌을 많이 받을수록, 즉 상호작
용 공정성을 높이 인지할수록, 조직헌신이나 협력행동, 지식공유 등에 기꺼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Armeli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방적 소통 →
상호작용 공정성 →지식공유 의도’ 간 인과관계에 대한 예측을 하고 다음 가설
을 설정한다.
가설 4 : 상호작용 공정성은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 고용 유연화의 조절효과
한편, 본 연구 대상인 금융(은행 및 보험)업계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성과급 제도의 강화
나 비정규직 고용 증가 등 경영혁신이 추진되면서 조직 분위기는 물론 구성원
간 관계에 악영향을 낳았다. 즉, 한쪽에서는 지식공유를 통한 가치 창출 및 조
직 혁신의 필요가 강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개별적 성과를 인정받기 위한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경쟁과 압박의 분위기는 지식공유 행동은 물론, 장기적
조직헌신이나 개인-조직 간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낮출 것이다(조옥래 외, 2007;
Connelly et al., 2014).
“개별 성과연봉제가 들어온 뒤로 회사 분위기는 크게 변했다. 동료나 선후배
들은 모두 경쟁 상대가 됐다.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조직문화는 사라졌다. 부
서장이나 팀장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졌다.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부여받아야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김학태, 2016)
나아가,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인 금융업에서는 갈수록 고용 유연화의 맥락
속에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시간제 근로 등)이 많이
늘었다. 이제, 정규직 내의 경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경쟁도 치열
하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대인 공정성 인지는 물론,
소속감이나 충성심, 조직시민행동이 달라짐으로써 지식공유라는 사회적 교환
행위에 참여할 의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금융산업은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242명이었던 신규채용 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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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4,957명까지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그중 3,699명이 비정규직이다.
금융업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한 김영근 사무금융노조 본부장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가 손해보험 업체는 2배, 생명보험 업체는 5배가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 따르면 금융업 전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약 42%로 추산된다.”(고관혁, 2017)
그런데 고용형태별 지식공유 의도의 차이를 직접 연구한 선행 연구는 드물
고, 단지 조직공정성 인지,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직무태도, 직무
스트레스 등의 차이를 검토한 선행 연구는 많다(권순식, 2006; 김찬중, 2007;
전은숙 외, 2009; Allan & Sienko, 1997; Eberhardt & Shani, 1984). 이 연구들
에 따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차별 대우로 인해 조직공정
성이나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동일시를 덜 느끼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높으며 조직시민행동을 덜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한 개방적 소통 아래서도 대인공정성 인지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흥미
롭게도 Jeung et al.(2017)은 인지된 조직 지원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정서
적 몰입을 높임으로써 지식공유 의도를 촉진함을 실증했는데, 여기서 인지된
조직 지원과 정서적 조직몰입 사이의 관계를 근속연수가 조절함을 확인했다.
즉, 근속연수가 낮은 직원들은 동일한 조직적 지원 속에서도 정서적 조직몰입
이 낮아 지식공유 의도가 낮음을 실증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고용
형태(비정규직)를 고용 유연화 변수로 놓고, 이것이 개방적 소통의 (상호작용
공정성 및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얼마나 조절하는지 검토한다. 이렇
게 되면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의 관계에서 고용형태(조절) 및 상호작용
공정성(매개)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가설 5 : 고용 유연화는 개방적 소통과 상호작용 공정성 간 관계를 부(-)적으로 조
절할 것이다. 즉, 비정규직의 경우, 개방적 소통이 높아지더라도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가 정규직에 비해 높지 않아, 결국 지식공유 의도는 별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
가설 6 : 고용 유연화는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 간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가설들을 하나의 연구 모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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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H4
상호작용
공정성

고용 유연화

H2

H5
H6
H3
개방적 소통

지식공유 의도
H1

Ⅲ. 실증 연구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개방적 소통 및 상호작용 공정성의 영향
력을 검증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고용
형태

남
여
30세 이하
31～40세
40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대학졸
대학원졸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촉탁

빈도
74
165
87
106
46
27
54
146
12
126
74
23
16

%
31.0
69.0
36.4
44.4
19.2
11.3
22.6
61.1
5.0
52.7
31.0
9.6
6.7

월급

근속
연수

직위

200만 원 이하
201만～300만 원
301만～400만 원
401만～500만 원
500만 원 이상
3년 이하
4～10년
11～20년
21년 이상
일반직원
대리급
과장급
과장 초과

빈도
16
104
56
31
32
73
95
51
20
189
27
16
7

%
6.7
43.5
23.4
13.0
13.4
30.5
39.7
21.3
8.4
79.1
11.3
6.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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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리고 고용 유연화가 개방적 소통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
검토한다.
실증연구를 위해 2017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수도권 금융업(은행 및 보
험업) 직원들에게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 267부를 수거했으나 불성실한 응
답지를 제외한 239부를 분석에 활용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개방적 소통, 종속변수는 지식공유 의도이고, 조절변
수는 고용 유연화(비정규직=1), 매개변수는 상호작용 공정성이다. 인구통계학
적 변수는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분석수준은 개인수준이며, 설문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했다.
인구통계변인 중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학
력, 근속연수 등을 통제변수 군에 포함했다.

가. 지식공유 의도
지식공유 의도는,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하려는 생각이나 계획이다
(Bock & Kim, 2002; Kramer, 1999). 이의 측정을 위해 여러 선행 연구에서 타
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Bock et al.(2005)의 ‘지식공유 의도’ 측정도구 5문항
을 사용했다. 일례로, “나는 회사 구성원들과 나의 경험 또는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다”, “나는 동료가 원한다면 나만의 정보 소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나
는 업무 매뉴얼과 방법론, 작업 모델을 다른 직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등이
있다.

나. 개방적 소통
개방적 소통, 특히 조직에서 상하 간 거리낌 없이 이뤄지는 개방적 소통이란
조직의 공식적 업무환경에서 상사의 의도나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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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소통할 수 있으며, 부하의 의견이 상사에 의해 비교적 잘 수용되는 분위기
를 말한다(Thomas et al., 2009). 측정도구는 유선욱․신호창(2011)이 Thomas
et al.(2009) 등의 개방성 척도를 참고해 개발한 3문항이다. 그것은 “우리 회사
에서는 업무 지시나 보고 시 상하 간에 명확하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
루어진다”, “우리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의 의견이나 제안이 상사에게 잘 전
달되고 의사결정 시 반영된다”, “우리 회사에서는 회의나 토론을 할 때 부하직
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표출되어 반영된다” 등이다.

다. 상호작용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한 보유자가 나타내는 정책이나 절
차의 실행과정에서 특히 대인적 처우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공정성 지각 정
도이다(Greenberg & Lind, 2000; Srivastava et al., 2006). 상호작용 공정성 인
지가 높다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무엇보다 인격체 그 자체로 존중받고 신뢰
받는다는 느낌이 강함을 뜻한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조직 공정성 측정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Colquitt(2001)의 측정 도구를 사용했다. 상호작용 공정성은 “나의 상사는 직원
들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 “나의 상사는 직원들에 대해 부당한 비평
이나 비난을 자제한다”, “나의 상사는 직원들에게 각종 절차에 대해 합리적으
로 설명해준다”, “나의 상사는 직원들을 귀하게 대한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3. 구성 개념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인구통계 변수를 제외한 본 연구의 주요 개념들이 실제 현실을 적절히 측정
했는지를 나타내는 타당도 측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했다. 특
히, 요인 간 상호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주요 변수 세 가지를 동시에 투입
했다. 판별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분석(PCA)을 실시했고 고유값 1 이상이
면서 요인 적재량 0.5 이상인 항목만 추출했다. 회전 방식은 베리맥스 직각회전
법으로,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요인들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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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다(Hair et al., 1998). 상관계수 중 공통요인의 비중을 나타내는 KMO값
은 0.9 이상으로 적절했고, Barlett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효해 요인분석이 적정
했다. 분석 결과 개방적 소통, 상호작용 공정성, 지식공유 의도는 뚜렷이 다른
요인들로 구분되었다. 이어 AMOS 20.0을 활용, 측정 문항들이 잠재요인을 적
절히 구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 χ
²=451.728, df=116, χ²/df=3.89, IFI=.899, TLI=.881, CFI=.898, RMSEA=.110으
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분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이 모든 결과를 <표 2>에 제시했다.
여기서 각 요인의 신뢰도인 크론바흐  값은 모두 0.8을 넘었고, 집중(수렴) 타
당도를 보여주는 표준적재량은 모두 0.7을 상회했으며,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내지 구성 타당도(construct reliability)를 나타내는 CR값도 모두 0.8
∼0.9를 넘었다.
<표 2> 구성 개념의 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
지식
공유
의도
개방적
소통

상호
작용
공정성

항목

share1
share2
share3
share4
share5
open1
open2
open3
inter1
inter2
inter3
inter4
inter5
inter6
inter7
inter8
inter9

요인
설명
크론
적재값 분산(%) 바흐 
.875
.848
.846
24.249
.927
.843
.803
.836
.785
14.939
.859
.682
.805
.813
.809
.722
.765
34.605
.943
.813
.828
.787
.762

표준적
재량
.774
.822
.857
.890
.894
.797
.830
.812

표준
오차
.216
.175
.143
.118
.122
.251
.216
.281

.795
.831
.858
.841
.781
.708
.791
.809
.779

.283
.267
.244
.365
.331
.239
.233
.263
.309

CR

AVE

.923

.707

.888

.726

.966

.760

주 : * KMO=.931, χ²=3508.748, d.f.=136, p=.000, 설명 분산 계=73.793%, CR=구
성타당도, AVE=평균분산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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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 3>에서 괄호 속 숫자는 평균분산추
출(AVE)인데, 주요 요인 간 판별타당도(discriminative validity) 검증은 이 값이
다른 변수들의 상관관계 제곱값보다 큰지 여부로 결정된다. 본 연구의 변수들
간 최대 상관계수 0.707의 제곱값 0.4998 역시 최소 AVE값보다 작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설현도, 2015).

4.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통계 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0.0 및 PROCESS macro
by Hayes(2013)를 사용했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지식공유 의도의 평균은 3.93,
표준편차는 0.66으로 나타났다. 개방적 소통(M＝3.21, SD＝0.77)과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M＝3.52, SD＝0.74)의 평균도 모두 3점을 상회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지식공유 의도와 독립변수인 개방적 소통과
매개변수인 상호작용 공정성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매개변수인 상호작용 공정성과 독립변수인 개방적 소통 간에도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한편, 지식공유 의도와 통제변수들(성별, 연령,
학력, 월급, 직위 등) 간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용형태는 유의했다
(표 3 참조).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mean

SD

1

2

3

1. 지식공유 의도

3.93

.655

(.707)

2. 개방적 소통

3.20

.765

.423**

(.726)

3. 상호작용 공정성

3.52

.740

.491**

.707**

(.760)

4. 고용형태(비정규=1)

1.06

.315

-.150*

-.042*

-.004*

주 : * p＜.05, ** p＜.01(괄호 속 수치는 주요 변수의 AVE).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고용 유연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t-검증을 통해 고
용형태에 따른 변수별 차이를 분석했다(표 4 참조). 분석 결과, 비정규직은 정
규직에 비해 지식공유 의도의 평균이 낮았고(각기 3.46, 4.34), 그 차이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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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변수의 고용형태별 평균 차이 검증
주요 변수
지식공유 의도

개방적 소통

상호작용 공정성

N

평균

SD

d.f.

t값

정규직

126

4.34

0.43

237

-13.705**

비정규직

113

3.46

0.56

정규직

126

3.43

0.70

237

-5.465**

비정규직

113

2.93

0.72

정규직

126

3.76

0.64

237

-6.085**

비정규직

113

3.22

0.73

고용형태

주 : ** p<.01.

적으로 유의미했다(p<0.01). 또,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개방적 소통(각기
2.93, 3.43)이나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각기 3.22, 3.76)에 있어서도 낮은 평균
값을 보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5. PROCESS macro by Hayes(2013)를 통한 가설 검증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 기법은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법인
Baron & Kenny(1986)의 3단계법이나 Sobel(1982)의 Sobel Test가 가졌던 결함
을 넘어갈 수 있는 새 검증법이다. 우선, Baron & Kenny(1986) 검증법은 실제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 인과추론을 통해 매개효과를 ‘논
리적으로’ 예측한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만일 매개변수가 2
개 이상 존재하여 매개변수끼리 ‘상쇄효과’를 지니는 경우 오히려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위험도 있다(최현정, 2015; Preacher & Hayes, 2004). 또한
매개효과의 크기를 직접 산출하는 Sobel Test는 유의성 검증 시 표본분포의 정
규성 가정을 전제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매개효과가 대체로 정규분포보
다는 편중분포를 보인다고 지적한다(Bollen & Stine, 1990; Shrout & Bolger,
2002). 이런 면에서 Hayes(2013)의 PROCESS 기법은 OLS 회귀분석에서 독립
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
과를 ‘일괄’ 검증할 뿐 아니라 간접효과를 정확히 산출해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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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Hayes(2013)의 PROCESS macro 기법 중 ‘Model=4’ 및 ‘Model=8’
을 적용한 가설 재검증을 실시했다. 왜냐하면 본 연구 모형에서는 상호작용 공
정성의 매개효과를 예측함과 동시에 고용 유연화의 조절효과를 기대하기 때문
이다.
‘Model=4’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표 5>로, 그리고 ‘Model=8’을 활용한 분
석 결과는 <표 6>으로 요약된다. ‘Model=4, 8’ 검증 시 공변량(covariates)으로
인구통계 변인들을 넣었으나 유효하지 않아 제외했다.
<표 5> PROCESS macro에 의한 단순 매개효과 검증(Model=4)
독립변수

종속변수

계수

S.E

t

p

LLCI

ULCI

개방 소통

지식공유

.3588

.0589

6.0887

.000

.2615

.4561

R²=.1686, F=37.0725(p=0.0000), 독립변수의 총효과
개방 소통

상호공정성

.6804

.0527

12.9077

.000

.5933

.7644

R²=.4892, F=166.6097(p=0.0000)
개방 소통
상호공정성

지식공유

.1280

.0660

1.9401

.0536

.0190

.2369

.3392

.0816

4.1578

.000

.2045

.4739

R²=.2415, F=21.4068(p=0.0000), 독립변수의 직접효과(36%)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
변수

간접효과
(64%)

S.E

Z

개방 소통

지식공유

상호
공정성

.2308

.0585

3.9468**

신뢰구간 95%

BS LLCI BS ULCI
.1412

.3273

주 : ** p<0.01.

가. 가설 1의 검증
독립변수인 개방적 소통이 종속변수인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F값이 37.0725이며 유의해(P<.01), 모형이 적합했다. 독립변수인 개방
적 소통의 표준화된 경로계수(.3588)가 p<.01에서 유의했다. 또, 부트스트래핑
추정치로 신뢰구간 내의 최소계수값(LLCI) 0.2615와 최대계수값(ULCI) 0.4561
사이에 0이 없기에 관계의 유의성이 재확인되었다(Shrout & Bolger, 200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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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는 독립변수인 개방적 소통이 종속변수인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총효
과, 즉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총합이다. 한편, <표 5>의 중간처럼, 독립․매개
변수를 동시 투입한 회귀모형의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직접
효과가 0.1280으로 나타났고 p=0.0536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유의수준 0.1에서는 유의했다. 이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강하
게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나. 가설 2의 검증
매개변수인 상호작용 공정성이(독립변수인 개방적 소통과 함께) 종속변수인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F값이 21.4068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 매개변수인 상호작용 공정의 표준
화된 경로계수(.3392)가 p=.01 이하에서 유의했다. 또, 부트스트래핑 추정치로
신뢰구간 내의 최소계수값(LLCI) 0.2045와 최대계수값(ULCI) 0.4739 사이에 0
이 없기에 변수 간 관계의 유의성이 재확인되었다. 결국,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다. 가설 3의 검증
독립변수인 개방적 소통과 매개변수인 상호작용 공정성 간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F값이 166.6097로 p<0.01에서 유의해, 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 독립
변수인 개방적 소통의 표준화된 경로계수(.6804)가 p=.01 이하에서 유의했다.
또, 부트스트래핑 추정치로 신뢰구간 내의 최소계수값(LLCI) 0.5933과 최대계
수값(ULCI) 0.7644 사이에 0이 없기에 변수 간 관계의 유의성이 재확인된다.
가설 3도 채택되었다.

라. 가설 4의 검증
가설 4는 독립변수인 개방적 소통과 종속변수인 지식공유 의도 간 관계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에서 부트스트래핑으로
재추출된 표본 수는 10,000개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
값과 상한값을 보았다. <표 5>에서 보듯,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한 간접효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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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법에서 간접효과는 0.2308로 나타나, 총효과의 64%를 설명했고, 그 통계적
유의성은 제시된 신뢰구간 내 0의 존재 여부로 결정된다. 개방적 소통과 지식
공유 의도 간 관계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이 매개변수로 투입된 경우,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은 0.1412이고 상한값은 0.3273으로 95% 신뢰수준에서 간접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상호작용 공정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4는 채택된다(강한 부분 매개).
<표 6> PROCESS macro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Model=8)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방 소통
고용 유연

상호 공정

조절작용

계수

S.E

t

p

LLCI

ULCI

.6289

.0562

11.1918

.000

.5361

.7217

-.2161

.0739

-2.9257

.004

-.3381

-.0941

.2161

.1127

1.9175

.0564

.0300

.4023

R²=.5202, F=67.0987(p=0.0000)
개방 소통
상호 공정
고용 유연

지식공유

조절작용

.0568

.0670

3.0180

.0028

.0916

.3129

.2022

.0793

4.2915

.000

.2109

.4771

-.7371

.0626

-11.7767

.000

-.8405

-.6337

.0545

.1037

.5253

.5998

-.1167

.2256

R²=.5091, F=54.0773(p=0.0000)
신뢰구간 95%

개방 소통 → 지식공유
계수

S.E

t

p

BC
LLCI

BC
ULCI

(비정규직)

.0311

.0661

.4698

.6389

-.0781

.1403

(정규직)

.0855

.0867

.9864

.3250

-.0577

.2287

조건부 직접효과

신뢰구간 95%

개방 소통 → 상호작용 공정성 → 지식공유

Boot S.E

BC
LLCI

BC
ULCI

.1065

.0362

.0534

.1739

.1502

.0515

.0739

.2427

조건부 간접효과

계수

(비정규직)
(정규직)

(조절된 매개)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

.0437

.0284

신뢰구간 95%

.008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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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설 5의 검증
가설 5는 고용 유연화(비정규직) 변수가 개방적 소통과 상호작용 공정성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표 6 참조). 이것은 가설 6과 더불어 연구
모형을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 유연화의 조절효과와 상호작용 공정성의 매개효
과를 동시에 검증하는 것으로, 조절된 매개(moderated mediation) 효과 검증의
일부다.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8을 통한 분석 결과가 <표 6>
이다. 가설 5 검증 모형의 회귀식은 표의 상단에 나타난바, F=67.0987(p=0.0000)
로서 통계적으로 유효했다. 여기서 고용 유연화(비정규직) 변수는 독립적으로
(앞의 t-검증에 이어) 상호작용 공정성 변수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함이 재확
인되었다(경로계수=-.2161, p<0.01). 그런데 이 모형의 조절작용 변수(고용 유
연화*개방적 소통)는 p값이 0.0564로 다소 높아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하지
않은 듯 보이나, 보다 정밀한 검증치인 편의 수정(Bias-Corrected) 부트스트래
핑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규직의 경우, 개방적 소통이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를 매개로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0.1502로 나타난 반면(부트스트랩 신뢰구간
.0739∼.2427), 비정규직의 경우, 그 간접효과가 이보다 낮은 0.1065로 나타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0534∼.1739), 고용형태(고용 유연화)의 조절작용이 확
인되었다. 즉,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 간 관계
에서 고용형태 및 상호작용 공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존재함
이 확인되었고(Hayes, 2013), 그 지수는 <표 6>의 하단부에 제시된바, 0.0437로
나타났다(부트스트랩 신뢰구간 .0085∼.1041). 이 지수는 조절변수가 X→M→Y
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이다. 즉, 독립변수 개방적 소통과 매개변수 상호작
용 공정성 인지 간 관계에서 고용 유연화(비정규직)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다. 다시 말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경우, 설사 개방적 소통이 높
아지더라도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가 높지 않아, 결국 지식공유 의도는 정규직
만큼 상승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써 가설 5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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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설 6의 검증
가설 6은 고용 유연화(비정규직) 변수가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 간 관
계를 직접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표 6>의 중간 부분에서 가설 6 검증
모형의 회귀식은 F=54.0773(p=0.0000)으로서 통계적으로 유효했다. 여기서도
고용 유연화(비정규직) 변수는 독립적으로 (t-검증에 이어) 지식공유 의도 변수
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함이 재확인되었다(경로계수=-.7371, p<0.01). 그런데
가설 6과 관련된 이 모형의 조절작용 변수(고용 유연화*개방적 소통)의 경로계
수(.0545)의 유의확률 p=0.5998로서 유의하지 않았다. 부트스트래핑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도 0이 존재해 통계적 유의성이 부인되었다. 즉, 독립변수 개방적
소통과 종속변수 지식공유 의도 간 관계에서 고용 유연화(비정규직)의 조절효
과가 확인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표 6> 중간 아래의 ‘조건부 직접효과’ 역시
두 고용형태 모두에서 부인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이 모든 결과를 한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설 검증 결과 종합 정리
mediator
.2308**

상호 공정성
고용 유연화
.3392**
moderator
.6844**
개방적 소통

n.s.

지식공유의도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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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금융업(은행 및 보험)에서 일하는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개방적 소통, 상호작용 공정성, 지식공유 의도 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토하고, 특히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 간의 관계에서 고용 유연화(비정
규화)의 조절작용 및 상호작용 공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
를 통해 금융권 조직들의 개방적 소통 정도가 상호작용 공정성 및 지식공유 의
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파악함은 물론, 다른 두 변수의 관계를 상호작용
공정성이 매개함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형태(고용유연화)가 개방적
소통과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 간 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함이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지식공유 의도의 선행 요인을 실증함으로써 지식공유 의도
의 내적 메커니즘을 소통 및 공정성 차원에서 해명했다. 특히 고용형태와 상호
작용 공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한 점이 특별한 기여라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 경제 내지 지식경영과 관련하여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 중,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확인된 변수들,
즉 개방적 소통 및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 변수가 갖는 직․간접 효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지식공유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변수들을
확인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방적 소통과 상호
작용 공정성 인지가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그리고 개방적 소통
이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의 매개 역할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식공유 의도가 높아지기 위해선 조직 내 관계의
맥락, 즉 권력 관계나 시장 관계보다는 공동체 내지 평등한 관계의 맥락을 형성
하는 것이 필수라는 ‘관계 맥락 이론’(Boer et al., 2011; Fiske, 1992)의 중요성
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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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또 고용형태(고용 유연화) 변수가 갖는 이중의 조절작용, 즉
개방적 소통이 매개변수인 상호작용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조절효과
를 가짐과 동시에 개방적 소통이 종속변수인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
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결국, 개방적
소통이 종속변수인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고용형태의 조절 역
할과 상호작용 공정성의 매개 역할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조절된 매개 효과
(moderated mediation effect)’를 발휘함을 의미한다.
셋째, 방법론적으로도 본 연구는 PROCESS macro 분석법으로 상호작용 공
정성의 매개효과 및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를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시사하는 바
가 있다. 즉, 과거에 통상적으로 이뤄진 Baron & Kenny(1986)의 검증법이나
Sobel Test의 한계를 넘어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 분석법(모
델=4 및 모델=8)을 활용,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었다. 나아가 조절변수와 매개변수의 효과를 하나
의 모형에서 일괄 검증함으로써, ‘조절된 매개효과’를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
었다.

2. 실무적 시사점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실무적으로도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기업 경영 관리
자의 입장에서 지식기반 경제 내지 지식 경영에 상응하는 지식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선 조직 구성원들이 기존의 위계질서나 상하 관계를 뛰어넘어 아무런 두려
움이나 부담감, 불안감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대안, 심지어
사소한 질문이나 불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적 소통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Renzl, 2008). 특히, 성과연봉제 등으로 표현되는, 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성과주의 인사 제도가 구성원들 사이의 개방적 소통을 저해할 수 있
어 결국 지식공유 의도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서라도 상하, 수평을 막론하고 전사적인 협력 관계와 개방적 소통을 활성화해
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을 찾는 과정에 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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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공정성, 즉 경영진이나 상사, 동료로부터 진
정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나 인간관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본 연구에서도 규명된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공정성을
많이 인지할수록 높은 신뢰가 형성되어 지식공유 행동 등 조직 내 각종 협력
행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조옥래 외, 2007).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수평적 관계에서는 물론 수직적 관계에서조차 조직 내 다양한 의사
결정과 관련, 서로 진심으로 경청하고 역지사지하는 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
다(Rosenberg, 2001). 이것은 이미 Fiske(1992)가 ‘관계 맥락 이론’에서 강조한
바 지식공유 의도를 높이기 위해선 (권력 관계나 시장 관계보다) 공동체 관계나
평등 관계의 맥락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바, 비정규직 확대로 드러난 고용 유연화는 개방적
소통, 상호작용 공정성, 지식공유 의도 등 모든 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 이는 개방적 소통과 지식공유 의도 간 관계, 또 개방적 소통과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 간 관계를 조절했다. 즉, 비정규직일수록 개방적 소통이 다른 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하향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는, 불가피한 경우
를 넘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의 저하를 가져와 마침
내 지식공유 의도를 억제할 수 있어 조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뜻한다.
설사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들이 차별과 소외를 느끼지 않고
두려움 없이 지식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호적 여건 조성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와 과제를 남긴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치
열한 경쟁 상황에 놓인 금융업(은행 및 보험)을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한 경험적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김동영․한
인수(2004)나 설현도(2006)처럼 영역별 연구를 확장, 전통적 2차 산업에 속하
는 금속이나 전자산업,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등 분야의 경험 연구
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수록 지식공유가 중요해지는 중앙정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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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정부 기관 등 공공 부문 조직들에도 실증 연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동일 응답자가 설문에 답한 내용들이기에
변수들 간 다소 과장된 연관성, 즉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가능
성이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응답 원천
을 달리하는 연구 디자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개방적 소통에 대한 설문 문항은
팀 리더나 상사로부터, 상호작용 공정성 인지나 지식공유 의도에 대한 설문은
일반 직원들로부터 받아 다수준(multilevel)으로 수집, 그 자료를 다차원 분석하
는 것이 낫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 소통의 측정과 관련, 3항목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측정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항목으로 개념 구성을 한 것으로, 개념
타당성을 왜곡할 수 있다. 특히, 상하 간 소통만이 아니라 동료 간의 수평 소통
에서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나아가, 부서나 팀 내만
이 아니라 부서 간, 팀 간 개방적 소통을 측정하는 항목도 포함해야 한다. 즉,
Rogers(1987), Schiller & Cui(2010) 등을 참고, 더 많은 항목들로 측정할 필요
가 있다.
넷째, 향후 지식공유 의도 내지 지식공유 행동과 관련된 기존의 단편적 연구
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식공유 의도 내지
지식공유 행동과 관련해, 전방 및 후방, 측면으로 긴밀히 연결된 핵심 변수들
(예, 리더 신뢰 또는 LMX, 성과주의 인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추출, 보다 포
괄적인 연구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식공유의 메커니즘을 한층 세밀히 해명하
는 한편, 조직관리 실무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지식공유 의도를 다루었는데, 지식경영의 실무에 실질적
함의를 얻기 위해선 지식공유 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또
한, 본 연구는 금융업에서 편의표본추출을 한 결과, 표본의 약 70%가 여성으로
나타나, 전체 금융업의 성별 분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성별, 고용형태별 분포를 고려해, 할당 표본추
출 또는 비례층화 표본추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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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active Justice as a Moderated Mediator between Open
Communication and Knowledge-sharing Intention
Kang Sudol
This study was designed to seek more understanding about the effects of open
communication on perceived interactive justice and knowledge-sharing intention
of frontline employees in financial sectors. In addition, it analyze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interactive justice and labor flexibility on the basic
relationship.
The data were obtained from employees working at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Kore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PROCESS macro by Hayes (2013)
were performed by using SPSS 21.0.
This study provides five major results: First, open communi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ach of perceived interactive justice and knowledge-sharing intention.
Second, perceived interactive justice has also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knowledge-sharing intention. Third, perceived interactive justice shows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between open communication and knowledge-sharing intention.
Fourth, labor flexibilit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open communication
and perceived interactive justice. Finally,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interactive justice and labor flexibility on the basic relationship was validated.
Som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open communication, employment flexibilization, perceived interactive
justice, knowledge-sharing intention, moderate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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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의 관계 : 인적자본 특성 및 인적자본
수준의 조절효과

옥 지 호*
박 오 원**

자발적 이직률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반된 예측이 혼재하고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교육훈련 투자가 자발적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구성원의 자발적 이직률의 관
계를 검증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경계조건으로서 인적자본 특성과 인적자본
수준에 주목하였다. 인적자본기업패널의 121개 기업을 대상으로 네 차례 반
복 조사된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교육훈련 투자가 증가할수록 자발적 이직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계조건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적자본의 특성이 기업특수적일수록 교육훈
련 투자의 증가는 자발적 이직률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의 기업특수적 특성과 인적자본 수준의 삼원 상호작용(three-way
interaction)을 검증한 결과, 기업특수적 특성이 강하고 인적자본 수준이 높
을 때 교육훈련 투자는 자발적 이직률을 가장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훈련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이직을 줄이
기 위해 교육훈련의 내용과 함께 인적자본의 특성과 수준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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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조직 내 구성원들의 자발적 이직(voluntary turnover)은 그동안 조직 내 축적
되어 온 인적 자본(human capital) 및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손실로 이어
질 뿐 아니라, 대체인력의 충원비용 및 훈련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될
경우 조직의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aw,
Gupta, & Delery, 2005; Shaw, Park, & Kim, 2013). 이로 인해 자발적 이직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자발적 이직을 줄이는 개인 및 조직수준의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자발적 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왔다
(Mitchell, Holtom, Lee, Sablynski, & Erez, 2001; Price, 2001). 이직의 원인을
조직 내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로 한정하여 논의할 경우, 효과적인 인적자원관
리를 통해 자발적 이직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오고 있다. 그중에서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유인과 투자 관련 제도들(inducement
and investment practices)과 기대 관련 제도들(expectation practices)로 구분한 연
구에 따르면, 보상, 복리후생, 고용안정 등의 유인과 투자 관련된 제도들을 조
직이 폭넓게 활용할수록 구성원들의 자발적 이직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aw, Delery, Jenkins, & Gupta, 1998).
그러나 유인과 투자 관련 제도 중에서 기업의 교육훈련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 즉 인적자본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곧 자발적 이직의 감소로 이
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예측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제공
된 교육훈련이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몰입도 및 충성도를 높이고, 구성원 간
의 사회적 교환(social exchange)을 강화시킴으로써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Benson, Finegold, & Mohrman, 2004). 이와 반대되는 주장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인적자본 가치가 향상될 경우 이는 노동시장
에서의 상대적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다른 조직으로 이탈을 부추기게 되므로
오히려 자발적 이직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Haines, Jalette, &
Larose, 2010). 이를 반영하듯 실증분석에서도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업의교육훈련투자와자발적이직률간의관계:인적자본특성및인적자본수준의조절효과(옥지호ㆍ박오원) 

41

교육훈련이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많지만(Bassi & Van Buren,
1998; Gelade & Ivery, 2003; Ngo, Turban, Lau, & Lui, 1998; Paul &
Anantharaman, 2003), 이와 반대로 자발적 이직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존재하
고(Ghebregiorgis & Karsten, 2007; Haines et al., 2010),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도 있다(Gardner, Wright,
& Moynihan, 2011; Subramony, 2009).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리뷰 논문에
의하면, 교육훈련과 자발적 이직률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열 건의 연구 중에서
네 건은 두 변수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섯 건은 교육훈련
과 자발적 이직률은 부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한 건에서는 교육훈련이 오히려
자발적 이직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harenou, Saks, & Moore, 2007). 이
처럼 교육훈련과 자발적 이직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예측이 혼재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훈련과 자발적 이직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재검증하는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진행하여 선행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인적
자본을 특성(human capital characteristics)과 수준(human capital level)으로 구
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인적자본 특성은 기업특수적(firm specific)인지 아
니면 일반적(general)인지를 의미하며, 인적자본 수준은 산업 대비 해당 조직구
성원들의 상대적인 인적자본 수준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자발적 이직률을 높인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해당 인적자본의 외부노동시장에
서의 가치가 향상됨을 전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노동시장과 직결되
는 개념인 인적자본의 특성과 수준에 주목하였다.
둘째,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복조사된 종단면적 패널모형을 활용하여 교
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교육훈련 투자와 자
발적 이직률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기존 실증연구는 횡단면적(cross-sectional)
분석에 의존해 왔다(Cho, Woods, Jang, & Erdem, 2006; Faems, Sels, DeWinne,
& Maes, 2005; Ghebregiorgis & Karsten, 2007; Shaw et al., 1998; Vandenberg,
Richardson, & Eastman, 1999). 그러나 횡단면적 분석은 생략된 변수(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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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variable)에 의한 효과나 내생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복조사를 통한 종단면적(longitudinal)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의 2차 자료부터 5차
자료까지를 대상으로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선행연구보다 개선된 실증연
구방법을 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가설들과 변수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하
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나머지 내용에 대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
로 문헌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의 직접적인 관
계와 함께 인적자본 특성과 인적자본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가설로 도출하였
다. 이어서 제Ⅲ장 분석방법론에서는 인적자본기업패널의 표본기업 121개(484
회 관측치)를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Ⅳ장 분석
결과에서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Ⅴ장에서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한계점 등을
도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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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의 관계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을 높이는지 혹은 낮추는지
에 대해서는 각각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우선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교육훈
련이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e.g., Detert,
Trevino, Burris, & Andiappan, 2007; Malos & Campion, 2000; Riordan,
Vandenbrug, & Richardson, 2005; Ryan, Schmit, & Johnson, 1996; Van Iddekinge,
Ferris, Perrewe, Perryman, Blass, & Heetderks, 2009), 교육훈련은 자발적 이직
률을 높인다는 연구(e.g., Batt, Colvin, & Keefe, 2002; Haines et al., 2010;
Price & Mueller, 1981; Shaw et al., 1998), 그리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e.g.; Gardner et al., 2011; Subramony,
2009) 등이 존재한다. 교육훈련이 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
과를 중심으로 교육훈련과 자발적 이직 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을 낮추는 데 효과적
이라는 견해이다(Cappelli & Neumark, 2001; Detert et al., 2007; Ferrattet,
Agarwal, Brown, & Moore, 2005; Gelade & Ivery, 2003). 교육훈련에 대한 투
자가 많을수록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중요한 자원이며, 조직이 그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인식하여 조직에 대한 신뢰, 애착(attachment)과 몰입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이용탁, 2007; Bartlett, 2001; Galunic &
Anderson, 2000; Sieben, 2007). 이를 뒷받침하듯 Van Iddekinge et al.(2009)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할수록 종업원들의 유지율(retention rate)이 향
상되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내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는데, 임정연과 이영민(2010)은 중소제조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
로 실증분석한 결과 노사관계 교육 및 조직개발훈련 등이 이직률을 낮추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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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나인강(2010)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
자를 일인당 훈련비와 교육훈련지수로 각각 측정한 후 이직방지와의 관계를 분
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교육훈련의 두 개 변수 모두 이직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림과 정홍열(2017)의 연구에서도 1인당 교육훈련비와 이직방지
간에는 유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교육훈련으로 인한 스킬 및 직무지식의 축적은 직무수행 역량을 높여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실제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직무 만족이
나 조직몰입, 조직 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등이 교육훈련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Georgellis & Lange, 2007;
Koster, de Grip, & Fouarge, 2011; Lee & Bruvold, 2003). 이와 같이 조직으로
부터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제공은 종업원들과 조직 간의 사회적 교환을
통한 심리적 유대(psychological bond)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교육훈련은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과 애착을 높여주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조직에 지
속적으로 머무르며 자신의 경험을 쌓아 나가려 하고,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기
위한 탐색행동(search behavior)을 최소화하게 된다.
둘째,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을 높이는 부
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견해이다(Batt et al., 2002; Lincoln & Kalleberg, 1996;
Shaw et al., 1998). 조직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종업원들은 기술습득 및
역량 증대 등의 인적자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종업원들이
다른 조직으로 이직할 가능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Haines et al., 2010). 즉, 교육훈련은 종업원들의 만족도나 몰입도를 높여서 조
직에 남도록 하는 유인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지식축적 및 역량 향상은 종
업원들이 다른 조직으로 이직하도록 하는 이동가능성(mobility)도 높이는 상반
된 효과를 가질 수 있다(Baron & Kreps, 1999; Galunic & Anderson, 2000). 실
제 Price and Mueller(1981)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들의 지식수준은 이직의도
및 실제 이직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ines et al.
(2010)의 연구에서도 조직에 의해 제공된 교육훈련과 자발적 이직률 간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이 자발적 이직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종업원들의 역량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외부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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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종업원들이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이동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업원 역량 향상에 대한 투자는 자발적 이직을 더욱 촉진한다
(Trevor & Nyberg, 2008). Trevor and Nyberg(2008)의 연구에서 구조조정
(downsizing)은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을 높이는데, 조직이 경력개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자발적 이직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력개발
제도가 종업원들의 이동 가능성을 더욱 높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교육훈련과 자발적 이직률 간의 관계는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과 자발적 이직률 간에는 부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효과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그것은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면
부정적 관계를 보고하는 결과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많고, 가장 최근의 이직률
에 대한 메타연구 및 리뷰 논문(예: Hausknecht & Trevor, 2011; Heavey,
Holwerda, & Hausknecht, 2013; Hom, Lee, Shaw, & Hausknecht, 2017)에서도
교육훈련 투자가 자발적 이직률을 낮춘다는 주장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자발적 이직률은 감소할 것이다.

2. 인적자본의 두 가지 차원
한편,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
리고 실증분석도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제3의 요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조건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속성에 주목하였는데, 이에 대
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에 관련된 이론인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기업의 자원
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 등을 종합한 Lepak & Snell(1999)은 인적자본의 두 가지 차원을 독
특성(uniqueness)과 전략적 가치(strategic value)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독특성
은 인적자본이론의 기업독특성(firm specificity)과 거래비용 개념을 반영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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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 기업의 가치창출과정에서 특정 기업 내에서만 공유되고 적용될 수
있는 고유의 지식, 기술, 노하우 등을 가리킨다. 전략적 가치는 자원기반관점을
토대로, 해당 인적자본이 기업의 전략적 가치에 얼마나 많이 기여할 수 있는가
를 반영한다.
인적자본의 독특성과 전략적 가치는 인적자본의 속성을 설명하는 상호 독립
적인 개념으로서, Lepak & Snell(2002)은 실증분석을 통해 두 가지 차원으로부
터 도출되는 네 가지 인적자본에 대해 각기 다른 인적자원관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독특성과 전략적 가치가 모두 높을 때는 헌신형
(commitment), 독특성이 높고 전략적 가치가 낮을 때는 협력형(collaborative),
독특성이 낮고 전략적 가치가 높을 때는 시장형(market-based), 독특성과 전략
적 가치가 모두 낮을 때는 순응형(compliance) 인적자원관리가 효과적임을 제
시한다(Lepak & Snell, 1999: 37).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적자본과 관련된 특정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효과성을 논할 때는 한 가지 차원이나 속성만을 고려해서
는 되지 않으며 두 가지 차원이나 속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도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의 관계
의 경계조건으로서 인적자본 특성과 인적자본 수준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가. 인적자본 특성의 이원 상호작용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의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
한 상황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특성의 기업특수성(firm specificity)
을 설정하였다. Becker(1975)는 인적자본이론에서 조직 내의 인적자본을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과 일반적 인적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기업특수적 인적
자본이란 기업특수적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데, 기업특수적 지식이란 획득된
지식이 특정 기업에서만 가치 있게 활용되고 다른 기업에서는 효용성이 낮은
지식을 의미한다(Gardner et al., 2011). 반면에 일반적 지식의 경우 특정 기업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조직에
서 활용가치가 높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교육훈련의 내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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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통해 개발되는 지식 및 기술 등의 인적자본 특성에 따라 종업원들
의 자발적 이직률은 상이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특수적 지
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면 교육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해당 기업에만 온전히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조직에서의 활용가치는 높지 않다. 따라서 교육훈
련의 내용이 기업특수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에 가까울 경우 종업원들은 직무수
행에 적합한 기업특수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훈련을 통해 축적할 수 있기 때문
에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은 높아지게 되며 추가적으로 조직에 대한 배태성
(embeddedness)과 유대감이 강화되어 조직에 계속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Heavey et al., 2013).
반면에 일반적 인적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향상된 일반적
지식과 기술은 해당 조직은 물론 다른 조직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가
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시장가치는 높아지게 된다(Acemoglu
& Pischke, 1998; Trevor & Nyberg, 2008).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한 일반적 지
식과 기술의 향상은 종업원들의 이동자본(movement capital)을 증가시켜 종업
원들의 이직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유발한다(Trevor, 2001). Trevor(2001)는
종업원들의 직장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이동자본(movement capital)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동자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학력(education), 인지능력
(cognitive ability) 및 일반적 기술(general skills) 수준이 높을수록 종업원들의
이직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직에서 일반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을 제공할 경우 조직의 의도와 달리 종업원들의 이직 가능
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은 인지능력을 높일 수 있
고, 특히 교육훈련이 이전 가능한(transferable) 일반적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둘 경우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의 관계에서 인적자
본 특성의 조절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 기업특수적 인적자본 특성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적자본 특성이 기업특수적일수
록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의 부정적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
이다.

48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1호

나. 인적자본 특성과 인적자본 수준의 삼원 상호작용
다음으로 인적자본 특성과 함께 인적자본 수준이 동시에 고려된 삼원 상호작
용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 경우 직무
관련 지식과 인지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적자본 수준이 낮을 경우보다
다른 상황적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직 의도는 높을 것이다. 직무 경험이 많고,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관련 자격증이나 학력이 높을수록 종업원들은 다른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높고, 외부 고용주들도 이러한 요건을 갖춘 종업원들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Haines et al., 2010).
한편,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경
향은 인적자본 수준과 인적자본 특성에 따라 상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인적자본 특성에 따라 교육훈련 투자가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
률에 미치는 효과가 상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적자본 특성이 기업특수적인
성격을 많이 포함하면서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교육훈련 투자가 자발
적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다. 기업특수적 인적자본 특성이면
서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인재들은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조직에서
더욱 필요로 하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훈
련에 대한 투자가 높을수록 종업원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기업특수적 인적자본
을 축적하게 되며, 조직에 대한 애착심 및 심리적 유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따
라서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에 가깝고,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에 대
한 투자가 자발적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반면에 인적자본 수준이 높지만 일반적 인적자본 특성이 강할 경우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자발적 이직률이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인적자본 수준이 높지만 일반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은 자신
들의 조직 외에 다른 조직으로 이직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가질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일반적 인적자본의 특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직 가능성과 이직
탐색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Benson et al., 2004), 조직구성원들이
일반적 인적자본 특성이면서 인적자본 수준까지 높을 경우 교육훈련에 대한 투
자는 오히려 자발적 이직률을 높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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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인적자본 특성에 관계없이 자발적 이
직 가능성이 낮으므로 교육훈련 투자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Gerhart, 1990; Haines et al., 2010; Trevor, 2001).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 자
발적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효과 역시 인적자본 수준이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적자본 특성의 유형에 따라 그 효과는 약간
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인적자본 유형이 기업특수적일수록 일반적인 경우
와 비교해 볼 때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의 부정적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인적자본 특성(기업특수적 vs. 일반적)과 인적자본
수준(높음 vs. 낮음)에 따른 네 가지 조합 중에서 기업특수적이면서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조합에 비해서 교육훈련 투자가 자발적 이직률에 미치는
부정적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3 : 기업특수적 인적자본 특성과 종업원들의 인적자본 수준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적자본
특성이 기업특수적일 수록 그리고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의 부정적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 조사한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HCCP의 표본은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기업 DB에 속한 기업체 중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적자본의
축적이 의미가 있는 주요 산업에 소속된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조직수준(organizationlevel)의 자료와, 해당 기업에 소속된 다수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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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individual-level)의 두 가지 자료로 HCCP는 구성되어 있다. 기업수준의
자료는 경영일반, 인력 현황,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 등의 자료를 포괄하
고, 개인수준의 자료는 개인 관련 변수, 팀에 관련된 변수, 기업에 관련된 변수
를 포괄하는 등 다양한 수준의 문항에 대한 종업원 개인의 인식을 기초로 측정
되었다. 이상의 두 개 자료를 토대로 2005년 1차 자료부터 2015년 6차 자료까
지 격년간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HCCP 자료를 활용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
용하여 표본을 제한하였다. 첫째, 2005년에 조사된 1차 자료와 2015년에 조사
된 5차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네 개 시점(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으로 분석범위를 제한하였다. 1차 자료의 경우 HCCP 조사가 처음 시작되는 조
사이므로 연구에 활용된 표본 및 문항이 다른 차수의 자료와 상이한 측면이 다
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자료의 연속성과 결과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1차 자료는
제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간차 효과(lagged effect)를 고려하여 N 시점
(연도)의 독립변수에 대한 결과변수를 N+1 시점(연도)으로 활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5차 자료가 제외되었다. 즉, 2014년의 이직률을 보고하는 5차 자료는
2013년에 조사된 4차 자료의 결과변수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었을 뿐, 독립변수
의 측정 시점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네 개 시점에 모두 조사가 진행된 기업을 대상으로 균형패널(balanced
panel) 자료의 구축이 가능한 표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교육훈련 투자나
이직률의 경우 동일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내 변량(within variance)이 큰 편
이기 때문에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는 패널 분석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
구된다. 따라서 패널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네 번의 시점에 모두 조사가 진행
된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수준의 자료와 개인수준의 자료가 모두 진행된 경
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간혹 일부 기업의 경우 이전 시점(예를 들면,
2007년)에는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의 조사가 모두 진행되었지만, 이후 시점(예
를 들면, 2009년)에서 조직수준의 조사만 반복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인적자본 특성 및 인적자본 수준에 대한 자료를 얻
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시점별로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의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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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확보된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케이스는 총 135개 기업이었는데, 이 중
에서 주요 변수들이 누락된 14개 기업을 추가로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121
개 기업(484회 관측치)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최종분석에 활
용된 121개 기업의 경우, 표준산업분류 중분류(KSIC 2자리)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KSIC 26)이 20개
(16.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0)이 15개
(12.4%), ‘1차 금속 제조업’(KSIC 24)이 12개(9.9%), ‘전기장비 제조업’(KSIC
28)이 11개(9.1%),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KSIC 29)이 10개(8.3%), ‘식료품
제조업’(KSIC 10)이 10개(8.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음료 제조
업’(KSIC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KSIC 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KSIC 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KSIC 21)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1개 기업들의 창립 이후 기
업연령의 평균(2007년 기준)은 33.9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의 평균
(2007년 기준)은 6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측정
가. 결과변수 : 자발적 이직률
결과변수인 자발적 이직률 변수는 조직수준 자료에서 보고된 인력 현황에 대
한 자료 중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수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수치
(objective measure)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 방식에서 진행한 방
법을 참조로 본 연구에서는 정년퇴직 인력을 제외하고 한 해 동안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총합을 전체 종업원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각 기업의 자
발적 이직률(%)을 산출하였다(Glebbeek & Bax, 2004; Shaw et al., 2005).

나. 독립변수 : 교육훈련 투자
독립변수인 교육훈련 투자 변수는 각 기업이 직원의 교육훈련에 투자한 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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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정규직 일인당 비용으로 환산한 후 로그 치환하여 측정하였다(Sung &
Choi, 2014, 2016). 즉, 교육훈련 투자 변수의 값이 높을 경우 각 기업은 해당
시기에 직원들에게 많은 양의 자원을 투자했음을 의미한다. 단, 정규직 일인당
교육훈련비의 분포가 치우쳐져 있어 이를 로그 치환하여 활용하였다.

다. 조절변수 : 인적자본 특성 및 인적자본 수준
조절변수인 인적자본 특성과 인적자본 수준의 경우 개인수준 자료를 각 조직
수준으로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인적자본 특성 변수의 경우, 각 종업원이
자신의 현 조직에서 습득한 인적자본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활용하였다. 구체
적으로, ‘귀하가 현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
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1) 현재 직장에서만
유용하며 다른 회사에서는 쓰이지 않음”, “(2) 현재 직장과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도 유용함”, “(3) 업종과는 상관없이 같은 종류의 업무일 때에만 유용
함”, “(4) 업종이나 업무의 제한없이 널리 유용함”, 이상의 네 가지 응답을 하였
는데, 원자료를 역코딩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 특수적인 성향이 높고 수치
가 낮을수록 일반적인 성향이 높도록 변환하였다. 한편, 조직수준으로 총합하
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지
수를 활용하여 조직수준으로의 변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였다(Castro,
2002). 분석결과, 각 기업당 평균적으로 23.8명의 종업원이 응답하였는데, 이에
대한 ICC(1) 값은 0.096, ICC(2) 값은 0.718로 비교적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적자본 수준의 경우, 각 조직의 팀장급 인원들이 현 조직에 대한
분야별 인력의 경쟁력 수준에 대한 인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귀사 분야
별 인력의 경쟁력 수준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
답하는 분야는 산업마다 상이한데,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인력, 영업 및 서비
스인력, 엔지니어(생산/제조 기술)인력, 관리(경영지원)인력, 생산기능직인력 이
상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측정되었고, 금융업의 경우 영업 및 서비스인력, 관
리(경영지원)인력, 상품개발 및 영업기획, 자금운용 및 투자인력 이상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측정되었으며, 비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인력, 영업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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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인력, 관리(경영지원)인력, 핵심 전문인력 이상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측정
이 진행되었다. 응답은 “(1) 동종업계 평균보다 많이 낮음”, “(2) 동종업계 평균
보다 조금 낮음”, “(3) 동종업계 평균 수준”, “(4) 동종업계 평균보다 조금 높
음”, “(5) 동종업계 평균보다 많이 높음” 이상 다섯 가지 응답으로 측정되어 수
치가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평균 인적자본 수준이 높아지도록 반영하였다. 인
적자본 수준은 각 기업당 평균적으로 5명 내외의 인원이 응답하였으며, 조직수
준 총합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평균적인 ICC(1) 값은 0.065, ICC(2) 값은
0.717로 비교적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결과변수인 자발적 이직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자본집약도, 노조유무, 인적자원관리, 기업성과 등의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서 모형에 고려하였다. 조직규모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정규직 종업원의
총합을 로그 치환하여 통제하였다. 조직연령은 각 기업의 창립년도로부터 조사
시점까지 소요된 연수를 계산하여 통제하였다. 자본집약도는 해당 기업의 건물,
설비, 토지 등 고정자산 비중에 따른 가치창출방식이나 성과의 차이를 통제하
기 위한 것으로서, 매출액에서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로그 치환하여 통
제하였다. 노조유무는 각 기업에 단위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 노동조합 지회
등의 형태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를 반영하여, 존재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인적자원관리는 교육훈련 투
자 외에 기업 내의 사람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
기 위한 것으로서,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18가지 제도를 각각 실행하는 경우
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성과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따라 종업원들의 이직의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되었는데, 최근 2년간의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의 평균을 계산하여
통제하였다. 그 외에도 각 기업들이 속한 산업을 한국표준산업중분류(KSIC 2
자리)로 통제하였으며, 각 측정시점의 연도를 더미변수로 계산하여 분석에 포
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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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패널데이터 분석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반영한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과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
을 활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데이터의 회귀분석은 일반최
소자승법(OLS : ordinary least squares) 모형과 달리 개체 내 자기상관성과 이분
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화 최소제곱 추정법(GLS : generalized least squares)
을 활용하는데, 이는 오차항을 확률효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정효과로 볼 것
인지에 따라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으로 구분된다. 어떤 모형을 활용하
는지에 따라 분석결과에 따른 해석도 달라지는데, 확률효과모형으로부터 도출
된 추정치가 조직 간, 그리고 조직 내 설명변수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고정효과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추정치는 동일 조직 내에서 설명변
수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조직
내 또는 조직 간으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출된 추정치가 조직 간 그리고
조직 내에서 모두 해석이 가능한 확률효과모형을 기준 분석으로 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등에 관한 기초통
계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다년간의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의 특
징을 감안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의 경우 네 시점(2007년, 2009년, 2011년, 2013
년)으로 나누어 보고하였고, 상관관계는 시점에 상관없이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결과변수인 자발적 이직률의 경우 평균값
은 13.57%로 나타났으며, 2009년 평균 12.49%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
적 이직률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r=-.20, p<.001)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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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 밖에 조직규모가 클수록(r=-.21, p<.001), 노조가 존재할수록(r=-.23,
p<.001), 인적자원관리 실행제도 수가 많을수록(r=-.11, p<.05), 그리고 과거성
과가 높을수록(r=-.19, p<.001) 자발적 이직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1. 자발적 이직률
2. 교육훈련 투자
3. 인적자본 특성
4. 인적자본 수준
5. 조직규모
6. 조직연령
7. 자본집약도
8. 노조유무
9. 인적자원관리
10. 과거성과
전체

2007
평균
(표준
편차)

2009
2011
2013

1
1.00
-.20***
.01
-.05
-.21***
-.06
.05
-.23***
-.11**
-.19***
13.57
(15.23)
13.16
(12.66)
12.49
(10.83)
13.70
(14.75)
14.93
(20.87)

2

3

4

5

6

7

8

9

10

1.00
-.06
.12***
.34***
.05
.18***
.01
.41***
.20***
0.22
(0.22)
0.22
(0.21)
0.24
(0.22)
0.22
(0.23)
0.22
(0.21)

1.00
.03
.03
.08*
-.01
.06
-.05
-.01
2.66
(0.29)
2.65
(0.21)
2.64
(0.31)
2.70
(0.31)
2.66
(0.32)

1.00
.12***
.02
.04
.06
.20***
.09**
2.99
(0.48)
2.97
(0.49)
3.00
(0.47)
3.02
(0.46)
2.97
(0.49)

1.00
.19***
.19***
.31***
.27***
.17***
5.88
(0.91)
5.89
(0.90)
5.86
(0.93)
5.88
(0.89)
5.91
(0.93)

1.00
.06
.38***
.01
-.14**
36.99
(16.18)
33.99
(16.08)
35.99
(16.08)
37.99
(16.08)
39.99
(16.08)

1.00
-.08*
.19***
-.00
1.07
(3.08)
0.61
(0.43)
0.97
(1.56)
1.42
(4.96)
1.29
(3.26)

1.00
.09**
-.01
0.52
(0.50)
0.52
(0.50)
0.49
(0.50)
0.53
(0.50)
0.52
(0.50)

1.00
.12***
8.02
(3.18)
7.33
(2.92)
7.80
(3.25)
8.53
(3.19)
8.42
(3.24)

1.00
0.02
(0.07)
0.02
(0.07)
0.02
(0.07)
0.03
(0.06)
0.01
(0.07)

주 : N(개체수)=121, N(관측수)=484.
* p<.10, ** p<.05, *** p<.01(양측검정).

2.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변수인 자발적 이직률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의 직접효과와 인적자본 특
성의 조절효과를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연구의 통제변수들을 추가하였다. 이후 모형 2에서는 가설 1을
검증하고자 독립변수인 교육훈련 투자(A) 변수가 삽입되었다. 분석결과, 통계
적 유의수준이 약하기는 하지만 교육훈련 투자가 증가할수록 자발적 이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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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6.41, p<.10). 이러한 결과는 조절변수인 인적자
본 특성(B), 인적자본 수준(C) 변수가 각각 삽입된 모형 3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훈련 투자가 증가할수록 자발적 이직률이 감소할 것이라
는 가설 1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발적 이직률에 대한 확률효과모형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상수
조직규모
조직연령
자본집약도
노조유무
인적자원관리
과거성과

결과변수 : 자발적 이직률
모형 1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

21.17
(7.61)
-1.31
(1.05)
.02
(.06)
.52**
(.25)
-6.48***
(1.88)
-.05
(.24)
-21.81**
(9.88)

***

19.81
(7.65)
-.99
(1.06)
.02
(.06)
.53**
(.25)
-6.72***
(1.89)
.08
(.25)
-20.07**
(9.91)
-6.41*
(3.68)

13.91
(9.98)
-1.06
(1.07)
.02
(.06)
.52**
(.25)
-6.75***
(1.90)
.11
(.25)
-18.81*
(9.96)
-6.36*
(3.69)
2.90
(2.19)
-.46
(1.42)

14.25
(9.97)
-.99
(1.07)
.02
(.06)
.54**
(.24)
-6.74***
(1.90)
.07
(.25)
-17.13*
(9.91)
-5.46
(3.68)
2.64
(2.18)
-.59
(1.42)
-28.34***
(10.14)

14.66
(10.07)
-.97
(1.09)
.02
(.06)
.51**
(.25)
-6.68***
(1.91)
.07
(.25)
-16.63*
(9.97)
-5.44
(3.72)
2.42
(2.19)
-.61
(1.42)
-29.29***
(10.19)
.26
(5.82)
5.10
(5.11)

***

80.03***

80.61***

87.85***

87.78***

14.11
(10.05)
-.93
(1.09)
.02
(.06)
.63**
(.26)
-6.70***
(1.91)
.08
(.25)
-16.79*
(9.94)
-5.11
(3.71)
2.68
(2.19)
-.87
(1.42)
-29.55***
(10.15)
3.53
(6.02)
6.72
(5.15)
-48.44**
(23.70)
92.30***

교육훈련 투자
(A)
인적자본 특성
(B)
인적자본 수준
(C)

모형 2

AxB
AxC
BxC
AxBxC
Chi-square
R-square
⊿R-square

77.06

.201

.207

.208

.216

.217

.224

.006

.001

.008

.001

.007

주 : 1) 표시된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각각 의미함.
2) 연도더미와 산업더미는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결과보고에서는 생략되었음.
N(개체수)=121, N(관측수)=484.
* p<.10, ** p<.05, *** p<.01(양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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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모형 4에서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훈련 투자와 인적자본 특
성의 교차항(AxB)이 추가되었다. 분석결과, 교육훈련 투자와 인적자본 특성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b=-28.34, p<.01).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머지 변수들의 이
차항, 즉 교육훈련 투자와 인적자본 수준의 교차항(AxC), 그리고 인적자본 특
성과 인적자본 수준의 교차항(BxC)을 모형 5에서 추가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에 대한 용이한 해석을 위해 도출된 회귀계수 값
을 토대로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도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는 조절변수인 인적자본 특성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1 SD로 나누어 그래프
를 도출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적자본 특성 수준이 높을수록(+1
SD), 즉 기업특수적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교육훈련 투자는 조직의 자발적 이
직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04, p<.01). 반면, 인적자본
특성 수준이 낮을수록(-1 SD), 즉 기업특수적 성격이 약한 상황에서의 교육훈
련 투자는 자발적 이직률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59, p=.55). 따라서 인적자본의 기업특수적 성격이 강할수록 교육훈련에 대
한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설 2 역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인적자본 특성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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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적자본 특성과 인적자본 수준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다음으로, 결과변수인 자발적 이직률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와 인적자본 특성,
인적자본 수준의 삼원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확률효과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의 모형 6에서 세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항(AxBxC)을 추가
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훈련 투자, 인적자본 특성, 그리고 인적
자본 수준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48.44, p<.01).
분석결과의 해석을 위해 도출된 회귀계수 값을 토대로 조절효과 결과를 그래프
로 도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도 인적자본 특성과 인적자본
수준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1 SD로 나누어 네 가지 경우에 대한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그림 3]의 왼쪽은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경우, 오른쪽은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경우를 각각 가리킨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유의수준
이 .10으로 약한 수준에서 도출된 결과이지만, 왼쪽 그림의 결과는 인적자본 수
준이 높은 상황에서 인적자본 특성에 따라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의
관계가 상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적자본 수준이 높고 기업특수적
성격이 강할수록(왼쪽 그림의 (1)번 그래프) 교육훈련 투자는 자발적 이직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t=-3.47, p<.001), 인적자본 수준이 높고 기업특수적
성격이 약할수록(왼쪽 그림의 (3)번 그래프) 교육훈련 투자는 자발적 이직률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76, p<.10). 따라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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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특성이 기업특수적일수록 그리고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의 부정적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투자가 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이들 간의 관계를 재검증하는 한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적자본 특성과 인적자본 수준을 제시하여 이들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였다. 특히, 인적자본 특성을 기업특수적 인적자본과 일반적 인적자본으로
구분하여 인적자본 특성이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 간의 관계 강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인적자본 특성과 인적자본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삼원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총
체적(holistic)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교육훈련 투자가 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약한 수준
이긴 하지만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두 변수 간의 부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는 최근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e.g., Hausknecht
& Trevor, 2011; Heavey et al., 2013; Hom et al., 2017). 다음으로 인적자본
특성이 기업특수적인 성격에 가까울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자발적 이
직과 부정적 관계를 가졌으며, 일반적 인적자본 특성에 가까울 경우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자
본 특성 및 인적자본 수준이 동시에 포함된 삼원 상호작용 분석결과, 인적자
본이 기업특수적일수록 그리고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교육훈련 투자가 자발적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가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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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교육
훈련 투자가 자발적 이직률에 미치는 효과는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과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인적자본 특성이 기업특수적 성격에 가까울수록 교육
훈련의 투자는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을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몰입
과 심리적 유대감을 높이고 이는 자발적 이직을 낮추는 결과를 보인다(Becker,
1975; Heavey et al., 2013). 이러한 예측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자발적 이직률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의 효과가 혼재된 양
상으로 보고된 것은 교육훈련의 특성이나 교육훈련에 의한 인적자본 수준 등
제3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본 연구는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인적자본의 상황적 효과를 분석해
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증분석 결과 인적자본 특성 이외에 인적자본 수준
의 효과를 동시에 포함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면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 간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인적자본이 기업특수적이면서 수
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은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일반적이면서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육훈련은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을 오
히려 높였다. 이것은 인적자본 특성이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종업원들의 이직 가능성이 높은데(Trevor, 2001), 그러한 상황에
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이직 가능성을 더욱 촉발하는 효과를 가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교육훈련에 대한 확대가 항상 종
업원들의 다른 조직으로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교육훈련을 제공하면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 및 몰입도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인적자본이 일반적이면서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확대는
종업원들의 이직 가능성을 높여서 자발적 이직은 늘어날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측정방식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결과들을 보면 교육훈련을 측정할 때 교
육훈련 시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과 자발적 이직 간의 유의적인 결과
가 존재하는 않는 경우가 많았다(Cho et al., 2006; Faems et al., 2005; Z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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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on, & O’ Neill, 2006). 반면에 교육훈련의 긍정적 효과가 유의적으로 지지
된 연구들에서는 교육훈련이 종업원들의 육성(development) 및 기회(opportunities)
제공 등을 통해 인적자본의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 내지 효과성을 발휘하였는
지를 중심으로 측정한 측면이 있다(Tharenou et al., 2007). 본 연구에서도 교육
훈련 시간과 유사한 정량적 지표로 교육훈련을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지표의
특성이 교육훈련에 대한 직접효과 결과의 통계적 유의도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다양한 측면(예: 내
용, 유형, 시간, 금액,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을 측정하고 측정방식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만기, 2009).
넷째, 본 연구는 교육훈련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의 결과를 검토하여 전략적
인 의사결정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조직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종업
원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스킬과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이 증가
하고 이는 성과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종업원들은 교육훈련이라는 혜택을
받음으로써 조직에 대한 몰입과 충성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적자본의 향상은 종업원들의 이직 가능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창의성과 학습능력
이 요구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업 특수적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 지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런데 일반적 지식과 기술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일
반적 인적자본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할 경우 자발적 이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꺼려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인력에게 교육훈련을 시행하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외부에서 유치하
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Haines et al., 2010). 따라서 조직에서
는 종업원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되 교육훈련의 내용, 방식, 대상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제도 이외에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여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을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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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요인 중심으로 교육훈련의 효과를 분석하였지만, 향후 연구
에서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모두 포함된 보다 통합적인 연구모형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Tharenou et al., 2007). 매개변수로는 종업원들의 태도(예: 몰입
도, 만족도 등)나 역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수준 분석(multilevel)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훈련과 자발적 이직 간의 관계에서 역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 및 상호인과관계(dual causality)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교육훈련과 자발적 이직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독립과 종속변
수 간에 1년의 시차(time lag)를 두어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시키
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육훈련이 자발적 이직을 낮추는 효과뿐 아니라 자발적
이직이 교육훈련을 높이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즉 자발
적 이직률이 높아지면 조직으로서는 남아 있는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역량과 조
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Shaw et al., 1998; Tharenou et al., 2007).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면 연
구를 통해 인과, 역인과 및 상호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효과성에 대한 상황적 요인을 인적자본 특
성과 수준 등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조절변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종업원들의
평균 근속연수(organizational tenure)나 산업의 특성 등이 교육훈련 투자와 자
발적 이직률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조절변인들을 검토하여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상황적 특성을 분석
할 경우 자발적 이직률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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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D Investment and
Voluntary Turnover Rate : Moderating Role of Human
Capital Characteristics and Human Capital Level
Ok Chiho⋅Park Owwon
Previous stud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and development investment
and voluntary turnover rate showed mixed results.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capital and the level of human capital as a boundary
cond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and the voluntary
turnover rate of the employee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balanced
panel composed of 121 organizations and 484 observations (4 times per organization),
it is found that the increase of training and development investment decreases
voluntary turnover rate when the extent of human capital specificity is high rather
than low.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three-way interaction between
the firm-specific human capital characteristic and the level of human capital,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and development
and voluntary turnover rate is strengthened when both the degree of firm-specificity
and the level of human capital are high.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human capital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and development investment on voluntary
turnover.
Keywords : training and development, voluntary turnover, firm-specific human
capital, human capital level, pan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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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긴 편이다. 장시
간 근로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
동패널조사(KLIPS) 7차(2004년)부터 19차(2016년) 데이터에 근거하여 사업
체 규모별로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단계적으로 확대된 2004년 이후 20세부
터 64세 임금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근로시간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역인과관계에 따른 내생성을 고려하여 내
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을 추정한다. 실
증분석 결과, 회귀계수 추정에서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과 고려하지 않은
모형 간 회귀계수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있다. 설명변수의 내생성과 도구
변수의 적합성을 검정했을 때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근로시간과 주관적 건강상태 간의 실증 분석에 있어 역인과
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규근로시간과 총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범주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규근로시간보다 총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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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2007년 기존의 품
위 있는 노동(decent work)의 조건인 자유, 평등, 안전, 인간의 존엄성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주당 최대 40시간의 정규근로시간제도가 단계적
으로 적용되었다. 법정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회원국가 중 세 번째로 길다. OECD statistics
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취업자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
(2,248시간), 코스타리카(2,157시간) 다음으로 길다(OECD, 2017).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것은 IMF 이후로 근로시
간 단축을 통한 실업 해소와 고용 창출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 정부
는「정부 5개년 100대 국정과제」
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가 국민의 휴식 있
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임을 강조하였다. 세부적으로 20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점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선행 연구는
경제성장 지표와 고용률 등에 집중되어 경제영역 내에서 분석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노동시장 내에
국한하여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건강은 대표적인 인적자본
(human capital)으로(WHO, 2002), 건강상태의 향상은 개인의 삶의 질 증진뿐
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
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정영호, 2010). 주지하였듯이 근로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나 관련한 선행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근로시간과 같은 고용 특성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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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건강상태 간의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가 발생할
수 있다(Berniell, 2012). 역인과관계로 인해 모형에서 내생성(endogeneity)이
있을 경우,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본 연구는 내
생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사업체 규모변수를 내생변수인 근로시간의 도구변수로 설정하였다. 첫째, 사업
체 규모가 커질수록 더 좋은 근로환경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더 짧다는 것이며(고용노동부, 2018), 둘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른 시점에 적용되어 외생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와 내생변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사업체규모를 도구변수로 두고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근로시간과 건강에 대한 결정
요인과 두 변수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
서는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한국노동패널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변수의 기초통
계량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과 근로시간 변수가
외생적이라고 가정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비교한 후,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
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
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분석자료와 변인

1.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
근로시간을 결정짓는 거시적 요인은 시장에서의 사업체 규모(김혜원 외,
2007; 유계숙, 2008; 배규민 외, 2011; 정영금 외, 2013)와 법령 등에 의한 규제
(이승현, 2009)가 있다.
사업체 규모와 근로시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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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 및 문화가 조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이 더 적다(김혜원 외, 2007; 유계숙, 2008; 정영금 외, 2013). 배규민 외(2011)의
연구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짐
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총 근로시간은 5~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168.6시간이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164.4시간으로, 사업체 규모가 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8).
법령과 근로시간의 관계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로 확대 적용되었다. 2004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를 시작으로 적용되어, 2005년
7월 7일부터 상시 300~9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2006년 7월 1일부
터 상시 100~2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50~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201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5~19인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까지 단계별로 적용되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근로
기준법」제50조에 따라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53조에 의해 연장
근로의 상한이 1주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미시적 차원에서 근로시간 결정요인은 시간-소득자원 관계에 따라 노
동자가 추가노동을 투입함으로써 얻는 임금이 있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국
외 연구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격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Ehrenberg 1971a,
1971b; Calmfors & Hoel, 1988; Bauer & Zimmermann, 1999; Hamermesh &
Trejo, 2000; Kalwij & Gregory, 2005)로서 초과근로수당이 초과근로시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노용진(2013)의 연구가 있다. 근로시간
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로는 자녀 수가 있다. 근로자에게 자녀 수가 많
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Folbre, 2008)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양승주, 1995; 이현송, 1996; 황수경,
2002; 최효미, 2014).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실근로
시간 단축효과(김유선, 2000)와 거시경제지표 변화 및 고용률 변화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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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주엽․이규용, 2001; 남성일, 2002; 신관호 외, 2002; 백웅기․오완근,
2002; 김유선, 2008; 김형락․이정민, 2012; 유경준․이진, 2014; 노용진, 2014)
가 주를 이루었다.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실근로시간
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며 임금을 향상시킨다고 평가하였다.

2. 건강상태에 대한 논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health)을 단순히 신
체적으로 무병하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였다(WHO, 1948). 기존 연구에서는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사용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지역이 있다. 한편, 소득, 교육수
준,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도 건강수준의 주요 결정요인(Smith, 1999; 한
국건강형평성학회, 2009; Cutler et al, 2008)이다. 사회경제적 상태 중 소득변수
는 매우 중요하며 많은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수준이 높아짐
을 보였다(Cutler et al, 2008; Duclos & Échevin, 2011). 교육과 건강 간의 관계
는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한다. 개인이 건강에 대해 투자를 하면 개인은 높은 생
산성을 지니게 되어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인적자본인 교육과 건
강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이은우, 2015).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나은 건강상태를 보인다(House et al., 1994; Ross & Wu, 1996). 직업 또한
건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중 하나로 개인의 노동조건을 반영(Lynch &
Kaplan, 2000)한다. 최근 노동유연화(labor flexibility)로 인해 대두된 종사상의
지위 또한 건강영향요인으로 연구되었다(Virtanen et al, 2005; 김일호, 2007;
김영선, 2014; 김성은 외, 2016).
건강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건강에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 개인의 건강수준은 임상 데이터에 근거
한 만성질환과 의료이용을 통해 평가할 수 있으나, 본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한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SRH)가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과
거와 현재의 임상적 건강상태와 환경적 영향을 받기 때문(Ferraro, 1980; Conn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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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89)에 개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과 척도형 응답으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
다(윤정윤, 2012; Jones et al, 2013).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수준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활용
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현재의 건강상태를 반영하
는 지표로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Rodin & McAvay, 1992; Kim et al., 1997;
Benyamini et al., 2000; Heller et al., 2009), 의사의 임상 진단보다 사망을 예측
하는 지표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Breslow, 1989; Idler & Benyamini,
1997; Lopez, 2004; Benyamini, 2011).
주관적 건강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앞서 검토한 건강결정요인과
유사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건강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고령자보다
저연령자가 양호하며, 사회경제적 변수인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사상의 지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dler & Benyamini, 1997;
신순철․김문조, 2007; 김진영․백은정, 2012; 이은우, 2015).

3.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는 개인의 생활습관 또는 고용상태를 반영한 변수들과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내생성이 있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다
(Jones et al., 2013). 이 경우 단변량 프로빗 모형(univariate probit model)에서
는 내생성으로 인해 추정결과가 일치추정량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heterogeneity)과 내생성을 통제한 다변량 프로빗 모형
(multivariate probit model)이나 구조방정식이 추정을 위해 사용된다. 국외 실증
연구(Auster et al., 1969; Rosenzweig & Schultz, 1983; Grossman & Joyce,
1990; Mullahy & Portney, 1990; Mullahy & Sindelar, 1996)에서는 내생성을
고려하여 2단계 최소 제곱법(Two-Stage Least Squares, 2SLS) 또는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하였다(Jones et al., 2013).
개인의 고용상태 중 근로시간에 초점을 맞춰 근로시간의 단축이 노동자의 건
강과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White and Beswick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유혜림) 

77

(2003)은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연실험적 방법을 이용해 내생성을 통제
하여 근로시간이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삶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Berniell
(2012)의 연구 또한 근로시간과 건강관련변수의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에 따른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및 2단계 최소제곱법(Two-Stage Least Squares, 2SLS)을 사용하여 프랑스의 법
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건강상태 및 건강행동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
과,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하였으나 BMI 등과 같은
건강관련 지표 또는 건강행동 변화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사한 국내 연구로는 박철성(2014)의 연구와 이용관(2015)의 연구가 있다.
박철성(2014)은 확률효과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노동패널조사
(KLIPS)의 2000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주 5일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용관(2015)의 연구는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2006
년과 2010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감 도구변수(DD-IV) 추정법으로 근로
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두 근로시간 단축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성(2014)과 이용관(2015)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선택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건강은 대
표적인 인적자본이며, 개인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결정하고, 나아가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건강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박철성(2014)과 이용관(2015)은 선형회
귀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중 내생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를 사용한 연구는
이용관(2015)의 연구가 유일하다. 위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짓모형에서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순서형 로짓모형에서는
“건강이 매우 좋다” 또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와 같이 양쪽 극단에 포함될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a).
지금까지 근로시간과 노동자의 건강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다양한 실
증분석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해야 하는 계량방법론상의 문
제로 인해 근로시간이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종속변수가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이 순서형이면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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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는 연구는 아직 발견할 수 없었다.

Ⅲ. 연구방법

1.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연속적인 변수가 아닌
순서형(ordinal)이며 각 범주를 결정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가 존재한다
고 가정하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Greene, 2000; Storchmann, 2005; Jones et al., 2013). 프로빗 모형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르며, 로지스틱 모형과 비교하여 등분산성 가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Lee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
을 설정하였다. 순서형 프로빗 모형은 주관적 건강상태 범주를 결정하는 잠재
변수   에 대하여 (식 1)과 같이 설명변수의 선형함수로 표현된다.
       ,   ∼  

(1)

연속형 변수인   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찰된 종속변수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 

  

   

여기서  ,  ,  ,  은 절사점(cut-point)으로서 모형 내에서 추정되어야 할
모수(parameter)이다. 종속변수의 범주가 5개이기 때문에 절사값은 4개가 추정
된다. 이론적으로 절사점의 범위는  ∞ 에서  ∞ 의 값을 가진다. 순서형 프로
빗 모형에서는 개인  가 범주  를 선택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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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은 오차항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이며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한다.2)
P r      P r      ≤   P r          ≤  
             

(2)

식 (1)에서 내생변수인 근로시간   를 포함한 모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다. 다음 식 (3)에서   는 외생적 설명변수라고 가정한다. 식 (4)에서 내생변수
  는 연속형 변수로 가정할 때 도구변수   의 선형함수로 가정한다.
          ,   ∼   

(3)

        ,   ∼     

(4)

식 (4)에서 도구변수   는 식 (3)에서 외생변수인  와 식 (3)에 포함되지 않
은 도구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설명변수 벡터가 된다. 내생성 있는 모형에서 오
차항   와   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공분산 행렬 구조를 가
정한다. 위 식에서  는 두 오차항의 공분산을 나타낸다.3)
        



  
   



(5)

내생성이 존재하는 모형에서 주관적 건강 선택확률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4)
P r       P r       ≤   P r                
   ≤               
                    
            

(6)

각 범주를 선택할 확률이 식 (6)으로 주어지면 로그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2) 순서형 프로빗 모형에서 상수항은 절사점 모수와 구별되어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항
  으로 가정한다(민인식․최필선, 2012b, 10장).
3) 식 (3)에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된다.
4) Stata 통계패키지 매뉴얼의 [ERM] section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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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수 있다.


ln  





       P r 

 






 




       




          

 

 



 


      


(7)

식 (7)에서  ≡            로 정의한다. 식 (7)의 로그우도 함
수를 최대화하는 최우추정량 
 
 
  
  을 구할 수 있다.5) 
 는 절사점 추
정치이며, 
 은 각 독립변수   의 회귀계수이고, 
 은 도구변수   의 회귀계수
이다. 
  는 식 (4)의 오차항 분산 추정치이다. 한편, 
  는 두 오차항   ,  
의 공분산으로 정의되며 
  를 이용하여 두 오차항의 상관계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8)

위 식 (8)에서   ∼    이므로,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2.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랑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의 일부분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개
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의 변화 등을
동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1차 조사(1998년)를 시작으로 현재 19차
(2016년)까지 공개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는 정규근로시간이 법적으로 규정된 2004년 시기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기간인 7차부터 19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5) 추정결과는 Stata 15.0 버전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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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은 20~64세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데이터
구축 시 smart_klips를 사용하였으며(민인식, 2016) Stata 15.0로 분석하였다. 근
로시간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는 1주일 평균 근로시간과 1주일 총 근로시간으로
이원화하였고, 종속변수는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원 자
료의 역 코딩 값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변수인
성별, 연령, 자녀 수, 지역, 임금, 교육수준, 종사상의 지위, 직업으로 하였으며,
이 중 연령, 임금, 자녀 수 변수는 연속형으로, 그 외 변수는 해석상 편의를 위
해 범주형으로 측정하였다. 도구변수로는 사업체 규모를 설정하였고, 우리나라
법정 정규근로시간이 확대된 사업체 규모를 고려하여 범주화하였다.6) 이를 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 및 변수의 측정방법
변수명

측정방법
건강이 아주 안 좋다§=1, 건강하지 않은 편
종속변수 주관적 건강
이다=2, 보통이다=3, 건강한 편이다=4, 아주
p__6101
(  )
상태
건강하다=5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정규근로시간
내생적 평균 근로시간 p_hours
독립변수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정규근로시간(p_hours)
총 근로시간 totalhours
( )
과 주당 초과시간(p_1012)의 합
성별
p_sex
남§=1, 여=2
연령
p_age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 나이
0~6
3)
자녀 수, 0명§=1, 1명=1, 2명=2, 3명
자녀 수
h_kidage06 =3, 세
4명=5, 5명 이상=5
지역
p_region
광역시§=1, 비광역시=2
통제변수
2015년 기준 실질임금으로 환산한 각 연도
(  )
임금
p_wage
월평균임금의 로그(log)값(단위 : 만 원)
교육
p_edu
고졸 미만§=1, 고졸=2, 초대졸 이상=3
p_jobfam
전문․관리직§=1, 사무직=2, 서비스판매직=3,
직업
2000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4, 생산직=5
종사상의 지위 p_job_status 상용직§=1, 임시직=2, 일용직=3
도구변수
10명 미만§=1, 10~29명=2, 30~99명=3, 100~
사업체 규모 p_firm_size 299명=4, 300명 이상=5
()
주 : 1) § : base group.
2) 변수명 기준은 smart_klips 기준이며, smart_klips에 없는 변수는 코드북 기준.
3) 자녀 수의 경우, 0명은 미혼이거나 기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를 나타냄.
6)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규모 분류와 정규근로시간 확대 적용에 따른 사업체
규모 분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최대한 유사하게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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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변수명

종속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구분
전체
건강이 아주 안 좋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아주 건강하다

표본 수
61,319
103
2,695
18,746
36,968
2,807

비율
100.00
0.17
4.40
30.57
60.29
4.58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주관적 건
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한 비율은 4.57%(건강이 아주 안 좋다: 0.17%, 건강
하지 않은 편이다: 4.40.%)이며 보통으로 평가한 비율은 30.57%, 건강한 편으
로 평가한 비율은 64.87%(건강한 편이다 : 60.29%, 아주 건강하다 : 4.58%)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독립변수인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에서 제시한다. 근로
시간은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총 근로시간으로 이원화하여 분석하였다. 주
당 정규근로시간 평균은 44.94시간으로 최솟값은 1시간이며 최댓값은 98시간
이다. 주당 총 근로시간의 평균은 47.50시간이며 최솟값은 1시간, 최댓값은 143
시간이다. 정규근로시간과 총 근로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유사하나 최댓값
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근로시간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내생적
독립변수

변수명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규
근로시간

52,441

44.94 (10.82)

1

98

총 근로시간

52,444

47.50 (11.79)

1

143

내생적 독립변수인 근로시간에 대한 도구변수인 사업체 규모별 기초통계량
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정규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10명 미만의 사업장
은 주당 평균 48.26시간, 10~29명 규모 사업장은 46.19시간, 30~99명 사업장은
44.97시간, 100~299명 사업장은 44.62시간,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42.6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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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업체 규모별 평균 근로시간
사업체 규모
10명 미만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정규근로시간
48.26
46.19
44.97
44.62
42.63

총 근로시간
49.09
48.22
48.17
48.39
46.60

으로 나타나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정규근로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총
근로시간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주당 평균 49.09시
간, 10~29명 규모 사업장은 48.22시간, 30~99명 사업장은 48.17시간, 100~299
명 사업장은 48.39시간,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46.60시간이다. 즉 사업체 규모
가 커질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 연속형 변수인 연령과 임금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표 5>에 제
시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은퇴하기 전의
연령인 2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으로 설정하였다. 연령변수의 평균은 40.73세
이다. 0세부터 6세의 자녀 수는 평균 0.26명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0명, 최대 5
명이다. 임금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월평균 (실질)임금의 평균은
233.90만 원이며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6,444.94만 원이다. 임금변수의 분포
상의 특성을 보정하기 위해 실증분석에서는 임금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변수
를 사용하였다.7)
<표 5> 연속형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통제변수

변수명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령

61,343

40.73 (10.63)

20.00

64.00

자녀 수

61,343

0.26 (0.58)

0.00

5.00

임금의 로그값

61,133

5.28 (0.61)

1.39

8.77

임금

61,150

0.00

6,444.94

233.90 (160.56)

7) 분석대상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제시하고자 <표 4>의 기초통계량에서는 임금=0인
근로자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제IV장 실증분석에서는 log(wage)를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
에 임금=0인 근로자는 추정표본(estimation sample)에서 제외된다.

84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1호

<표 6> 범주형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변수명

구분
전체

성별

남
여

지역

광역시
비광역시

전체

교육
통제변수

직업

종사상의
지위

도구변수

사업체 규모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초대졸 이상
전체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생산직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10명 미만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표본 수
61,343
36,815
24,528
61,343
30,615
30,728
61,339
8,824
23,187
29,328
60,987
16,316
12,537
9,017
7,129
15,988
61,342
47,142
8,230
5,970
51,796
16,030
9,263
8,577
5,448
12,478

비율
100.00
60.01
39.99
100.00
49.91
50.09
100.00
14.39
37.80
47.81
100.00
26.75
20.56
14.79
11.69
26.22
100.00
76.85
13.42
9.73
100.00
30.95
17.88
16.56
10.52
24.09

<표 6>은 범주형의 형태를 갖는 통제변수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이다. 통제변
수의 경우, 성별의 경우 남자의 비율이 60.01%, 여자의 비율이 39.99%로 남자
의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 14.39%, 고졸 37.80%, 초대졸 이상
47.81%로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비율이 과반에 가까이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
우 광역시 거주와 비광역시 거주의 비율이 각각 49.91%와 50.09%로 유사하였
다. 직업의 경우 전문․관리직 26.75%, 사무직 20.56%, 서비스판매직 14.79%,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11.69%, 생산직 26.22%의 비중을 보였다. 종사상의 지
위로는 상용직이 76.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임시직이 13.42%, 일용
직이 9.73%로 나타났다. 도구변수로 사용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법정 정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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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적용된 시기와 유사한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30.95%, 10~29명
사업체는 17.88%, 30~99명 사업체는 16.56%, 100~299명 사업체는 10.52%,
300명 이상은 24.09%의 비중을 차지한다.

Ⅳ.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
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근로시간 변수의 내생성을 고
려한 모형에서는 도구변수 선정에 대한 논의 후 도구변수를 이용한 순서형 프
로빗 모형에서 추정치를 얻는다. 내생성 모형과 비교를 위해 근로시간 변수가
외생적이라고 가정한 순서형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역시 제시한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주관적 건강 확률을 제시한다.

1. 도구변수 선정 및 적절성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설명변수 중 하나인 근로시간과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역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내생성(endogeneity)으로 인해 일치추
정량을 얻을 수 없다(Hill et al., 2004; 민인식, 2009; 민인식․최필선, 2012a).
모형에서 내생성이 없다면 앞서 제시한 식 (3)과 식 (4)에서        
이어야 한다. <표 7>과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차항 상관계수 추정치
는 각각 0.1118과 0.3092로 양(+)의 상관계수이고 0과 유의하게 다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계적으로 근로시간은 내생성 있는 변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도구변수의 적절성 조건을 살펴보면, 적절한 도구변수는 오차항   과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도구변수는 내생적 설명변수인 근로시간 변수와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인식․최필선, 2012a). 도구변수인 사업체 규모 변수는
직접적으로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근로시간 변수를 통해 간접
적으로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도구변수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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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규모 변수는 오차항   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경험법
칙에 따르면 도구변수의 t-value가 3.3보다 크면 내생변수와 적절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한 도구변수(weak instrument variable)인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도구변수로서 적절하다(Cragg & Donald, 1993; Hill et al, 2004; Cameron &
Trivedi, 2005; Stock & Watson, 2012; 민인식․최필선, 2012a). 분석결과, 정규
근로시간을 포함한 모형에서 도구변수에 대한 F-통계량은 588.14이고, 총 근로
시간을 포함한 모형에서 F-통계량은 110.16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업체
규모는 통계적으로 약한 도구변수의 가능성이 낮다.

2. 실증분석
본 소절에서는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로 제시한다. 도구변수로 사업체 규모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패널 자료를 통합(pooled) 횡단면 자료로 구축함에 따라 개인 내 상관관
계(intra-class correlation)를 고려하기 위하여 cluster-robust 표준오차를 보고하
였다.
<표 7>과 <표 8>은 식 (4)에 대한 외생적이라고 가정한 순서형 프로빗 모형
(Pooled Ordered Probit, 이하 MODEL_EX)과 내생성을 통제한 모형(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 이하 MODEL_EN)에 대한 추정결과이다. 앞선 소절에
서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듯이, 실증분석 결과에서 사업체 규모에 대한
 가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므로 도구변수로 적절함을 다시
추정계수 

확인할 수 있다.8)
MODEL_EX과 MODEL_EN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내생변수인
근로시간에 대한 추정치를 비교하면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MODEL_EX에
비해 내생성을 통제한 MODEL_EN의 계수추정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의 정규근로시간 추정계수는 MODEL_EN에서는 -0.0127로 MODEL_
EX의 -0.0017에 비해 약 7.47배 정도 추정치가 커졌으며 <표 8>에서도 총 근
로시간 추정계수는 MODEL_EN에서는 -0.0308로 MODEL_EX의 -0.0028에
8) 
 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 결과는 <부록 표 1>을 참고하시오.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유혜림) 

87

비해 약 11배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
기도 하지만 역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가 하향편의(downward
bias) 되었음을 알 수 있다. MODEL_EX과 MODEL_EN에서 통제변수 추정계
수를 비교하였을 때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변수가 있으나 통제변수의 대부분
에서 추정계수의 방향성이 일치하였으며, 추정계수 차이 또한 크지 않았다.
MODEL_EX에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아 근로시간과 주관적 건강수준에 동시
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누락변수의 편의가 나타났다
고 할 수 있다.
MODEL_EX의 추정결과는 일치추정량이 아니라고 간주하여 MODEL_EN
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규근로시간(-0.0127)과 총 근로시간(-0.0308) 모두 주관적 건강상
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증
가할수록 “아주 건강하다” 또는 “건강한 편이다” 그룹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
다. 또한 정규 근로시간 추정계수 절댓값보다 총 근로시간 추정계수 절댓값이
더 크므로, 총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과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초과 근무시
간의 합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설정 시 정규근로시간보다는 총 근
로시간에 대하여 총량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구학적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지역에 대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상
대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
수는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P r     의 확
률이 증가하고 P r      의 확률이 감소한다. 지역의 경우, 광역시에 비해 비
광역시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을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노동관련 변수인 임금, 교육,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임금수준과 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임금변수 추정계수는 양(+)으로 나
타나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장 높은 범주인 ‘아주 건강하다’로 응답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다. 교육의 경우, 고졸 미만을 기준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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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더 높은 건강수준을 가질 확률이 증가한다. 직업변
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종사상의 지위 측면에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의 건강상태가 가장 낮은 범주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7> 순서형 프로빗 추정결과(내생변수 : 정규근로시간)
MODEL_EX
Coef.
Robust S.E.
성별
(base : 남)
연령
지역
(base : 광역시)
임금
교육
(base : 고졸
미만)

직업
(base : 전문․
관리직)

종사상의
지위(base :
상용직)

MODEL_EN†
Coef.
Robust S.E.

-0.1168

***

0.0189

-0.1723

***

0.0263

-0.0189

***

0.0009

-0.0195

***

0.0009

0.0357

**

0.0155

0.0279

*

0.0164

0.1717

***

0.0179

0.1392

***

0.0198

고졸

0.1947

***

0.0288

0.1420

***

0.0326

초대졸 이상

0.2307

***

0.0327

0.1379

***

0.0425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생산직

-0.0134

0.0210

0.0003

0.0225

여

비광역시

-0.0500

*

0.0275

-0.0032

0.0446

-0.1325

***

0.0339

-0.0647

0.0460

-0.0696

***

0.0240

-0.0393

임시직

-0.0385

*

0.0217

일용직

-0.1664

***

0.0356

정규근로시간
cut 1
cut 2
cut 3
cut 4
Log pseudolikelihood
var(e.p_hours)
corr(e.p_hours,e.health_status)

-0.0017 ***
0.0007
-3.0382
0.1140
-1.6830
0.1080
-0.2818
0.1067
1.9177
0.1078
-46338.614
-

0.0273

-0.0659

**

0.0287

-0.2074

***

0.0455

-0.0127 ***
0.0045
-3.7896
0.2665
-2.4512
0.2699
-1.0492
0.2754
1.1382
0.2861
-206059.14
99.84663
0.1118**

주 : *** p<0.01, ** p<0.05, * <0.1.
† : 식 (3)의 결과만 보고하였으며, 식 (4)의 결과는 <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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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순서형 프로빗 추정결과(내생변수 : 총 근로시간)
MODEL_EX
Coef.
성별
(base : 남)

Coef.

Robust S.E.

-0.1202

***

0.0189

-0.2658

***

0.0432

-0.0191

***

0.0009

-0.0201

***

0.0009

0.0373

**

0.0154

0.0423

*

0.0164

0.1792

***

0.0179

0.1379

***

0.0204

고졸

0.1907

***

0.0288

0.0806

*

0.0426

초대졸 이상

0.2234

***

0.0327

0.0316

0.0633

사무직

-0.0126

0.0210

0.0056

0.0222

-0.0426

0.0274

0.1076

0.0658

여

연령
지역
(base : 광역시)

비광역시

임금
교육
(base : 고졸
미만)

Robust S.E.

MODEL_EN†

서비스
직업
판매직
(base : 전문․
농림어업 및
관리직)
단순노무

-0.1241

***

0.0338

0.0444

0.0654

생산직

-0.0620

**

0.0241

0.0454

0.0415

임시직

-0.0434

**

0.0217

-0.1651

0.0481

일용직

-0.1751

***

0.0357

-0.3360

***

0.0657

총 근로시간

-0.0028

***

0.0006

-0.0308

***

0.0086

cut1

-3.0626

0.1129

-4.6592

0.4108

cut2

-1.7066

0.1066

-3.3774

0.4502

cut3

-0.3047

0.1054

-2.0347

0.4927

cut4

1.8953

0.1065

0.0594

0.5607

종사상의
지위(base :
상용직)

Log pseudolikelihood

-46329.428

-210238.93

var(e.p_hours)

-

120.41111

corr(e.p_hours,e.health_status)

-

0.3092***

주 : *** p<0.01, ** p<0.05, * <0.1.
† : 식 (3)의 결과만 보고하였으며, 식 (4)의 결과는 <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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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도구변수인 사업체 규모 변수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근로시
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부표 1>에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
록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7>과 <표 8>에서 근로시
간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간
접적으로 주관적 건강이 나빠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주관적 건강확률
<표 7>과 <표 8>의 MODEL_EX과 MODEL_EN은 비선형 확률모형이기 때
문에 추정계수 부호를 통해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방향성만을 파악
할 수 있다.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각 건강 범주에 속할 예측확률을 구한 후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주관적 건강 확률이 얼마나
변하는지 예측하기 위해 식 (4)를 이용하여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범주확률을 계산한다. 각 응답자별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선택확률이 계산되는데, 그 값들을 모두 합하면 반드시
1이 된다.9)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식 (6)에서 P r     일 때의 선택확률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P r       
  
   
  
     
   

  
   
  
     
   

내생성을 통제한 모형인 MODEL_EN에 기초하여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의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한다. <표 9>에서 근로시간의
분포를 고려하여, 정규근로시간이 30시간부터 5시간 간격으로 50시간까지 선
택확률을 계산하였고, 총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과 추가근로시간의 합인 것
을 고려하여 50시간부터 70시간의 범위 내에서 5시간이 증가할 때마다 주관적
건강 범주확률을 계산한다.
세부적으로 정규근로시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 때, 근로시간이
9) 본문에서는 %로 환산하여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의 합은 1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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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단위로 증가할 때마다 선택확률이 각각 0.0016%포인트, 0.0016%포인트,
0.0017%포인트, 0.0017%포인트 증가하여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선택확률 또
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의 경우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데 단위
시간이 증가할 때마다 선택확률이 0.0494%포인트, 0.0501%포인트, 0.0508%포
인트, 0.0515%포인트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 때는 선택 확률이 0.2252
%포인트, 0.2255%포인트, 0.2257%포인트, 0.2260%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일 경우, 정규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선택확률이 0.2037%포인트, 0.2057%포
인트, 0.2077%포인트, 0.2097%포인트 감소하며,     일 때, 정규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선택확률이 0.0724%포인트, 0.0715%포인트, 0.0705%포인트, 0.0696
%포인트 감소하였다.
총 근로시간 증가와 주관적 건강 범주확률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일 때, 근로시간이 5시간 단위로 증가할 때마다 선택확률이 각각 0.0028%

포인트, 0.0030%포인트, 0.0031%포인트, 0.0032%포인트 증가하여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선택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경우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데 단위시간이 증가할 때마다 선택확률이 0.0878%포인트, 0.0901
%포인트, 0.0924%포인트, 0.0947%포인트로 증가하며,     일 때는 선택 확
률이 0.3983%포인트, 0.3991%포인트, 0.3999%포인트, 0.4005%포인트 증가한
다. 반면     일 경우, 정규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선택확률이 0.3622%포인
트, 0.3684%포인트, 0.3745%포인트, 0.3805%포인트 감소하며,     일 때, 정
규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선택확률이 0.1267%포인트, 0.1238%포인트, 0.1208%
포인트, 0.1180%포인트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의 경우 5시간씩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선택확률이 증
가하나      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택확률이 감소한다. 이
는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보통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아지
며, 건강이 좋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아진다고 예상할 수 있
다. 또한 선택확률의 변화는 정규근로시간보다 총 근로시간이 더 크게 나타나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총 근로시간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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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근로시간에 대한 주관적 건강 확률

정규
근로
시간

총 근로
시간

Pr  

Pr  

Pr  

Pr  

Pr  

30시간

0.0569

2.7665

28.1511

64.6128

4.4128

35시간

0.0584

2.8158

28.3762

64.4091

4.3404

40시간

0.0601

2.8659

28.6017

64.2034

4.2689

45시간

0.0617

2.9167

28.8274

63.9957

4.1984

50시간

0.0634

2.9682

29.0534

63.7860

4.1289

50시간

0.0568

2.7717

28.2099

64.5723

4.3893

55시간

0.0596

2.8595

28.6082

64.2102

4.2626

60시간

0.0626

2.9495

29.0073

63.8418

4.1388

65시간

0.0657

3.0419

29.4072

63.4672

4.0180

70시간

0.0689

3.1367

29.8077

63.0867

3.9000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계량방법상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근로시간과 주관적 건강상
태의 관계를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으
로 분석하였다. 근로시간은 노동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개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증분석 시, 사업체 규모 변수는 사업
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사업
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 외생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구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적절하였다.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2011년
이후 현재(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범주에 속할 경향을
보였다. 정규근로시간보다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러한 경향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규근로시간과 총 근로시간이 5시간 증가할
때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할 확률이 증가하였고, 양호한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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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확률이 감소하였다. 특히 정규근로시간이 5시간 증가할 때의 선택확률보
다 총 근로시간이 5시간 증가할 때의 선택확률이 2배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정규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야근 등 시간 외 근무를 포함한 총량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에서 의결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10)하는 내
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 내 상관관계(intra-class correlation)를 고려하여 cluster-robust 표준
오차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패널 ordered probit 모형에서 내생성 문제를 고려
하여 불편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계량모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강성진,
2010).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 개발된다면 패널
모형하에서 실증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원칙의 예외규정인 특정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고려하지 못
하였다. 후속연구에서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산업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근로
시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자료의 한계상 산업보건의학
영역에서 다루어진 장시간 노동과 사망률, 심혈관질환, 당뇨병, 장애위험, 인지
기능 쇠퇴, 육체적 건강 및 피로와의 관계(Jeong et al., 2013, Tucker &
Folkard, 2012; 김대성, 2011; 김대성 외, 2011; 박진희, 2014)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여 주관적 건강상태 외에 실제 임상적인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주관적
생활 및 건강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하여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다. 이러한 현황은 법정 최대 근로시간
에 대한 규제 이상으로 총 근로시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노동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10)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차등 적용된다. 사업체 규
모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
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 20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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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MODEL_EN에서 식 (4) 추정결과
정규근로시간

Coef.
성별
(base : 남)

Robust S.E.

총 근로시간

Coef.

Robust S.E.

-3.7791

***

0.1743

-4.8081

***

0.1920

연령

-0.0394

***

0.0095

-0.0567

***

0.0101

자녀 수

-0.3275

***

0.1120

0.2034

비광역시

-0.2811

*

0.1637

0.3848

**

0.1778

고졸

-2.5374

***

0.3956

-2.7710

***

0.4080

초대졸 이상

-5.0313

***

0.4144

-5.1895

***

0.4320

사무직

1.1057

***

0.1711

0.6209

***

0.2025

7.2232

***

0.3231

6.4086

***

0.3407

6.2417

***

0.4415

5.8639

***

0.4520

생산직

2.8108

***

0.2220

3.7905

***

0.2572

임시직

-3.9769

***

0.3109

-4.9408

***

0.3185

일용직

-5.3289

***

0.4939

-6.6322

***

0.5025

10~29명

-1.8457

***

0.2287

-1.1349

***

0.2314

30~99명

-2.9953

***

0.2338

-1.2974

***

0.2373

100~299명

-3.1940

***

0.2598

-0.9847

***

0.2669

300명 이상

-4.9100

***

0.2100

-2.3933

***

0.2331

52.8517

***

0.6651

55.0706

***

0.6979

지역
(base : 광역시)
교육
(base : 고졸
미만)

여

서비스
직업
판매직
(base : 전문․
농림어업 및
관리직)
단순노무

종사상 지위
(base :
상용직)

사업체 규모
(base : 10명
미만)

_cons

0.1304

주 : 1) *** p<0.01, ** p<0.05, * <0.1.
2) 근로시간 변수와 임금변수는 동시적으로 결정되는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
려하여 임금변수는 식 (3)에만 포함하고 식 (4)에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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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Working Hour on Workers' Self-rated
Health : Focused on 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
Yoo Hyerim
Despite the fact that statutory working hours based on the Labor Standards
Act have been continuously shortened, the working hours of Korea worker
are the third longest in OECD countries. Long working hours can be directly
linked to workers' health. In this study, I use the 7th (2004) to 19th (2016)
of the Korea Labor & Income Panel Survey (KLIPS) data to estimate the
effects of working hours on workers’ self-rated health from 2004 to present.
As an econometric strategy, I employ he 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
regarding endogeneity of inverse causality between working hour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10 times difference of estimated coefficient between the model
considering endogeneity and the model not considering it. The results show
that the 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 is appropriate regarding both
endogeneity of explanatory variable and suitable instrument variable.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control adverse causal relationships in the empirical
analysis between working hours and self-rated health. In addition, the longer
hours of statutory working hours and total working hours effects, the higher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category with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Moreover, the effect of total working hourswas greater than regular working
hours on self-rated health.
Keywords : working hours, self-rated health, 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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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 제기

인적자본론 입장에서 사회의 평균적인 교육수준 상승은 인적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고, 기술진보와 연구개발(R&D)을 통한 생산성 증가를 촉진하여 경제성
장을 위한 사회적인 총자본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은 여가활용
과 문화생활 등의 측면에서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비금전적인 파급효과
를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외부경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투자이고,
고등교육단계인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
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된다.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대학생들은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아 담보
가치를 가진 소유물이 없으므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제약
(credit constraint)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이
러한 신용제약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신용제약 때문
에 원하는 인적자본투자를 하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인적자본투자를 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생들
이 교육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부터 빌려
서 조달할 수 있다면, 신용제약은 존재하지 않고 사회의 인적자본투자는 최적의
수준을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눈에 띄지 않고(intangible)
개인에게 체화(embodied)되어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담보(collateral)로서 기
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기회의 균등을 통하여 형
평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소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장기적으
로 가진다. 한편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비진학자들이 주로 취약계층임을 감안
하면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취약계층을 배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
가지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는 역진적인 소득분배 정책이다. 그러나 Pechman
(1970)은 대학생 지원 보조금의 재원을 소득세에서 전액 충당한다면 형평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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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소득 불평등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소득세제는
누진적이므로 소득세에서 전액 충당하면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거두
어 사회 전체 계층에 분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를 통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그러나 동기간 대학의 등록금 또한
급속히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치솟는 등록금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투입 시간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학업과 미래를 위한
준비에 치중하지 못해 인적자본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국가장학금제도와 학자
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대학의 등록금 상승을 억제하는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이 2005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05년 대학교 졸업자와 2014년 대학교 졸업
자들의 노동시장 성과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경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근로경험 등의 변수들을 비교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Ⅱ. 우리나라의 학자금 지원제도 변천2)

우리나라의 학자금 지원제도는 1949년 제정된「교육법」에 운영근거가 처음
으로 마련된 후 주로 국고대여장학금 중심으로 운용됐는데,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고 졸
업 후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1971년에는 정부지원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고,
1981년부터는 대학등록금의 일정액을 장학금 재원으로 확보하여 지급하는 제
도가 시행되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학자금 지원제도는 규모

2) 양정승 외(2013)의 제3장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였다.

106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1호

면에서 영세한 수준이었으며, 장학금 중심의 정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채창균 외, 2012; 박정훈․정용운, 2010; 남수경, 2008).
1985년 대학생 과외금지조치 보완책으로 1985년 2학기를 기점으로 학자금
지원제도는 기존의 장학금 중심에서 대출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1975년부터
2005년 8월까지는 금융기관을 통해 등록금 상당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그 이
자액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대출제도를 운영하
였다. 이 제도는 대학생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수익성 확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예산운영의 경직성과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대출 대상자의 범위와 규모가 한정적으로 운용되어 수혜인원 증
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정 부담 경감, 수혜인원 확대 등을 위해 학자금 대
출제도를 학부모(학생 본인) 보증대출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였
다(채창균 외, 2012; 박정훈․정용운, 2010).
이로 인해 2005년을 기점으로 미국식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실
무적인 대출관련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였다. 대출을 받
은 학생의 채무불이행 시 정부가 설치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대손위험을 제거하고, 한국주택공사가 ‘학자금 대출증권(Student LoanBacked Securities: SLBS)’을 발행하여 투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으로
써 자본시장에서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하여 학자금 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
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학생의 경우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보증은 정부
보증 채무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다.
2009년 5월에는 각종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업무를 하나로 통합
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장학
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가장학기금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을 흡수하여 재단채권방식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였다. 재단채
권방식은 대출희망 학생이 시중은행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을
통해 조성한 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는 제도인데, 이러한 방식은 재단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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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발행하여 유동화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개입재량을 확보하여 대출
금리를 낮춤으로써 SLBS 방식에서 제기되었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이었다.
2010년부터는 취업 후에 학자금 상환이 개시되는 든든학자금(Income Contingent
Loan: ICL)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든든학자금은 학자금 대출을 원하
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중 일부를 대출해 주
고 기준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기준소득 초과분의 일정비
율을 상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현재의 소득이나 가정형편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 연계시켜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은 학력 대물림, 계층 대물림을 방지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균등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2008년에는 기
초생활수급자 장학금사업이, 2009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차상위계층 장
학금이, 2011년에는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사업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다(김
소정, 2013).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학사업은 소득연계형으로 학생을 직접 지원
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이 대표
적이다.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은 2005
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2005년 이후에 학자금 대출제도의 정비,
2008년 이후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사업 등으로 점차 지원규모와 대상이 확
대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Ⅲ. 선행연구 및 분석 전략

1. 선행연구3)
학자금 지원은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Hossler

3) 양정승 외(2013)의 제2장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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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09), Jackson(1978)의 연구에서 학자금 대출은 퇴학, 휴학, 전출 등
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졌다. 반면 Chen &
Desjardins(2008)는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보조인 Pell Grant만이
저소득층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 간의 학업중단 비율 격차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 저소득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보다 장학금이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Keane and Wolpin(2001)의 연구에서는 신용제약을 완
화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근로 가능성을 낮추고 재학기간 동안의 소비를
늘리지만 학교 등록 결정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신용제약은 대학생
활에 강하게 작용하지만, 학교 등록여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학자금 지원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살펴보면, Stater
(2009), Nora(1990), Moline(1987), Voorhees(1985) 등의 연구들에서 장학금 지
급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반면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결
과가 일관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장학금 지급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Canton and Blom(2004)과 Stater(2009)는 학자금 대출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도출한 반면, Voorhees(1985)와 Nora (1990)
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plund et al.(2009)은 학
자금 대출이 저소득층의 학위취득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Hossler et al.(2009)은 광범위한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대출경험자가 상환의
부담 때문에 무상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 등 다른 유형의 학자금 수여자에 비해
고등교육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보였다.
학자금 지원이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많지 않지만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먼저 Minicozzi(2005)는 학자금 대출
자의 경우 초기에 임금이 높은 직장에서 일하지만 이들의 임금 성장률이 낮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초기의 상환 부담 때문에 단기
적으로 초기에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을 선호함을 시사한다. Rothstein &
Rouse(2011)는 프린스턴대학의 학자금 지원정책이 대출 중심에서 장학금 지원
으로 전환되었을 때, 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선호도가 높아짐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차원에서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생 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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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경년(2012)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모 의존은 대학생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역량, 즉 지식․기술
축적, 태도 및 네트워크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준
호․박현정(2012)은 ICL 자격부여가 사립대학에 다니는 소득 1-3분위 저소득
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확률을 높이고 학기 중 노동을 할 확률을 낮춤을 보였
다. 김안나‧김성훈(2010)은 학자금 대출은 휴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장학금은 저소득 집단보다 고소득 집단에서 휴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음을 보였다. 김지하․이병식(2009)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GPA 백분위 점수) 향상에 매우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보였다.
김안나․이병식(2008)은 학자금 대출과 학업연장 가능성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
는데, 학자금 대출이 재학기간 연장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수경 외(2012)는 든든학자금의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과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학업지속 효과와 자립심 고취효과, 이용편이성
만족도가 높았다. 우광호 외(2010)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첫 직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보였다. 김영식 외
(2012)는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
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학자금 대출은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남․김경년(2012)은 학자
금 대출 의존자가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지
는 않지만, 대출에 의존하지 않은 대졸자에 비하여 월평균 임금이 낮은 일자리
로 보다 빨리 취업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아직까지는 분석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외국의
연구들과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 보다 풍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분석 전략 및 데이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여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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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정책이 크게 바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
여 2005년에 대학을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14년 대학 졸업
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두 조사의 차이를 청년층 지원정책의
효과로 해석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혹은 대학재학 시의 경험변수   는 다음과 같
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위 식에서  와  는 각각 학생과 대학을 나타내며,  는 학생의 개인 특성 벡
터를,   는 2014년 졸업자인지 여부,  는 부모의 소득수준으로 나눈 집단
을,  는 대학 고유의 특성을,  은 순수한 오차항을 의미한다. 식에서  와  를
교차한 항의 계수  가 2005년 졸업자와 2014년 졸업자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이를 정책효과로 해석하였다. 즉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전략
에 기초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도효과(year effect)와 정책효과의
혼재로 위 식에서  를 순수한 정책효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가 음의 값을 가져 저소득층에 대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난다
면, 이를 부정적인 정책효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5년도의 2인 이
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0.298인 반면 2014년도에는 0.308로 소득분배지표
가 악화되었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가구배경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2005년 취약계층 대졸자에 비해 2014년 취약계층 대졸자
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취약계층에 불리한 노동시장 상황을 상당 정도 반영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불리한 노동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하는 양(positive)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의 하한(lower bound)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014년 졸
업자인지 여부는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학자금 지원정책뿐만이 아
니라 취약계층 대학생의 가구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부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특정 정책의 효과분석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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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해당 정책에 대한 가변수(dummy variable)를 추가하여 모형을 적절히
변형한 후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06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이하 2005
GOMS)와 ‘2015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이하 2014GOMS)를 사용하였다.
2005GOMS는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이고 2014GOMS는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다. 이 중 4년제 대학 졸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약계열의 경우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노동시장과는 다르다는 판단에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또한 현재 군복무 중인 표본들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으며 2005GOMS에
서 조사되지 않은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전통문화대 졸업자들도 2014GOMS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교효과는 학교 및 본교․분교별로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 id와 본교․분교 구분을 고정효과 분석 단위로 사용하였다. 최
종 분석대상은 2005GOMS의 응답자 15,907명과 2014GOMS의 응답자 11,907
명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종속변수는 고용여부, 선망직장 취업여부, 정규직 여부, 경
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경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경험, 재학기간,
월평균 실질임금의 로그값이다. 선망직장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사업체
형태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회사’, ‘정부투자기관/정
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교육기관(대학, 초/중/
고 등)’, ‘연구기관(국립/사립)’이거나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중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대기업에 취업한 경우를 나타낸
다. 정규직 여부는 본인응답여부에 의존하였는데 2005GOMS의 경우 통계청의
공식적인 정규직 판단 문항들을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유로 인
한 휴학경험은 휴학사유가 ‘아르바이트’ 혹은 ‘경제적 이유로’ 휴학한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생활비를 벌려고’
혹은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실질임금은
2015년 기준의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임금을 나타낸다.
설명변수 중 등록금 본인부담은 주된 학비마련 방법이 본인 혹은 장학금, 학
자금 대출인 경우를 의미한다. 2005GOMS의 경우 주된 학비마련 방법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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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반면 2014GOMS는 각 학비마련 방법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조사하였다. 2014GOMS의 경우 각 조달방법 중 비율이 가장 높은
방법을 주된 학비마련 방법으로 간주하였고, 동일한 비율의 조달방법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난수(random number)를 생성하여 해당 조달방법들 중 무작위로
하나를 주된 조달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취업준비 휴학경험은 휴학사유가 ‘취업
및 취업준비’ 혹은 ‘자격증 및 고시준비’인 휴학을 하였는지의 여부이다. 해외
어학연수경험은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는지의 여부
이다. 시험준비경험은 2005GOMS의 경우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 시험이
나 언로사 시험’ 준비여부는 질문하지 않아 ‘행정고시/사업시험/외무고시/기술
고시/7․9급 공무원 시험/임용고시/공단․공사시험’ 준비경험으로 한정하였다.
부모의 소득수준은 대학입학 당시와 현재의 월평균 소득 두 가지가 있는데, 대
학입학 당시의 경우 회고적인 질문이므로 측정 오차(error)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사용하였다. 졸업학점 등급의 경우 2005GOMS는 범주형
으로 질문한 반면 2014GOMS는 직접 학점을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2005GOMS
의 응답분포에 따라 2014GOMS의 학점 분포를 비교하여 등급화하였다. 2005
GOMS는 본인 판단 등급인 반면 2014GOMS의 경우 분포에 따라 등급을 부여
한 차이가 있다. 저소득 가구여부는 부모의 소득수준을 2005GOMS와 2014
GOMS를 동일한 소득범주로 범주화하였을 때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분포에 차
이가 발생하므로 응답분포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조사연도의 50%선에서 저소
득가구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때 2005GOMS는 300만 원 미만까지가 51.3%,
2014GOMS의 경우 400만 원 미만까지가 51.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이를 저소득가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Ⅳ. 분석결과

1. 2005년 졸업자와 2014년 졸업자의 성과비교
[그림 1]은 2005년 졸업자와 2014년 졸업자의 노동시장성과를 부모의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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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먼저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5년 졸업자의 고용률은 77.3%인
반면, 2014년 졸업자의 경우 72.1%로 5.2%포인트 하락하였다. 부모의 소득수
준별로 보면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2005년 38.4%에서 2014년 79.6%로
크게 상승하여 41.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경우
88.7%에서 71.4%로 17.3%포인트 하락하였고 하락폭이 모든 가구소득범주 중
가장 컸다.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용률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림 1] 2005년 졸업자와 2014년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비교
(가) 고용률
(단위 : %)

(나) 선망직장 취업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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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선망직장 취업률의 경우 2005년 졸업자의 평균 30.5%가 취업한 반면 2014
년에는 19.7%로 10.8%포인트가 하락하여 선망직장 일자리가 오히려 더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2005년도에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
수록 선망직장 취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2014년 졸업자의 경우 경
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2005년 졸업자의 경우
223만 원을 받았으나 2014년 졸업자의 경우 214만 원으로 오히려 9만 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월 1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금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05년 졸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2014년 졸업자의 상승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2]는 2005년 졸업자와 2014년 졸업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경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경험, 재학기간, 그리고 주된 학비마련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2005년 졸업자의 경우 8.2%가 경제적 이유로 휴학을 경험한 반면 2014년 졸
업자의 경우 6.7%만이 경제적 이유로 휴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1.5%포인트
감소하였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이
유로 휴학을 경험하는 비율은 감소하였고, 100만~200만 원 구간을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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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5년 졸업자와 2014년 졸업자의 생활경험 비교
(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 경험

(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경험

(다) 재학기간

(단위 : %)

(단위 : %)

(단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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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구간에서 2005년 졸업자들보다 2014년 졸업자들의 경제적 이유로 인
한 휴학경험 비율이 감소하였다.
경제적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은 전체적으로 2005년 졸업자 20.8%,
2014년 졸업자 20.6%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경제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경험비율이 높았고 2005년
졸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100만 원 미만 가구와 100만~2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비율이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기간은 2005년 졸업자 평균 64.2개월에서 2014년 졸업자 67.4개월로 증
가하였는데,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였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 경험비율이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학기간은 오히려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비로 인한 휴학과 졸업유예 등이 재학기간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1> 주된 학비마련 방법
(단위 : %)

2005
부모의
월평균소득

부모

2014

학자금
학자금
본인 장학금 기타 부모
본인 장학금 기타
대출
대출

100만 원 미만

70.7

5.8

7.6

14.2

1.8

41.4

16.8

13.5

27.4

0.9

100～200만
원 미만

71.5

6.2

9.3

11.4

1.6

42.8

23.2

5.9

27.4

0.7

200～300만 원
미만

72.5

5.6

9.0

11.6

1.4

49.6

21.1

3.8

25.0

0.5

300～400만 원
미만

73.6

5.2

9.8

9.6

1.8

56.5

18.4

3.8

21.3

0.0

400～500만 원
미만

75.9

4.9

9.0

9.1

1.1

62.7

14.3

2.8

20.0

0.2

500～1,000만 원
미만

77.4

3.5

7.9

10.1

1.1

70.0

10.7

2.4

16.9

0.0

1,000만 원 이상

79.6

2.3

7.1

10.7

0.3

78.4

6.5

1.2

13.9

0.0

전체

73.8

5.2

8.8

10.8

1.4

58.2

16.3

3.9

21.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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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2005년 졸업자와 2014년 졸업자의 주된 학비마련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2005년에
부모 의존비율이 71.5%인 데 반해 2014년에는 42.8%%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
대로 학자금 대출의존 비율은 6.2%에서 23.2%로, 장학금 의존비율은 11.4%에
서 27.4%로 크게 증가하였다. 월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모두 부
모 의존비율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줄고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의존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부모 의존비
율 감소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의존비율 증가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친 것
을 볼 수 있다.

2. 회귀분석 결과
식 (1)의 전략에 따라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혹은 대학재학 시의 경험
에 대하여 개인의 특성과 학교 특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책효과를 추정하
였는데, 그 결과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표 2>는 현재 고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고용결정식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4) 여성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령은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 자체보다는 졸업 이후 미취업
상태로 있었던 기간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할 수 있고(채창균 외, 2016),
연령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한 취업 가능한 연령대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취
업에 대한 압박이 높아 취업을 서두르거나 보다 취업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등록금 본인부담 여부는 2014년 졸업여부를 부모의 소득수준이 아닌 주된
학비마련 방법 및 저소득 가구여부와 교차시킨 네 번째 회귀식에서만 고용가능
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ontmarquette et al.(2001), Bodvarsson &
Walker (2004)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기회비용을 낮춰 대학생
4) 이항변수인 고용여부를 프로빗이나 로짓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비선형분석이므로 교차항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양정승․김유미, 2014). 이러한 문제로 이중차분모형으로 이
항분석을 하는 경우 선형확률모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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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충실히 보낼 유인이 약해지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반대로 본인부담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용가능
성이 높아지게 된다.
취업준비 휴학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해외 어학연수경험, 직업훈련경험, 자
격증 수는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었고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였다. 이는 일경험 자체가 취업에 긍정적인 특성을 갖추도록 하고(Light, 2001),
취업준비를 통하여 취업역량을 높이고 해외 어학연수를 통한 글로벌 역량을 함
양하는 것이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여부는 고용여부에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수록 고용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이는 부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에 의해 부모
와 동거할 경우 타 가구원의 노동공급과 음(negative)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
문이다. 가령 동거하는 부모가 고용되어 있을 경우 자녀의 노동공급이 감소하
는 것이 흔히 관찰되기 때문이다. 혹은 반대로 자녀가 고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양정승, 2012). 가구원
수 또한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었는데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취업준
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감소하고 고용되어 있는 기타 가구원으로 인한
부가노동자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고용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효과를 통제하더라도 학과
의 효과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부모가 노동
시장에서 높은 소득을 얻는 데 원인이 되는 관측되지 않는 특성이 유전 및 양
육(nurturing)을 통하여 자녀에게 이전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4년 졸업자 여부는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청년층
고용률이 낮아진 상황을 반영하였다.5) 분석의 주요 관심이 되는 2014년 졸업
자 여부와 부모의 소득수준을 교차한 항목의 효과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용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2005년 졸업자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대졸자보다 고용 가능성이 57.3%포인트 더 낮았으나 2014년
5) 2006년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4%인 반면 2015년은 41.5%로 1.9%포인트 더
낮았다(통계청, http://kosis.kr,「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검색일자 : 2017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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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모두 상쇄되고 오히려 2%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저소득가구에 해당하는 100만～200만 원 미만 가구와
200만～3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2005년 졸업자의 경우 각각 16.2%포인트,
14.5%포인트 더 낮았으나 2014년 졸업자의 경우 격차가 각각 2.2%포인트,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이후의 저소득가구의 청년층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5년과 2014년 사이의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부모의 월평균 소득
수준으로 구분한 그룹은 동일한 후생수준을 반영한 그룹이 아니라는 비판이 가
능하다. 가령 2005년의 100만 원 미만 가구보다 2014년의 100만 원 미만 가구
가 보다 가난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분석결과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 분포상 50% 선에
서 저소득 가구여부를 구분하였을 때 분석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았
는데 그 결과가 <표 2>의 두 번째 열이다. 결과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2005년
졸업자의 경우 14.3%포인트 고용률이 낮았는데, 2014년의 경우 오히려 고용률
이 1.5%포인트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취업준비과정의 불리함이 많이 사라졌고, 저소득가구의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
의 유인이 커 고용률이 더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저소득가구 청년층의 고용개선효과는 청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저소득가구 지원정책의 간접적인 효과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가령
저소득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증가는 저소득 가구의 후생수준을 개선해 청
년층 또한 인적자본투자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등의 구체적인 대학생 지원정책들이 직접적인 고용
개선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지원정책의 직접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여부와 주된 학비마련 방법이 학자금 융자
인 경우와 장학금인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그 각각의 결과를 <표 2>의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정리하였다.
먼저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여부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 가구여
부와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여부를 교차한 항의 계수값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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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positive)의 값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은 2014년 졸업자
들만이 이용 가능하므로 해당 변수의 효과는 2005년 졸업자와 비교한 2014년
졸업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정책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14년 졸업자들만
이 접근 가능한 하나의 처치(treatment)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정책은 오직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에서만 고용 가
능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따
르면 현재 가구소득 8분위까지 접근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은 지나치게 그 지
원범위를 넓게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열의 결과를 보면, 학자금 융자를 통해 주로 학비를 마련한 경우 부
모의 소득수준을 통제했을 때 2005년 졸업자의 경우 특별히 고용 가능성이 더
낮다는 통계적 증거는 보이지 않았으나 2014년 졸업자의 경우 고용 가능성을
6.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05년도의 졸업자가 저소득가구이면서 학자금 융자에 의해 학비를 주로 마련
하였을 경우 고용 가능성은 추가적으로 4.8%포인트 더 낮아졌으나 2014년 졸
업자의 경우 오히려 8.3%포인트 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최종효과는 2.0%
포인트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학자금 융자의 부정적
효과는 학자금 융자 상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인적자본축적을 저해해서일 가
능성이 있으나 학자금 융자와 결부된 응답자 혹은 응답자 가구의 관측되지 않
는 특성(unobserved characteristics) 때문일 수도 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오히
려 고용이 증대하는 것은 학자금 융자를 통하여 당장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어 인적자본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자금 상환의 심리적 부담이
소득계층에 따라 비선형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
다. 즉 현재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이 비록 취업시점에서 개
시되기는 하지만 저소득가구일수록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과 납부해야
할 이자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심리적 부담이 유보임금(resevation wage)을 낮추
어 학자금을 융자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기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
하였을 수 있다.
장학금을 통하여 주로 학비를 조달하였을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고용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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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용결정식 분석결과

여성여부
연령
등록금 본인부담
복수/부/연계전공 여부
취업준비휴학경험
아르바이트경험
해외어학연수경험
직업훈련경험
자격증 수
시험준비경험
결혼여부
부모와 동거여부
가구원수

100만 원 미만
부모의
소득
수준
(base=
1,000
만원
이상)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1,000만 원
미만

2014년 졸업자 여부
100만 원 미만*2014년 졸업
자
100만～200만 원 미만*2014년
졸업자

'(1)
coef/se
-0.0039
(0.0315)
0.0069***
(0.0011)
0.0077
(0.0061)
0.0063
(0.0066)
0.0348***
(0.0077)
0.0294***
(0.0058)
0.0197**
(0.0080)
0.0587***
(0.0088)
0.0070***
(0.0018)
-0.1104***
(0.0087)
-0.0119
(0.0112)
-0.0595***
(0.0101)
-0.0270***
(0.0030)
-0.5733***
(0.0258)
-0.1619***
(0.0186)
-0.1450***
(0.0183)
-0.1130***
(0.0173)
-0.0754***
(0.0182)
-0.0250
(0.0171)
-0.2057***
(0.0252)
0.5914***
(0.0356)
0.1404***
(0.0266)

'(2)
coef/se
0.0027
(0.0338)
0.0071***
(0.0010)
0.0075
(0.0060)
0.0046
(0.0068)
0.0375***
(0.0079)
0.0302***
(0.0061)
0.0277***
(0.0089)
0.0667***
(0.0094)
0.0091***
(0.0019)
-0.1130***
(0.0089)
0.0114
(0.0118)
-0.0397***
(0.0099)
-0.0249***
(0.0030)

-0.1497***
(0.0104)

'(3)
coef/se
0.0001
(0.0327)
0.0097***
(0.0011)
0.0104
(0.0065)
0.0022
(0.0068)
0.0360***
(0.0077)
0.0320***
(0.0059)
0.0232***
(0.0084)
0.0623***
(0.0092)
0.0080***
(0.0018)
-0.1146***
(0.0087)
0.0002
(0.0112)
-0.0422***
(0.0102)
-0.0256***
(0.0030)
-0.3882***
(0.0260)
-0.0975***
(0.0160)
-0.0796***
(0.0159)
-0.0604***
(0.0151)
-0.0468***
(0.0143)
-0.0182
(0.0136)
-0.0979***
(0.0093)

'(4)
coef/se
0.0049
(0.0326)
0.0078***
(0.0011)
0.0642***
(0.0095)
0.0059
(0.0067)
0.0363***
(0.0077)
0.0303***
(0.0058)
0.0242***
(0.0082)
0.0616***
(0.0091)
0.0076***
(0.0018)
-0.1109***
(0.0087)
-0.0019
(0.0112)
-0.0482***
(0.0101)
-0.0266***
(0.0030)
-0.4167***
(0.0242)
-0.1457***
(0.0157)
-0.1341***
(0.0153)
-0.1282***
(0.0145)
-0.0421***
(0.0137)
-0.0205
(0.0129)
-0.1574***
(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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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200만～300만 원 미만*2014년
졸업자
300만～400만 원 미만*2014년
졸업자
400만～500만 원 미만*2014년
졸업자
500만～1,000만 원 미만*2014
년 졸업자
저소득가구 여부
저소득가구*2014년 졸업자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여부

100만 원 미만*정부지원 학
자금 대출
100만～200만 원 미만*정부지
원 학자금 대출
200만～300만 원 미만*정부지
원 학자금 대출
300만～400만 원 미만*정부지
원 학자금 대출
400만～500만 원 미만*정부지
원 학자금 대출
500만～1,000만 원 미만*정
부지원 학자금 대출
주된 학비마련 방법 : 학자금
융자
주된 학비마련 방법 : 학자금
융자*2014년 졸업자
주된 학비마련 방법 : 학자금
융자*저소득가구
주된 학비마련 방법 : 학자금
융자*저소득가구*2014년 졸
업자
주된 학비마련 방법 : 장학금
주된 학비마련 방법 : 장학금
*2014년 졸업자

'(1)
coef/se
0.1388***
(0.0256)
0.1070***
(0.0273)
0.0588**
(0.0277)
0.0057
(0.0254)

'(2)
coef/se

'(3)
coef/se

-0.1425***
(0.0085)
0.1527***
(0.0110)

'(4)
coef/se

0.1290***
(0.0121)
-0.0158
(0.0548)
0.3389***
(0.0744)
0.0606
(0.0588)
0.0297
(0.0554)
0.0165
(0.0576)
-0.0149
(0.0564)
-0.0225
(0.0573)
-0.0155
(0.0195)
-0.0683**
(0.0265)
-0.0475*
(0.0263)
0.0833**
(0.0354)
-0.0753***
(0.0174)
-0.0227
(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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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1)
coef/se

'(2)
coef/se

'(3)
coef/se

0.9425***
(0.0567)
26,577
218.0000
67.0481
0.1069
0.0309
0.1048
0.1728
0.4037
0.1549

0.8400***
(0.0564)
26,577
218.0000
59.1987
0.0669
0.0220
0.0645
0.1733
0.4126
0.1500

0.7983***
(0.0561)
26,577
218.0000
55.5441
0.0886
0.0072
0.0865
0.1773
0.4079
0.1590

주된 학비마련 방법 : 장학금
*저소득가구
주된 학비마련 방법 : 장학금
*저소득가구*2014년 졸업자
상수항
관측치수
그룹수
F
r2_within
r2_between
r2_overall
sigma_u
sigma_e
rho

'(4)
coef/se
-0.0119
(0.0197)
0.0455*
(0.0269)
0.8866***
(0.0569)
26,577
218.0000
66.8206
0.0929
0.0334
0.0915
0.1726
0.4069
0.1525

주 : 1) *** p<0.01, ** p<0.05, * p<0.1.
2) 아버지의 학력, 전공계열, 고등학교계열, 졸업학점 등급, 군복무경험을 추가로
통제함.

들이 각종 고시나 공시 등의 준비로 졸업 이후 바로 취업하지 않거나 혹은 대기
업 등의 선망직장 취업을 기다리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졸
업자의 경우 저소득가구에 대한 장학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장학금의 부정적 효
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가구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인적자본투자 증대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6)
결론적으로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정책 혹은 저소득 청년층 지원정책은 어느
6) 네 번째 열의 결과는 삼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ce-in-difference: DDD) 분석결과인
데 각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2005년 졸업자의 경우 청
년지원정책의 미비로 극히 일부만이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에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된 학비마련 방법이 학자금융이거나 장학금이라는 사실 자체가 2014년 졸업자를 의미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2005년 졸업자 15,907명 중 학자금 대출에 의존한
졸업자는 820명으로 5.15%에 불과하다. 장학금에 의존한 경우도 1,706명으로 10.72%이
다. 반면 2014년 졸업자는 11.907명 중 1,910명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여 16.04%이고
2,660명이 장학금에 의존하여 22.34%가 장학금을 통하여 주로 학비를 마련한 졸업자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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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고용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가구 청년층의 고용
개선 효과 중 청년층 지원정책의 직접적인 효과의 기여도를 정확히 구분할 수
는 없었으나 정부의 청년층 직접지원 효과를 추정한 추정식에서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급의 저소득층 고용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은 선망직장 취업결정식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3)열의
결과는 고용결정식 추정 결과와 해석에 있어서 대부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4)열의 경우는 고용결정식에서 볼 수 있었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부지원정책
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주된 학비마련 방법이 학자금 융자인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환부담의 심리적 비용이 인적자본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혹은 상환의 부담으로 취업준비투자에 보
다 소극적으로 된 결과일 수 있다. 주된 학비마련이 장학금인 경우 고용률 결정
식과 달리 더 이상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표 2>에서 장학금의
부정적 효과가 선망직장 취업을 위한 준비의 증가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표 3> 선망직장 취업결정식 분석결과

100만 원 미만
부모의
소득
수준
(base=
1,000
만원
이상)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
400만～500만 원 미만
500만～1,000만 원 미만

2014년 졸업자 여부
100만 원 미만*2014년 졸업자
100만～200만 원 미만*2014년
졸업자

'(1)
coef/se
-0.3727***
(0.0292)
-0.1687***
(0.0229)
-0.0707***
(0.0241)
-0.1008***
(0.0224)
-0.0619***
(0.0238)
-0.0250
(0.0239)
-0.1870***
(0.0234)
0.3837***
(0.0361)
0.1449***
(0.0283)

'(2)
coef/se

-0.1178***
(0.0097)

'(3)
coef/se
-0.2498***
(0.0238)
-0.1106***
(0.0180)
-0.0344*
(0.0182)
-0.0522***
(0.0171)
-0.0285*
(0.0172)
-0.0074
(0.0171)
-0.0981***
(0.0080)

'(4)
coef/se
-0.2617***
(0.0231)
-0.1333***
(0.0176)
-0.0688***
(0.0184)
-0.0845***
(0.0170)
-0.0224
(0.0167)
-0.0086
(0.0161)
-0.1322***
(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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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200만～300만 원 미만*2014년
졸업자
300만～400만 원 미만*2014년
졸업자
400만～500만 원 미만*2014년
졸업자
500만～1,000만 원 미만*2014
년 졸업자
저소득 가구 여부
저소득 가구*2014년 졸업자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여부

100만 원 미만*정부지원 학자
금 대출
100만～200만 원 미만*정부지
원 학자금 대출
200만～300만 원 미만*정부지
원 학자금 대출
300만～400만 원 미만*정부지
원 학자금 대출
400만～500만 원 미만*정부지
원 학자금 대출
500만～1,000만 원 미만*정부지
원 학자금 대출
주된 학비마련 방법 : 학자금
융자
주된 학비마련 방법 : 학자금
융자*2014년 졸업자
주된 학비마련 방법 : 학자금
융자*저소득가구
주된 학비마련 방법 : 학자금 융
자*저소득가구*2014년 졸업자
주된 학비마련 방법 : 장학금
주된 학비마련 방법: 장학금*2014
년 졸업자

'(1)
coef/se
0.0471*
(0.0270)
0.0965***
(0.0254)
0.0711***
(0.0242)
0.0299
(0.0269)

'(2)
coef/se

'(3)
coef/se

-0.0856***
(0.0101)
0.0672***
(0.0132)

'(4)
coef/se

0.0600***
(0.0141)
-0.0275
(0.0554)
0.2255***
(0.0711)
0.0663
(0.0584)
-0.0224
(0.0578)
0.0136
(0.0591)
0.0174
(0.0568)
-0.0160
(0.0589)
-0.0692***
(0.0254)
0.0184
(0.0253)
0.0226
(0.0293)
-0.0017
(0.0330)
-0.0066
(0.0214)
-0.0200
(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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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1)
coef/se

'(2)
coef/se

주된 학비마련 방법 : 장학금*저
소득가구
주된 학비마련 방법 : 장학금*저
소득가구*2014년 졸업자

'(3)
coef/se

'(4)
coef/se
0.0102
(0.0243)
0.0243
(0.0287)
0.2291***
(0.0603)
26,577
218.0000
29.1637
0.0849
0.4973
0.1238
0.1722
0.4017
0.1552

0.2938***
0.2003***
0.1961***
(0.0610)
(0.0577)
(0.0595)
관측치수
26,577
26,577
26,577
그룹수
218.0000
218.0000
218.0000
F
22.5330
27.0587
23.4853
r2_within
0.0918
0.0721
0.0844
r2_between
0.5099
0.4812
0.4974
r2_overall
0.1301
0.1099
0.1227
sigma_u
0.1714
0.1747
0.1721
sigma_e
0.4001
0.4044
0.4017
rho
0.1550
0.1573
0.1550
주 : 1) *** p<0.01, ** p<0.05, * p<0.1.
2) 아버지의 학력, 전공계열, 고등학교계열, 졸업학점 등급, 군복무경험, 여성여부,
연령, 등록금 본인부담, 복수/부/연계전공 여부, 취업준비휴학경험, 아르바이트경
험, 해외어학연수경험, 직업훈련경험, 자격증 수, 시험준비경험, 결혼여부, 부모
와 동거여부, 가구원 수를 추가로 통제함.
상수항

정규직 취업, 로그월평균임금의 경우에도 선망직장 취업결정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경험과 아르바
이트 경험, 재학기간을 분석한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저소득층 가구의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인적자본투자 측면에서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구
체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7)
종합하면 취업결정식에서 정부의 청년층 지원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던 반면, 선망직장취업과 정규직 취업, 로그월평균임금 등의 취업의 질을 고려
한 분석에서는 정부정책의 효과가 일부 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청년층 지원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 재학기간 등의 분석
결과에서 대부분 정부정책의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7) 분석결과는 지면의 제한으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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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였을 때 정부의 학자금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가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실질적으로 커서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청년층 지원정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건성(robustness) 확인을 위하여 2005년 졸업자와 2014년 졸업
자 각각에 대하여 고용결정식의 (2)열과 (4)열을 다시 한 번 분석하여 확인하였
는데 그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8) 먼저 저소득가구 여부의 효과를 보면
<표 4> 강건성 확인
'(2)
2005년
졸업자
coef/se

2014년
졸업자
coef/se

100만 원 미만
부모의
소득
수준
(base=
1,000
만원
이상)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1,000만 원 미만

저소득가구 여부

-0.1512***
(0.0088)

'(4)
2005년
2014년
졸업자
졸업자
coef/se
coef/se
-0.6101*** 0.0027
(0.0282)
(0.0259)
-0.1888*** -0.0308
(0.0200)
(0.0226)
-0.1631*** -0.0168
(0.0196)
(0.0217)
-0.1179*** -0.0200
(0.0170)
(0.0222)
-0.0768*** -0.0144
(0.0183)
(0.0205)
-0.0247
-0.0190
(0.0169)
(0.0190)

0.0107
(0.0082)

주된 학비마련 방법 : 학자금
융자
주된 학비마련 방법 : 학자금
융자*저소득가구
주된 학비마련 방법 : 장학금
주된 학비마련 방법 : 장학금*
저소득가구

-0.0234
(0.0195)
-0.0182
(0.0257)
-0.0923***
(0.0187)
0.0203
(0.0196)

-0.1056***
(0.0296)
0.0446*
(0.0257)
-0.1239***
(0.0245)
0.0330
(0.0212)

주 : 1) *** p<0.01, ** p<0.05, * p<0.1.
2) 표에 제시되지 않은 설명변수와 통제변수는 <표 2> 및 <표 3>과 교차항을 제
외하고는 동일함.
8) <표 4>는 주요 대상변수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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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졸업자의 경우 15.1%포인트 취업률이 더 낮아졌으나 2014년 졸업자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사라졌다. (4)열의 분석결과를 보면 2005년 졸업자
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졸업자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주된 학비마련
방법이 학자금 융자이거나 장학금인 경우 고용 가능성을 낮추었으나 저소득가
구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감소하였다. 한편 2014년 졸업자는 학자금 융자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취업상승효과가 있었고 장학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 크기는 2005년 졸업자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났다.

Ⅴ. 결 론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은 2005년을 기점으로 정부보
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된 이래 여러 가지 형태로 정비되어 왔으며 그 지원
대상 또한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은 등록금과 소득분배 악화
는 저소득층 가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학비 및 생활비를 벌기위
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고, 또한 이를 위해 휴학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지원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최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시행과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으
나 저소득층의 아르바이트와 휴학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구 청년층의 학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간의 정부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5년 졸업자와 2014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와
대학생활 관련 변수들에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정책이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5년 이래 일련의 정부정책들은 취약계층 자녀들의 대학졸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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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취업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의 직접적인 효
과를 추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망직장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평균임금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소득가구 청년층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 가능성을 낮추고 재학기간을 단축시키는 효
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한 결과 또한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하거나 불분명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 자녀들의 고용성과 개선은 그 효과의 일부분은 저소득
층 가구 지원 복지정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나지만 취약계층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도 효과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효과가 고용의 질을 개선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었으며, 이는 경제
적 이유로 인한 휴학과 아르바이트가 여전해서 경제적 부담으로 충분한 인적자
본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정책
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정부 지원정책 효과의 대부분은
저소득가구에 편중되어 나타났으므로 지원대상을 현재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대상을 늘리기보다는 저소득층 가구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소득가구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다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GOMS 자료는 대학 졸업 후 1년 6개월에서
2년 후 시점까지의 노동시장 상황만을 보고할 뿐이어서 대졸자의 장기적인 노
동시장 성과를 추적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대부
분의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정착한 이후 시점에 추가적인 추적조사를 시행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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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for
Supporting the Disadvantaged College Students
Yang Jungseu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series of
government policies to reduce the burden of tuition fee and economic hardship
of disadvantaged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a series of government policies, since 2005, have made
effect on improving labor market outcomes of the disadvantaged graduate form
university, in that they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 for job. In case of evaluating
the direct effect of government-supported student loan and scholarship,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y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But the effects for the
employments of good job and regular job are less clear or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some cases.
We also evaluated whether the government polices decreased the rate of leaving
school for economic reason and working during schooling years and reduced the
schooling period or not, but the results were not clear. It implies that the
disadvantaged youth still have economic hardship in spite of government supporting
polices.
Keywords : human resource investment, student loan, scholarship, tuition, youth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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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배열 유형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신 영 민*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 배열(working time arrangements)
유형을 분류하고 그 결정요인과 이러한 배열 유형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동시간에 관련된 논의는 단순히 시간의 길이나
시간당 임금의 수준만이 아니라 이에 관한 관행과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7차 년도(2014년) 자료를 대상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한국 노동자의 노동
시간 배열은 휴가, 길이와 강도, 비사회적 노동시간, 유연성의 네 가지 요
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을 토대로 한 군집분석 결과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유형은 유연형, 장시간형, 야근형, 균형형의 네 가
지로 분류되었다. 비교적 노동시간의 길이와 임금수준이 적절하고 휴식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균형형 일자리는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며, 장시간형
의 경우 긴 노동시간, 야근형은 잦은 초과근로, 유연형은 일자리의 불안정
성과 같은 서로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균형형을 제외한 다른 유
형들이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결과는 노동시간의 단축만이 아니라 ‘좋은 노동시간’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핵심용어: 노동시간 배열, 노동시간 유형,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만족도, 좋은 노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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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의 노동시간 연구는 그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임금변화 등 경제
적인 관심사가 주를 이루었지만(백웅기․오완근, 2002; 정준구 외, 2009 등) 최
근 들어서는 삶과 여가의 질, 생활의 만족도, 가사노동의 분담(예를 들어 김진
욱․고은주, 2014; 유성용, 2008 등)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보다 개인의 생활에
밀접한 주제들도 연구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내의 노동시간 연구 경향은 장
시간 노동체제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의 영향을 다루거나 단축방안,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체제를 만드는 요인(대표적으로 어수봉, 2007; 배규식 외, 2011; 최
영기, 199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5 등)을 연구하는 등 주로 ‘시간의 길
이’만을 문제로 삼아왔다. 반드시 장시간 노동이 아니더라도 비자발적 시간제
의 현황과 문제(이호근, 2005), 유연성의 개선방안(배규식 외, 2012), 노동시간
의 미스매치(김준영․안준기, 2014) 등 국내에서 노동시간은 곧 시간 자체로만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
물론 노동시간과 관련된 연구가 시간을 문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의 길이에 주목하는 것뿐만
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관습과 제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
단․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간 한국의 노동시간 연구가 노동시간에 관련된 노동시간 제도와
일련의 유연성 배열(working time flexibility arrangements)을 개별적으로 연구
해 온 경향에 착안하여 노동시간과 이에 관련된 제도적 특징을 몇 가지의 공통
적인 요인으로 추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변수로 노동시간 배열의 유형을 분
류, 각 유형의 특성을 설명하여 개인 수준의 노동시간 유형을 종합적, 다면적으
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상이한 노동시간 배열 유형들이 어떠한 요인들
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동시간 유형의 차이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중 하나로 일자리 만족도를
선정하고, 노동시간 배열 유형의 차이가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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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에 관련된 연구가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복수의 제도와 관행을 포괄하여 다면적으로 연구될 필요성
을 제시하고 노동시간 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노동시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를 노동시간 레짐(working time regime)과 노동시간 유연성 배열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그간 주로 비교국가의 거시적 단위에서
연구되던 노동시간 레짐을 개인 단위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연구 방법과
자료를 살펴본 뒤, 연구과제들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Ⅱ. 미시적 단위의 노동시간 레짐과 노동유연화 배열

1. 노동시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준거
[그림 1] 노동시간의 정의와 종류

자료 : ILO(200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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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중에서 연간, 월간, 주간과 같이 특정
한 단위 시간당 노동활동에 이용되는 시간”으로 이해되지만,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시하는 노동시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양하게 측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시간을 “생산적 직업 활동에 연관되는 시간이며,
특정한 준거기간 동안 이러한 시간들이 배열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노동시
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ILO, 2008: 15). 일반적으로 노동
시간에 관련한 연구에서 측정되는 노동시간은 ‘실노동시간(Hour Actually
worked)’ 내지 ‘보통노동시간(Hours Usually worked)’ 혹은 ‘정상노동시간
(Normal Hours of work)’으로, 이는 계약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시간인 ‘계약노
동시간(Contractual Hours of work)’에서 연장근로를 더하고 결근을 제하거나
(실질노동시간), 계약노동시간에서 정기적 결근을 제외하고 측정하는 등(보통
노동시간) 유․무급 휴가와 결근을 제하거나 더함으로써 연구나 조사의 목적에
맞게 세분화된다. 또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초과근로(overtime work)나 휴일근
로(holiday work)만을 측정하여 비사회적 시간의 노동(hours unsocial worked)
으로 계산하기도 한다(노동시간의 다양한 측정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는 그림 1
참조).
이러한 노동시간 분류는 준거기간 내에 행해지는 노동에 관한 1차적인 분류
이며, 시간제 노동과 같이 특정한 제도적 유형의 노동시간에만 주목하여 연구
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미 네덜란드의 선택적 시간제는 국내의 노동시간 단축
을 위한 사례로서 많이 연구되었으며(김학노, 2004; 전병유, 2011), 비자발적
시간제의 일례로 한계적 시간제(marginal part-time) 노동 등에 대한 연구
(Hakim, 1997), 일본의 프리타(フリーター)에 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노동을 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휴가제도 및 이직에 대한 연구,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 여성, 고령자의 휴직이나 퇴직에 관한 연구 역시 광의의 노동시간 연구이
다.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최근 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대체로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나 노동시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단순히 장시간 노동이나 시간제
도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차별성, 노동시간의 불평등(백학영․구인회, 2010;
신영민․황규성, 2016 등)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주된 기준은 언제나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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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노동시간이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시간들을 종
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이
론적 논의는 ‘노동시간 레짐’과 ‘노동시간(유연성) 배열’일 것이다. 레짐(regime)
이나 배열(arrangements)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개념들은 노동
시간에 관련된 법률과 관행, 문화, 규범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관된 상황을 지칭
한다.
전자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구별되는 노동시간들이 상호유기적으로 구성
된 일련의 경향이나 이를 보조하는 노사관계, 복지제도, 정당입법 등 제도들의
연결”로 정의되듯(Figart and Mutari, 2000), 이는 주로 국가 단위의 노동시간
제도들이 형성된 원인과 그 특징, 고용위기 이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며 국가
간 비교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주로 노동시간 레짐의 차이를 구별하는 준거
는 유연화의 수준과 양성평등의 정도로, 대표적으로 Anxo et al.(2007), Fagan
(2004), Fagan and O’reilly(1998) 등의 연구는 유럽의 국가들을 비교 연구하면
서 양성 간 노동시장 참여율과 노동시간 길이가 유사하고 장시간 시간제․전일
제 중심인 북유럽형, 여성이 가족 형성기에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남유럽형, 여성이 육아 및 출산기에도 전일제로 일할 여건이 갖추어진 프랑스
의 변형된 부양자 모델, 가족형성기에 여성이 선택적 시간제로 활동하는 네덜
란드 및 독일 등의 1과 1/2부양자 모델 등을 구분하였다. Figart and Mutari
(2000)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노동시간의 유연화 수준과 경제적 역할, 업무
일정에서의 상대적 성 평등 정도에 따라서 남성부양자(male breadwinner) 레짐,
자유주의적 유연화(liberalization flexibility) 레짐, 연대주의적(solidaristic) 레짐,
고진로 유연화(high road of flexibility) 레짐 등으로 유럽 국가들의 노동시간 레
짐을 유형화하였으며, Schmid(1998), Schmid and Gazier(2002)의 연구는 생애
주기 관점에서 이행적 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의 개념을 통하여 유
럽 및 OECD 회원국의 노동시간 레짐 차이를 설명한다. 앞서의 정의와 비교의
준거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연구 경향들은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정책과 이를 유도하는 복지레짐, 생산레짐의 성격, 자본주의 다양
성 접근(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에서의 조정된 시장경제와 자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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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구분 등을 거시적 요인으로 분류한다.
한편으로 노동시간 유연화 배열에 관한 연구들은 이를 “휴가, 노동시간 연간
화(annualized hours), 초과시간 근무 규정, 단계적 퇴직 및 시간제 노동제도 등
일련의 노동시간 관련 제도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보고 각각의
제도가 노동자 지향적 유연성(employee oriented flexibility)과 고용주 지향적
(employer oriented)인 성격(Reilly, 2001; Rubery and Grimshaw, 2003), 혹은
노동자 중심성 대 기업 중심성(Garies and Korte, 2002)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
명한 뒤, 어떠한 배열들이 중심적으로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전반적인 유연화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휴가제도에 있어 출산휴가나 양육휴가의 지원은 노동자 중심적 유
연화이지만, 같은 휴가제도임에도 훈련 및 직업교육을 위한 휴가지원은 일정
부분 고용주 지향적 성격을 반영한다. 반대로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관대한 규정은 고용주 지향적 성격이 강하지만 일자리 전환 제도는 생산활
동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함에도 고용률을 높이려는 의도 역시 있기 때문에 다소
간 노동자 지향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또한 노동시간계정제(working time
accounts)는 가동률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 유연화와 노동자의 개인 노동시간
유연화를 모두 포함하므로 중립적인 성격의 제도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구
별에서도 알 수 있듯 유연화 배열의 차이는 주로 협상구조의 성격과 사회적 맥
락에 따라 달라지며, Anxo and O’reilly(2000)은 협상구조 차이에 따라 노동시
간 배열 체제를 국가주의적 노동시간 배열, 협상적 배열, 외생적으로 제약되는
배열 등으로 구별하였고, 교섭구조가 분산되고 하부단위에 치우칠수록 유연화
전략과 배열 역시 다양해지면서 유연성의 수준 역시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Hinrichs, Roche and Sirianni(1991)는 이러한 면에서 노동시간의 협상구조에
영향을 주는 노동과 자본의 권력관계를 강조한다.
유형화의 기준이나 분석 단위, 연구대상, 유형 형성의 원인 등에 대하여 양자
는 다소 간의 상이함을 보여주지만 노동시간의 다차원적인 성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이론적 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주로
국가 사례연구이거나 국가 간 비교연구라는 점에서 한 국가의 노동시간 성격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고, 경험적 증거가 거시적 자료에 대한 기술에 그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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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2. 연구과제의 제기
물론 이러한 연구방법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노동시간 레짐
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구별하려는 시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 Anttila et
al.(2015)는 노동시간 레짐을 구별하기 위하여 유연화를 시간적 유연화의 네 가
지 성격(기간(duration)-주당노동시간, 타이밍(timing)-노동시간의 규칙성과 비
사회적 시간의 근로, 강도(tempo)-노동시간 중의 업무 강도, 자율성(autonomy)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과 공간적 유연화(업무장소의 변동성)
로 구별한 뒤, EU 25개 국가 25,417명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하
여 5개의 집단으로 구별하였다. 이들은 비사회적 노동시간과 노동시간이 짧고
자율성, 업무강도, 공간적 유연성이 중간 수준인 중부유럽형, 비사회적 노동시
간과 노동시간 자체가 긴 동유럽A형, 중부유럽형보다 자율성과 공간유연성, 업
무강도가 더 강한 북유럽형, 비사회적 노동시간은 길지만 노동시간이 짧고 자
율성, 업무강도, 공간유연성 모두 약한 영국-남유럽형, 노동시간은 길되 업무강
도와 자율성, 공간유연성이 모두 낮은 동유럽B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군집이
여가시간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Anttila et al., 2015).
이와 유사하게 Gallie and Russell(2009)은 노동조건이 업무와 가사노동 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북유럽 국가의 노동시간 배열이 일종의 ‘노
르딕 효과(Nordic effect)’를 가져 이러한 노동시간 배열 하에서 업무-가사노동
갈등이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hung and Tijdens(2013)는 노
동시간 유연성의 축을 노동자 대 고용주, 전일제 대 시간제의 두 가지로 나누어
여러 유연성 전략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류한 뒤, 약 10가지의 노동시간 관
련 관행들(비사회적 노동시간과 일자리 전환, 초과근로, 각종 사유의 장기휴가,
시간제 노동으로의 자발적인 전환 가능성, 단계적 퇴직의 이용 가능성, 유연한
노동시간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요인분해 하여 노동자 중심적인 요인과 고용주
중심적인 요인의 두 가지로 압축하였다. 그들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서로 배치되어 영합적(zero-sum)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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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두 요인 간 선형회귀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노동자 중심성과 고용
주 중심성이 모두 낮은 남유럽형, 낮은 노동자 중심성과 높은 고용주 중심성의
중부유럽형,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높은 북유럽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 속에서도 생산성 향상이나 가동률 증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이다. 즉 노사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노동시간 조건 개선방안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개혁이나 북유럽의 노동시간 배열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비교연구 결과들은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관련 관행과 제도들을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비교 및 평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비록 한국의 노동시간 체제가 장시간 노동시간 체제로 규정되긴 하지만,
이러한 장시간 관행은 단지 경제구조나 산업화의 방식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
니고 장시간 노동관행이 유지되게끔 하는 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지속되는 것이
기 때문에(배규식 외, 2012), 한국의 노동시간 체제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이러
한 요인별 분류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우선은 노동시
간 체제를 구성하는 휴가제도나 초과근무제도, 유연시간제 등 다양한 제도들을
공통적인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잠재적인 요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시간 레짐/유연화 배열을 분류하고 유형화한 앞서의 실증연구들이
대체로는 횡단국가적(cross-sectional nations) 자료에 기초하여 국가적 차원의
성격을 규명하긴 하였지만, 국가수준의 변수를 통제한다면 일국 수준에서도 노
동시간 배열의 다양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숙련형성 레짐(skill
formation regime)이라는 국가 단위의 개념을 미시적 단위에 적용하여 한 나라
의 숙련형성 생태계(skill formation eco-system)를 규명하고, 일국 내의 다양한
숙련형성 수준과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고숙련 사회로의 진로에 함의를 제시한
Finegold(1999)의 연구와 같이 노동시간 (유연화의) 배열 역시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에 관련된 특성들을 몇 가
지 잠재요인으로 분류한 후 이러한 요인들을 토대로 개인의 노동시간 배열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시간 체제 제도들이 기존 국제연구와 같이 분류와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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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다고 보며, 노동시간 배열 유형이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와 같은
요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한다. 전자의 경우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점으로서 성별, 고용상 지위, 기업집단 간의 노동조건 차이, 산업적 구분 등이
주로 지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영향력을 분석하며 노동시간 배열 유형
에 영향을 받는 요인 중 하나로 일자리 만족도를 생각해 볼 수 있기에 배열 유
형이 영향을 미치는 사례의 하나로서 일자리 만족도를 분석한다.

Ⅲ. 분석자료와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노동시간 유연화의 배열을 유형화하고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
된 제도와 관행들을 포함한 조사자료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부합하
는 한국노동패널(KLIPS)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자료는 17차년도 자
료인 2014년이다. 분석에 활용한 위계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의 경우 다년간 자료를 군집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도별로 나누어
분류하는 경우 각 연도의 군집화 점수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관
되지 않게 군집화 되는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에 의한 오분
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2014년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분석방법
앞서 논의한 개인 수준의 노동시간 배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의 특성을 기
술,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 적합하다. 요인분석은 관측된 변수들의 공분산(covariance)을 토대
로 변수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여 변수의 수를 감소시켜
준다. 노동시간 배열에 관련된 변수들은 공분산을 토대로 묶일 수 있으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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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공유하는 특성을 통하여 해당 요인의 잠재적인 성격(latent characteristics)을
설명할 수 있다.
노동시간에 관련된 지표들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잠재적인 몇 가지 요인으로
구분한 후, 각 요인들을 위계적 군집 분석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군집분석은 복수의 개체를 몇 가지 변수의 속성에 따라 동질적인 부
분집합으로 묶어 분류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 배열에 대한 요
인들을 분류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노동시간 배열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집분석은 각 개인이 처한 노동조건을 요인의 속
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주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는 점에서 조사대상의 유형별 분포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
군집분석은 변수의 그룹 내 분산을 최소화하면서 그룹 간 분산을 최대화하는
개체 간 조합을 계산하여 모집단을 동질적인 복수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며
(Garson, 2009), 계층적 방법(hierarchical method)과 비계층적 방법(nonhierarchical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초기상태에서 n개의 개체가 각각 군
집이 되지만 첫 단계에서 가장 유사한 두 개의 개체를 묶어 1개 군집이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유사한 2개의 군집을 하나로 묶는 방식을 반복해가면
서 최종단계에서는 모든 개체가 하나의 군집이 된다. 이 과정에서 군집화계수
가 현격하게 증가하는 단계를 분류군집 수의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후자는 k
개의 군집 중심을 잡고 개체별로 가까운 군집중심을 찾아 개체끼리의 군집중심
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다(허명회, 2007: 4～14).
비계층적 방법의 경우 사전적으로 집단의 숫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특성치가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을 경우 상이한 집단이 동질적으로 오분류될 가능성도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방법을 통하여 군집을 분류한 뒤 복수의 군집
분류에서 집단 간 유형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군집 수를 최종적인 분석대
상으로 삼았다. 군집화의 방법으로는 Ward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군집 간 거
리는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거리의 정의로 삼았다. 이는 집단 간 모든 변수의
거리제곱합을 고려하여 집단을 결정하되, 거리제곱합을 최소로 하면서 집단별
빈도를 근사하게 만드는 방식이다(김동배․김주섭․박의경, 2003: 119).
군집화 된 집단 간 평균분석을 통하여 노동시간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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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며,
이러한 노동시간 유형이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순서형 로지
스틱 모형으로 분석한다.

3. 분석변수
1차적으로 요인분석에 포함한 노동시간에 관련된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변수들은 앞서 검토한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변수 중 노
동패널에서 이에 부합하거나 대응하는 변수들을 기초로 하였다. 기존 연구가
대체로 휴가 및 비사회적 노동시간과 관련된 특성들, 업무강도와 자율성, 근로
시간의 규칙성 등을 예측되는 요인으로 선정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노동패널에
서 부합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노동시간의 길이, 비사회적 노동시간의 특성으로서 초과근로와 휴일근로일
수, 업무강도로서 총 노동시간 동안에 느끼는 업무강도와 초과근로를 제외한
정상노동시간 중에 느끼는 노동강도,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노동시간에 대한
자율성에 관련된 변수로서 초과근로를 본인이 결정 가능한지 아니면 상급자
나 관행에 의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근무시간의 결정방법(계약 내지
협의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의/타의(상관의 지시 등)에 의하는
지 여부), 각종 휴가제도의 존재 여부, 근로시간이 규칙적인지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각 변수 중 이항변수인 근무시간 결정, 출퇴근시간 결정, 휴가제도를 제외
한 다른 변수는 척도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0〜1 범위로 조정하여 일관되
게 만들었으며, 조정된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장 우측 열에 표시되어
있다.
2014년 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13,169개의 관측치를 갖고 있으나 경제활동상
태 중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n=5,327)하였다. 분석변수
중 일부 결측값을 포함한 자료를 제외하고 유효한 관측치는 5,091개로 해당 관
측치를 대상으로 우선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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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인분석에 포함된 변수(n=5,091)
변수명

변수설명

.3436
(.1005)

월간 초과근로일수

연속(0-30)

.1168
(.2355)

월간 휴일근로일수

연속(0-4)

.2818
(.1495)

정상 노동시간 중 노동강도

업무강도

초과근로
결정
노동
시간
근무시간
자율
결정
성

5 점 척도
전체 노동시간 중 느끼는 (1-매우 약함～5-매우 강함)
노동강도

.5666
(.1583)
.5648
(.1523)

0=해당 없음(초과근로 없음)
초과근로의 시행이 누구에
1=상급자, 관행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
2=본인이 결정

.1861
(.3456)

근무시간이 계약 또는 협의
0= 유동적(자의 혹은 타의)
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지
1= 계약․협의에 의해 고정
여부

.1584
(.3652)

출퇴근시
출퇴근시간변경 가능 여부
간 결정

휴가제도

평균
(표준편차)

연속(0-120)

노동시간의 길이 주당평균노동시간
초과
비사 근로
회적
노동 휴일
근로

변수값

0= 불가능/1= 가능

연차, 유급휴가, 병가, 육아
휴직 각 제도가 직장에 있 0= 없음/1= 있음
음 유무

1= 규칙적/2= 불규칙․계절영
근로시간 불규칙 근로시간이 규칙적인지 여
향 없음/3= 불규칙․계절영향
성
부
있음

.1100
(.3130)
.4600
(.4990)
.5215
(.4996)
.4207
(.4937)
.3059
(.4608)
.0593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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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노동시간 배열에 관한 요인분석
열세 가지의 노동시간 제도를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전방법은
베리맥스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첫 분석에서 고유값(Eigenvalue)이 1을 넘는 요
인을 기준으로 절단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요인
의 경우 네 번째 요인과 설명되는 분산의 차이가 크지 않고, 출퇴근시간의 결정
이 독립된 요인으로 분류되어 요인에 수에 비하여 설명되는 변수의 수가 효율
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개의 요인으로 재분석하였다.
<표 2> 요인분석 결과 : 베리맥스 회전, 4요인의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노동시간 길이

-.171

-.562

-.115

-.406

초과근로

.194

.047

.889

-.131

휴일근로

.020

.137

.489

.111

연차휴가

.794

.011

.154

-.189

유급휴가

.831

-.011

.146

-.223

병가

.840

-.028

.078

-.092

육아휴직

.822

-.029

.071

.003

노동시간 불규칙성

-.140

.083

-.039

-.685

정상시간 업무강도

.029

.930

.143

.037

총 노동시간 업무강도

.022

.917

.162

.052

출퇴근시간 결정

-.017

-.109

-.016

-.355

초과근로 결정

.177

-.009

-.895

-.146

근무시간 결정

-.260

.068

-.033

.666

변수

주 :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설명된 분산은 63.54%. 굵은 이탤릭체는 가장 높은 요인 적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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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변수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s)를 통하여
노동시간에 관련된 제도들을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네 가지 휴가제도의 유무에 대한 변수들로, 요인 1은 ‘휴
가’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의 경우 노동시간의 길이와 노동시간 별 업
무강도가 높은 적재치를 보이므로 노동시간의 ‘길이와 강도’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노동시간 길이의 요인 적재치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업무강도가 강할수
록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은 짧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인 3은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련된 변수들로, ‘비사회적 노동시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요인
4의 경우 출퇴근시간의 결정과 근무시간의 결정방법,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는데 노동시간 및 출퇴근의 결정과 노동시간의 불규칙
성을 포함하는 점, 노동시간의 불규칙성과 출퇴근 시간의 결정이 음의 값을 가
져 세 변수 모두 규칙적인 경우에 상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동자가 노동시간
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보다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으로 설명하는 것
이 타당하다.
따라서 노동시간에 관하여 추출한 13개의 제도들은 ‘휴가’, ‘길이와 강도’,
‘비사회적 시간’, ‘유연성’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요
인별로 각 변수값들의 평균치를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평균을 다시금 표준화하
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요인 2에서 노동시간 길이의 요인 적재
치가 음의 값을 보이기 때문에 업무강도를 역순으로 재코딩하여 군집화 점수에
활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요인 3의 초과근로 결정, 요인 4의 근무시간 결정 역
시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이 일관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순으로 재코딩하
여 군집화 점수를 계산하는 데 활용하였다.

2. 노동시간 배열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요인별 변수의 합계값을 평균하여 표준화한 군집화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사례수가 5,091개이기 때문에 덴드로그램을 그릴 수는 없지만
군집화 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4개의 군집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며,
<표 4>는 군집이 2개에서 4개일 때 각 군집의 분포 변화와 군집별 군집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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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군집화 변수의 기술통계량(표준화 점수)
유연성
시간과 강도
비사회적 시간
휴가
유효수(목록별)

사례수
5,109
5,102
5,327
5,095
5,091

최소값
.00
.00
.00
.00

최대값
1.00
1.00
.97
1.00

평균
.1056
.4927
.1949
.4337

표준편차
.19544
.11525
.20289
.41197

<표 4> 노동시간 유형에 관한 군집의 분포와 군집화 점수: 계층적 군집 분석, 2~4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군집화
사례수 군집화 분산분석 군집 사례수 군집화 분산분석
분산분석2)
(%)
점수1) (유의도) 군집 (%)
점수 (유의도)
점수 (유의도)
179.503
2757.653
1838.213
.1111
1.5885
1.5885
(.000)
(.000)
(.000)
66.736
233.123
189.073
-.6805
-.6322
-.6322
(.000) 군집 870
(.000) 군집 870
(.000)
군집 3,730
1 (73.3%)
1 (17.1%)
1 (17.1%)
25083.256
12551.818
8367.709
-.5198
-.4946
-.4946
(.000)
(.000)
(.000)
863.761
835.115
3461.225
-.2305
-.9070
-.9070
(.000)
(.000)
(.000)
-.3061
-.3383
-.3310
.1883
.1030
-.1128
군집 1,361
군집 2,860
군집 1,099
2 (26.7%) 1.5368
2 (56.2%) -.5274
2 (21.6%) -.5358
.6300
-.0247
1.0748
-.3061
-.3429
.1883
.2377
군집 1,361
군집 1,761
3 (26.7%) 1.5368
3 (34.6%) -.5222
.6300
-.7109
-.3061
.1883
군집 1,361
4 (26.7%) 1.5368
.6300
주: 1) 군집화 점수는 각각 유연성, 시간과 강도, 비사회적 시간, 휴가의 순이며, 막대도표에서도 동일함.
2) 집단 간 평균의 차이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F값. 괄호 안은 유의수준).
3) 그림에서 각 군집의 요소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유연성, 시간과 강도, 비사회적 근로시간, 휴가임.
군집 사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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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특성이다. 단계별 군집들의 사례 수와 군집화 점수를 살펴보면 2군집 단
계에서의 군집 2가 3군집 및 4군집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2군집 단계의 군
집1이 3군집 단계에서 군집 1과 군집 2로 분리된다. 또한 3군집 단계의 군집
1과 군집 3이 유지된 상태로 군집 2가 4군집 단계에서 군집 2와 군집 3으로
분리된다. 4군집 단계에서 군집 2와 3은 유연성 및 비사회적 노동시간 모두 다
른 군집에 비하여 낮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시간과 강도, 휴가 변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두 집단이 구별될 필요가 있기에 아래에서는
4군집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군집 간 차이를 만드는 요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비사회적 시간의 노동과 휴가, 유연성 간의 군집 간 차이가 크며 상대
적으로 노동시간의 길이와 업무강도는 차이가 적다.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장
시간 노동 경향을 반영하며, 그간 주당 노동시간의 길이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특성을 분류해오던 기존 연구와 달리 시간길이 외적 요소에 집중할
때 보다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는 노동시간과 강도를 제외한 세 가지 군집화 점수로 구성된 3차원
산점도이며, 이는 군집 간에 구별되는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두
[그림 2] 노동시간 군집별 군집화 점수(시간의 길이와 강도 제외) : 3차원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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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지는 특징은 군집 1(•)로,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다른 세 군집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다. 이는 해당 군집의 일자리 특성이 유연성으로, 출퇴근 시간이 유
동적이거나 근로시간 자체의 규칙성이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군
집 2(◼)는 유연성이 군집 3, 4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지만 비사회적 노동의
점수가 낮고 휴가 점수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노동시간의 차이를 사장한다
면 낮은 유연성-적은 비사회적 근로시간-높은 휴가수준이 군집 2의 특징이다.
군집 3()은 낮은 유연성-적은 비사회적 노동-낮은 휴가수준으로, 야근이나 휴
일근로의 수준이 덜하지만 휴가제도 역시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집단일 가능성
이 높다. 군집 4(▴)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크게 높은 비사회적 노동시간
이 특징이다. 이는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특징으로 하며, 대신에 군집 3과는
다르게 휴가제도의 정비수준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표준화 점수가 아닌 각 군집별 원점수 중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
을 집단별로 정리한 것이며, 동시에 각 군집의 평균적인 주당노동시간, 월임금
(자연대수를 포함) 및 평균연령, 남성 및 정규직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군집
화 점수의 경향과 유사하게 전체의 17.1%를 차지하는 군집 1은 근로시간의 높
은 유연성, 혹은 불규칙성이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유연성은 앞서 검토한 유연
화 배열 논의 중 고용주 지향적 성격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노동자 지향적
혹은 중립적 유연화 전략에서 제시하는 독일의 노동시간 계정제도(working
time accounts)나 연간 노동시간제(annualized hours), 네덜란드의 선택적 시간
제는 주당 노동시간이 짧지만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하는 동시에 임금이나
처우에 있어서 큰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김학노, 2004). 그러나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유형 분류에서 군집 1은 유연성(불규칙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동시에 현저하게 낮은 월임금과 비교적 낮은 시간당 임금, 휴식에 대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한계적 시간제(marginal part-time,
Hakim, 1997)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노동시간 체제가 유
연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아니며,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비자발적
이라는 기존 연구의 견해들(이호근, 2005)을 보아도 타당하다. 즉 군집 1은 시
간, 임금, 휴식, 유연성에 있어서 단시간-저임금-무휴식-불안정한 유연성을 특
징으로 하는 유연화된(불규칙한) 일자리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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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군집별 군집화 원점수와 주요 특성
군집 1
(870,
17.1%)

군집 2
(1,099,
21.6%)

군집 3
(1,761,
34.6%)

군집 4
(1,361,
26.7%)

전체
(5,091)

주당노동시간

37.3276
(14.1657)

42.0205
(6.7514)

46.7314
(13.7374)

42.2256
(6.3363)

42.9029
(11.4345)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152.1048
(97.1113)

288.3965
(161.7813)

189.0900
(146.9337)

312.3726
(157.9843)

237.1904
(159.7074)

월평균 임금
(자연대수)

4.8051
(.7155)

5.5258
(.5336)

5.0895
(.5526)

5.6335
(.4735)

5.2806
(.6478)

월평균
초과 근로일수

.0617
(.6985)

.0057
(.1365)

.0085
(.2315)

13.3212
(7.7211)

3.5759
(7.120)

월평균
휴일 근로일수

1.10
(.428)

1.03
(.191)

1.06
(.300)

1.50
(.878)

1.18
(.561)

정상 노동시간
중 업무강도

3.10
(.636)

2.79
(.522)

2.63
(.629)

2.59
(.621)

2.73
(.633)

연차

7.0
(.252)

87.0
(.333)

19.0
(.389)

75.0
(.436)

46
(.499)

유급

10.11
(.3017)

99.00
(.0996)

23.96
(.4270)

81.41
(.3892)

53.15
(.4991)

병가

5.17
(.2216)

93.18
(.2522)

10.62
(.3082)

68.11
(.4662)

42.88
(.4950)

육아

1.95
(.1385)

71.06
(.4537)

3.18
(.1755)

53.20
(.4992)

31.00
(.4625)

출퇴근 조정

.38
(.485)

.08
(.267)

.02
(.142)

.08
(.270)

.11
(.312)

근로시간
불규칙성

.2644
(.4413)

.0027
(.0522)

.0239
(.1526)

.0037
(.0605)

.0550
(.2280)

근로시간의
결정방법

.3943
(.4890)

.9572
(.2024)

.9284
(.2578)

.9456
(.2268)

.8480
(.3591)

49.070
(12.6649)

41.4732
(10.1884)

45.6576
(12.8457)

40.3902
(9.4293)

43.9293
(11.8656)

남성 비중(%)

52.30
(.4998)

58.78
(.4925)

52.19
(.4997)

73.62
(.4408)

59.36
(.4912)

정규직 비중(%)

38.39
(.4866)

90.72
(.2903)

63.54
(.4814)

93.17
(.2524)

73.03
(.4438)

휴가
(%)

평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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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전체의 34.6%를 차지하는 군집 3 역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
준과 휴가제도의 미비라는 점에서 군집 1과 공통점이 있지만 장시간 노동과 낮
은 유연화라는 측면에서 군집 1과 구별된다. 군집 3은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일수가 군집 4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다른 군집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주당
46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각종 휴식의 보장 역시
도 군집 2와 4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군집 3은 장시간-저임금무휴식-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장시간 일자리로 규정할 수 있다.
각각 21.6%와 26.7%를 차지하는 군집 2와 4는 주당 42시간 내외의 상대적
으로 표준적인 노동시간과 휴가의 보장 수준이 높다는 점, 안정된 임금 등에서
유사하지만 비사회적 노동시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사실상 군집 4를 규
정하는 특징은 월평균 13일과 1.5일에 달하는 잦은 초과근로와 휴일근무로, 이
는 군집분석의 초기 단계부터 다른 군집과 해당 군집을 규정하는 특징이었다.
따라서 표준시간-고임금-휴식-경직성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지만 비사회적 노
동시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하에서는 각 군집의 특징을 기초로 군집 1을 유연형,
군집 2를 균형형, 군집 3을 장시간형, 군집 4를 야근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유연형과 장시간형은 휴식과 노동시간에서 상대적으로 주변화 된 열약한 일자
리이고, 이 두 일자리는 전체의 51.7%를 차지한다. 초기 군집단계부터 구별되
는 야근형은 임금은 부족하지 않으나 대신 잦은 초과근무를 통하여 임금을 벌
충하는 한국 노동시간 체제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의 일
자리 만족도가 높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균형형이 상대적으로 적절한
노동시간과 보수, 휴식의 보장 등을 고루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전체
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네 가지 유형이 전반적으로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 정의한 유연성 역시 유럽의 유연화 전략과는 다르기에 전반
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한 노동시간체제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군집별로 연령, 성별, 정규직 여부의 편향이 관찰
된다는 것이다. 유연형과 장시간 유형은 고령층,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다. 이는 노동시간 배열 유형의 분포가 일종의 차별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제기한다. 물론 산업이나 직업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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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러한 유형이 결정될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어떠한 요
인에 의하여 각 노동시간 배열 유형이 결정되는지, 또한 이러한 노동시간 배열
유형은 일자리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3. 개인 및 일자리의 특성이 노동시간 배열 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간의 유형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앞서 분석에 포함하였던 변수들에 더하여 산업과 직업, 연령, 성별, 정규직
여부, 기업 규모 등을 분석변수로 포함하였으며, 분석변수의 특징과 기술통계
량은 <표 6>과 같다.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9차 산업 중분류 중 제조업과 농림
어업을 기준으로 건설․도소매․유통․숙박․음식점업, 교육․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출판․방송․금융․보험․부동산․사업지원․행정서비스업별로 구
분하였다. 기업 규모의 경우 30인 이하의 소규모, 3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중규
모,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의 경우 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관리직 및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항변수를 포함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및 4년제 대학 재
학 혹은 중퇴,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서 연령을 포함하였
으며,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60세를 전후로 감소하는 역U자형을 보이
기 때문에(배규식 외, 2012) 연령제곱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성별, 정규직 여부,
배우자 유무가 이항변수로, 주당노동시간과 자연대수값을 취한 월 임금 역시
모형에 포함되었다.
군집별 노동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수준이
양호하며 휴식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의 규칙성이 있는 균형형과 야근형이 유연
형과 장시간형에 비하여 남성, 정규직,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유형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많이 분포하는 동시에 직군에서
도 관리직이나 전문직, 사무직의 비중 역시 높다. 이러한 점은 노동시간 배열의
유형이 곧 일자리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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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집단별 선행요인의 차이(기술통계량)
n=4,160
주당 노동시간
월임금
(자연대수)
연령
성별

학력
배우
자
정규
직

산업

직업3)

기업
규모
주 : 1)
2)
3)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유의도
F/X22)
(sig.)
(유연)
(균형) (장시간) (야근)
37.3276 42.0205 46.7314 42.2256
150.750
.000
(14.1657) (6.7514) (13.7374) (6.3363)
4.8051
5.5258
5.0895
5.6335
525.085
.000
(.7154)
(.5336)
(.5526) (.4735)
49.0701 41.4732 45.6576 40.3902
8.687
.000
(12.6648) (10.1884) (12.8457) (9.4293)
52.3
58.8
52.2
73.6
170.461
.000
47.7
41.2
47.8
26.4
28.9
5.7
19.0
6.3
36.8
26.8
39.9
24.5
613.476
.000
17.5
24.6
22.0
27.0
16.9
42.9
19.1
42.2
32.4
24.3
32.8
25.9
35.375
.000
67.6
75.7
67.2
74.1
38.4
90.7
63.5
93.2
1065.260
.000
61.6
9.3
36.5
6.8

남성
여성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대재
대졸 이상
있음
없음
정규직
비정규직
제조업, 농업, 어
22.4
27.9
23.9
15.1
업, 임업, 광업
건설, 기반시설,
도소매, 운송 ,
48.5
24.9
39.4
17.6
숙박음식점
511.756
.000
출판, 방송, 연구,
금융, 보험, 부동산,
14.3
24.7
18.6
25.9
사업지원, 행정
교육 , 보건 , 사
14.8
22.5
18.2
41.3
회복지
관리/전문직
15.0
32.9
19.5
29.5
사무직
8.7
29.8
12.7
26.6
.000
서비스직
13.2
6.2
11.6
4.3 919.423
단순노무직
24.9
6.8
20.6
4.7
기타
38.2
24.3
35.6
34.9
30명 미만
81.1
27.6
68.7
28.0
30～100명
.000
10.7
21.9
15.3
21.1 948.152
100명 이상
8.2
50.5
16.0
50.9
명목변수의 경우 각 열(row)의 백분율이며, 연속변수의 경우는 평균과 표준편차임.
명복변수의 경우는 카이제곱 검정결과이며 연속변수는 분산분석의 결과임.
기타 직업군은 다음과 같음 : 판매 및 영업직, 농림어업 및 숙련직, 기능원 및
기능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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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노동시간 배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주당노동시간과 임금은 앞서 논의한 유형별 변수의 수준
차이가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일자
리라 여겨지는 균형형과 유연형, 장시간형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정규직
여부, 사무직 여부, 기업 규모였다. 정규직일수록 균형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수
준 0.1% 이내에서 강하게 높았으며, 사무직일수록, 근무하는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균형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만 임금과 노동시간이 비슷한 균형형
과 야근형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주로 산업적 차이인 것으로 나타나
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이나 기반시설산업이 균형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
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장시간 노동 경향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7> 노동시간 배열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
기준범주
비교범주

균형형

야근형

장시간형

주당
노동시간

-.025***
(.007)

.032***
(.006)

임금
(자연대수)

-1.260*** -1.059*** .246+
(.160)
(.131)
(.126)

-1.506*** -1.305*** -.201
(.161)
(.132)
(.124)

연령

.074+
(.042)

-.018
(.035)

.033
(.039)

.041
(.043)

-.051
(.035)

.092**
(.032)

연령
제곱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1*
(.000)

-.001*
(.000)

남성

.500**
(.153)

.148
(.122)

.378**
(.122)

.122
(.153)

-.230+
(.121)

.352**
(.127)

-.142
(.280)

-.060
(.240)

.479+
(.258)

-.621**
(.269)

-.539*
(.227)

-.082
(.211)

.015
(.145)

-.159
(.142)

-.118
(.186)

.175
(.143)

-.293+
(.165)

-.024
(.135)

-.131
(.125)

-.135
(.180)

.107
(.132)

-.242
(.166)

-.168
(.125)

-.150
(.127)

-.152
(.148)

-.018
(.120)

-.134
(.121)

.033
(.183)

-1.297*** -.807***
(.168)
(.150)

고졸 이하

학력
-.278
(대졸 고졸
(.188)
이상)
전문대졸 및 -.266
(.182)
대재
배우자 있음

-.302*
(.152)

정규직

-1.330*** -.841***
(.170)
(.152)

야근형

-.008
(.007)

유연형

-.018*
(.007)

장시간형

장시간형

유연형

.040***
(.006)

유연형

-.058***
(.005)

-.49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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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계속
기준범주
비교범주
교육, 보건, 사
회복지
건설, 도소매,
산업 유통, 숙박, 음
(제조 식점
출판, 방송, 금
업)
융, 보험, 부동
산, 사업지원,
행정
관리, 전문직
사무직
직업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기업
규모

소규모
(30 인 이하)
중규모
(30 ～100 인)
상수항

균형형

야근형

장시간형

유연형
-.141
(.208)

장시간형
야근형
-.121
-.779***
(.158)
(.152)

유연형
.638**
(.206)

장시간형
유연형
.657*** -.019
(.155)
(.181)

.440*
(.179)

.125
(.138)

-.710***
(.131)

1.151***
(.171)

.835***
(.130)

.316*
(.154)

.120
(.216)

.142
(.160)

-.314*
(.139)

.433*
(.209)

.456**
(.150)

-.023
(.193)

-.340
(.228)
-.824***
(.221)
.186
(.209)
-.441+
(.234)
2.359***
(.179)
.772***
(.217)
2.291+
(1.281)

-.296+
(.173)
-.638***
(.161)
-.028
(.173)
-.297
(.140)
1.573***
(.120)
.599***
(.137)
2.727**
(1.062)

-.564***
.224
(.158)
(.219)
-.665*** -.159
(.146)
(.214)
-.992*** 1.178***
(.199)
(.220)
-.434+
-.006
(.226)
(.228)
.304*
2.056***
(.120)
(.178)
.040
.732**
(.123)
(.217)
-2.812*
5.103***
(1.117)
(1.281)
4,160
8,806(57)(.000)

.268+
(.162)
.027
(.152)
.964***
(.186)
.137
(.195)
1.269***
(.117)
.559***
(.135)
5.539***
(1.060)

-.045
(.202)
-.187
(.201)
.214
(.165)
-.144
(.394)
.787***
(.170)
.173
(.213)
-.436
(.982)

Number of obs
Wald Chi2(df)(p)
Cox and Snell
.4300
Pseudo R 2
Log
11,140
pseudo-likelihood
주 : 1) 각 셀의 첫 행은 계수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유의확률의 경우 ***<.001 **<.01 *<.05 +<.1.

이러한 산업적 차이는 야근형과 유연형, 장시간형을 비교한 경우(4, 5번째
열)에서도 나타나는데,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나 기반시설산업은 유연형이
나 장시간형에 처해 있을 확률이 높았다. 이는 제조업의 주요 노동시간 문제가
잦은 초과근무와 휴일근로인 데 반하여, 비제조업의 주요 노동시간 문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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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단시간 노동과 저임금 내지 초장시간 노동이나 휴식권의 미비한 보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며, 산업의 대분류에 따라 노동시간 문제에 차별
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사무직일수록 균형형일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직일수록 야근형에 속할
확률이 낮다는 분석결과는 노동시간 배열의 유형이 일반적인 ‘일자리의 질’ 문
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무직이나, 상대적으로 유의성의 수준
은 낮은 편이지만 관리직/전문직일수록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서비스직의 경우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휴식권이 제
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노동시간 안정성이 부족한 일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열약한 노동시간 조건에 처해 있다고 보이는 두 유형인
장시간형과 유연형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산업이나 직군이 아닌 연령, 성
별과 정규직 여부, 기업규모였다. 연령이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연령제곱항이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연령이 많을수록 유연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지
만 그 확률이 점차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일 경우 유연형에 속할 확률
이 높으며 균형형에 속할 확률은 낮지만 균형형과 장시간형 간의 구별에는 유
의하지 않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약한 두 유형 간의 비교에서도 정규직 여부
와 기업 규모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노동시간 배열 유형을 구별하는
가장 강한 요인이 산업이나 직군보다 고용상의 지위와 근무기업의 규모라는 점
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조건 개선에 대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지위에
따른 차별이나 기업 집단 간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시간 배열 유형의 차이가 개인의 일자리 만족도에도 영
향을 주는가? <표 8>은 각각의 노동시간 배열 유형이 일자리에 미치는 만족도
를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5점 척도)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다른 통제변수
들은 대체로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여, 노동시간이 길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감소하고 임금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준다(문영만,
2014).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자리 만족도는 낮아지지만 한계적으로 감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학력이 높을수록,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체에
근무할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낮되 30인 이상 사업체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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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다. 정규직일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동시에 관리직, 사무직, 서비
스직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다.
<표 8> 일자리 만족도에 노동시간 배열 유형이 미치는 영향
일자리 만족도(5점 척도)

종속변수

cutpoint 1
cutpoint 2
cutpoint 3
cutpoint 4
유연형
노동
시간
배열
유형

-7.006***
(.745)
-2.950***
(.558)
.886
(.554)
5.905***
(.591)
.137
(.097)

-6.731***
(.824)
-2.436***
(.594)
1.413*
(.591)
6.493***
(.630)

-6.623***
(.830)
-2.327***
(.602)
1.520*
(.599)
6.597***
(.638)

-.223**
(.073)

장시간형

-.158*
(.079)

야근형
균형형

주당노동시간
임금(자연대수)
연령
연령제곱
남성
고졸 이하
학력
(대졸
이상)

정규직

고졸
전문대졸 및
대재

-7.112***
(.827)
-2.817***
(.597)
1.035+
(.594)
6.122***
(.633)

-.021***
(.003)
.900***
(.081)
-.105***
(.018)
.001***
(.000)
-.497***
(.080)
-.480**
(.144)
-.276**
(.098)
-.274**
(.091)
.434***
(.090)

-.018***
(.003)
.900***
(.084)
-.101***
(.020)
.001***
(.000)
-.510***
(.080)
-.488**
(.149)
-.264**
(.099)
-.254**
(.092)
.399***
(.091)

-.022***
(.003)
.947***
(.085)
-.099***
(.020)
.001***
(.000)
-.491***
(.080)
-.460**
(.149)
-.272**
(.099)
-.257**
(.092)
.422***
(.091)

.343***
(.082)
-.021***
(.003)
.904***
(.084)
-.100***
(.020)
.001***
(.000)
-.483***
(.080)
-.470**
(.149)
-.273**
(.099)
-.262**
(.092)
.380***
(.091)

160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1호

<표 8>의 계속
일자리 만족도(5점 척도)

종속변수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직업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소규모
(30인 이하)
중규모
(30～100인)
Number of obs

기업
규모

Wald Chi2(df)(p)

.731***
(.105)
.614***
(.104)
.296**
(.106)
-.184
(.122)
-.263**
(.081)
-.164+
(.095)
733.636(16)
(.000)

Cox and Snell
.1540
Pseudo R2
Log
6862.743
pseudo-likelihood
주 :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001 **<.01 *<.05 +<.1.

.736***
(.106)
.604***
(.105)
.317**
(.108)
-.180
(.125)
-.180*
(.083)
-.123
(.097)

.715***
(.106)
.594***
(.105)
.281**
(.108)
-.197
(.125)
-.246**
(.082)
-.154
(.097)

4,248
714.764(16) 712.483(16)
(.000)
(.000)

.701***
(.106)
.567***
(.106)
.289**
(.108)
-.205
(.126)
-.165*
(.083)
-.131
(.097)
726.227(16)
(.000)

.1550

.1540

.1570

6609.525

6634.110

6606.738

연구의 관심인 노동시간 배열 유형을 살펴보면 균형형에 속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장시간형과 야근형은 일
자리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연형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계수를 통하여 일자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야근형, 장시간형, 균형형
의 승산비(odds ratio)를 계산해보면, 일자리 배열 유형이 장시간형일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하여 일자리 만족도의 승산이 0.8배 감소하고 야근형일 경우 0.85배
감소하는 반면, 균형형인 경우 약 1.41배 증가한다.
<표 9>는 다른 설명변수가 평균적이라 할 때 각 노동시간 배열 유형이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각 일자리 만족도 점수에 속할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이
다. 앞서의 순서형 로지스틱 추정결과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유연형을 제외하고
균형형 및 장시간형, 야근형의 각 선택범주별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위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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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노동시간 배열 유형별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한계효과

균형형

Prob(y=1)
매우 낮음
-.0001511

Prob(y=2)
낮음
-.0102564

Prob(y=3)
보통
-.0716518

Prob(y=4)
높음
.080664

Prob(y=5)
매우 높음
.0013953

장시간형

.0001119

.0075276

.0441515

-.0509906

-.0008004

야근형

.0000795

.0053504

.0311575

-.0360232

-.0005641

유연형

-.0000821

-.00435

-.0279591

.0318308

.0005603

석과 마찬가지로 균형형의 경우 높음 내지 매우 높음에 속할 확률이 균형형이
아닐 때보다 높고, 매우 낮음에서 보통 사이일 확률은 균형형이 아닐 때보다
낮은 반면 장시간형 및 야근형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에서 보통 사이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 배열의 요소 중 하나인 노동시간의 길이를 통제하였음에도 노동시
간 배열 유형 간 일자리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노동시간
외에도 노동시간에 관련된 요소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노동시간 배열이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생활 만족도나 일-여가의 균
형과 같은 다른 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균형형을 제외한
다른 노동시간 배열 유형이 업무만족도를 낮추거나 의미가 없다는 점은, 전체
노동자의 20% 정도만이 현재의 노동시간 관련 조건하에서 일자리에 만족을 느
낄 뿐 80%가량은 현재의 노동시간 조건이 일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그간 주당노동시간의 길이와 휴가제도, 초과근로 등 노동시간체제
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개별적으로 분석 및 평가되어 오던 것을 보완하여 노동
시간 관련 배열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노동시간에 관련
된 요소들을 유연성, 시간과 강도, 비사회적 노동시간, 휴가의 네 가지 요인들
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요인들을 기준으로 개인 단위에서 노동시간 배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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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구분하였다. 유형화의 결과 적절한 임금과 노동시간, 휴식이 보장되는 노
동시간 배열 유형은 20% 정도에 국한되며 그 외의 일자리는 일자리의 불안정
성이 높거나, 일하는 시간에 비하여 보상과 휴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임금을 벌
충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동시간과 임
금, 휴식권에 있어서 열약한 유연형과 장시간형이 전체 노동시간 배열 유형의
51.7%를 차지하는 동시에, 시간과 임금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잦은 초과
근로와 휴일근무로 여가와 생활의 균형을 찾기에는 부족한 야근형 일자리 역시
도 전체의 4분의 1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군집분석 결과는 왜 ‘저녁이 있는
삶’이 사회적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반증한다.
또한 노동시간 배열 유형의 결정에 있어 고용상의 지위, 사업의 규모, 직군
구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다항로짓 분석
결과는 노동시간 배열을 개선함에 있어 지위상의 차별과 기업집단 간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장시간 노동과 초과근로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처
하는 데 산업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노동시간 특례
제도는 대체로 산업적 차이와 업종의 필요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때문에 산업
의 유의성은 이러한 특례제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비단 이는
개인의 휴식권이나 여가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절한 정책적 처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노동시간 배열의 유형화는 한국의 노동시간 체제를 일국
적 차원에서도 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유럽 및 OECD의 경제선진국, 혹은 동아시아
와 같이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노동시간 레짐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비교하고 앞으로 노동시간 배열의 어떠한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지를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하여야 할 점은 분석대상이 취업한
임금노동자에 국한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노동시간 배열 유형은
유연형이나 장시간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이들까지 고려한다면 노동시간 배열
유형의 분포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과 여가의 균형, 삶과 일자리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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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느끼는 분포와는 더 거리가 멀 것이다.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
조건이 임금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김도균․김태일․안종
순․이주하․최영준, 2017)을 고려해보면 이들을 포함하여 노동시간 배열 유
형을 측정할 경우 노동시간 배열의 군집은 ‘좋은 노동시간’이라는 관점에서는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 연구는 노동시간 배열 유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해외사
례에서 분석에 사용된 휴가제도, 노동시간 길이 및 업무강도, 노동시간 규칙성,
초과근로 등만을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노동시간 배열 유
형을 결정하는 요소 중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교대제 근무나 현시주의 문화,
직장의 위계적 문화 등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발생시키는 유연화 전략은
다양하다. 본 연구는 노동시간 배열 유형을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여러 요소 중 일부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을 뿐이며, 차후에는 한국 노동시간 레짐의 장시간 특성을 유
발하는 요소들을 더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다채로운 분석이 시도되어야 한다.
한국은 반세기 넘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 국가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는 언제나 장시간 노동의 단축이었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은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제는 단순히 시간의 단축 외에도 노동에서 만족을 찾고 일과 생
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전제조건으로서 ‘좋은 노동시간’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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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Working-time Arrangements Types of Korean
Worker and its Determinants
Shin Youngmin
This study categorizes working time arrangements of korean worker in individual
level, analyses its determinants and explains its effect to satisfaction of the jobs.
Policies on working time should be discussed by evaluating norms and institutions
concerning it, not merely its duration or wage level.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KLIPS 17th year data, WTA of korean worker could be categorized four types
by four factors : vacation, duration and intensity, unsocial working time and
flexibility. The outcome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shows WTA of korean
worker can categorized as flexible-type, long time working, night-work and
balance-type. Balance-type, which duration of working time, wage level, rest and
stability are moderate relatively, is only 20% of the total and the majority of jobs
have different problems, respectively. Also, other types except balance-type can’t
affect to satisfaction of the job or affect negatively. It shows the need for diverse
efforts not only to shorten working times but also to create decent working time.
Keywords : working time arrangement, working time type, working time reduction,
satisfaction of jobs, decent working time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 요령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 요령
1. 원고투고 요령

1) 『노동정책연구』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께서는 350 자 이내의 국문초록, 영
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5 개 이하의 핵심용어를 포함하여 25 페이지(논문양식
참조) 이내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마감일까지 논문을 아래의 ‘원고작성
요령’ 에서 제시하는 체제로 통일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시 투고신청서와 원고(
글파일)를 함께 제출한다. 논문투고 및 투고신청서 다운로드는 [본원 홈페이지
(www.kil.re.kr)－참여광장－노동정책연구 원고모집]에서 가능하다.
2) 『노동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에 대한 논평(comment)과 답변(reply)도 아래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제출한다.
3)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일
학술지의 발간 횟수는 연 4 회로 하며, 매년 3 월 30 일, 6 월 30 일, 9 월 30 일, 12 월
30 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투고 시기
학술지의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접수는 항시 한다.
5) 제출된 논문은『노동정책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
를 결정한다.
6) 제출 :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본원 홈페이지(www.kil.re.kr)－참여광장－노동정책
연구 원고모집－논문투고]
2. 원고작성 요령

1) 국문 논문은 국한문을 혼용한다.
2) 편집순은 章은 I, II, III, 節은 1, 2, 3, 項은 가, 나, 다 순으로 표기하고, 그 이하
는 1), 2), 3)으로 표기한다.
3) 인용 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
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는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 참고문헌’
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5) 표와 그림의 경우는 장, 절, 항 구분 없이 < 표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하며 세
분화하지 않는다.
6) 논문 첫머리의 저자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공동
연구인 경우 주연구자(제1 저자)를 먼저 표기해야 하며, 책임연구자⋅공동연구자
의 소속과 지위 및 e-mail 주소가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169

170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1호

7) 논문 양식 (아래글)
편집 용지
용지종류
위쪽여백
아래쪽여백
왼쪽여백
오른쪽여백
머리말
꼬리말

글자 모양

A4
49
49
44
44
9.5
0

글자 크기
글꼴
장평
자간

10.8
신명조
100
-10

문단 모양
정렬방식

혼합

들여쓰기

10
170

줄간격

* 표는 ｢선그리기｣가 아닌 필히 ｢표편집｣으로 작성
(글자 크기: 10, 줄간격; 135)
8) 영어 논문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준한다.
9) 이상의 원고작성 요령과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3.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중 국문 및 동양문헌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꺾쇠(｢ ｣)
로 표기하고,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이중꺾
쇠( )로 표기한다. 영문의 경우, 논문명은 큰따옴표(“ ”)로 표기하고, 책명이나
저널지는 이탤릭체 로 표기한다.
2) 저자명에 있어 국문은 가나다순, 영문은 알파벳순으로 배치하고, 동일 저자의 여
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되,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a, b, c 로 구분한다.
3) 국문 및 동양 문헌
정기간행물 : 필자( 발행연도). ｢논문명｣. 서명 권( 집) 호 : 페이지 순으로 표기
단행본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4) 영문 문헌
정기간행물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volume(number) : 페이지
순으로 표기
단행본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5) 신문기사는 신문명, 기사명, 발행연월일,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6) 아래 예의 각 경우를 참고하여, 순서, period, comma, colon 등의 기호, space, 대
소문자 등에 유의한다.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 요령 

171

7) 예

금재호․조준모(2001).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노동
경제논집 24 (1) : 35~66.
이철수(1994). ｢블루라운드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방안｣. 노동법학 4 : 199~222.
차철수(1998). 노동시장의 변천사. 박영사. pp.25~36.
유범상(2006). ｢사회적 합의｣. 이원덕 편. 한국의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pp.124~149.
Bernhardt, A., Morris, M. Handcock, M. S. and M. A. Scott(1999). “Trends in Job
Instability and Wages for Young Adult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4) : 65-90.

Kim, Shik Hyun(1996). Human Resource Management. Myok Publishers.
pp.283-307.
Beaumont, P. B(1996).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In Dale
Belman, et al.(eds.). Public Sector Employment in a Time of Transition.
Madison : IRRA. pp.283-307.
Ruiz, Javier Astudillo(2002). “The Spainish Experiment : A Social Democratic
Party-Union Relationship in a Competitive Union Context.” Center for
European Studies, Working Papers No.83.

노동정책연구 목차 색인
- 2001년 7월호(창간호)～2017년 12월호(제17권 제4호) -

◐ 창간호(2001년 7월)

▪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황
덕순)

▣ 특집
▪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정진호)
▪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 및 세부담 분
석(성명재)
▪ 한국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이정
우․이성림)

▣ 연구논문
▪ 퇴직보험 활성화와 임금채권보장기금 부

▪ 미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 파트
타임과 풀타임(안주엽)
▪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공공선택의 관점에서(조준모)
▪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 독일 경영조직법의 개정배경과 주
요 개정내용(박지순)

▣ 노동통계
▪ 상시인구조사(CPS)의 이해(강석훈)

담금체계 개선방안(김호경)
▪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조준모)
▪ 임금식과 생산성변수의 역할(허재준)

▣ 노동전망

▣ 정책자료
▪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과
제(장홍근)

◐ 제2권 제1호(2002년 3월)

▪ 2001년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이주희)

▣ 특집 : 노동시장과 교육
▣ 정책자료
▪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ILO의 입장과 정책
적 시사점(윤석명)
▪ 유럽연합의 2001년 고용가이드라인(문성
혁)

◐ 제1권 제2호(2001년 12월)

▪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
한 연구(이병희)
▪ 청년의 학교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안주
엽․홍서연)
▪ 대학교육의 경제학(장수명)

▣ 연구논문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도입이 사교육비

▣ 연구논문
▪ 직종특성과 성별 직종분리 : 미국 노동시
장의 사례를 중심으로(황수경)

지출에 미치는 효과(김우영)
▪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과 지역정책(박
영구)

▪ 공공직업안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유길상․임동진)

▪ 공기업의 여성고용 현황과 관련 정책의
분석(김영옥)

▪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
(조용만)

▣ 연구논문
▪ 직업훈련 참가결정에 관한 연구(김주섭)

◐ 제2권 제2호(2002년 6월)
▣ 특집
▪ 고령화사회와 노동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장지연․호정화)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이혜훈)
▪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청의 신인구추계 결과를 중심
으로(윤석명․박성민)
▪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직종에서의 연
령분리현상(박경숙)
▪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이정)

▣ 연구논문
▪ 자연․공학계열 졸업여성의 직업력 분석
(황수경)
▪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Upward
Mobility : The Case of Korea from 1962
to 2000(Park, Se-Il)

▣ 정책자료
▪ 인구의 고령화 : 경제 현안과 도전받는 정
책(안주엽․홍서연)

◐ 제2권 제3호(2002년 10월)
▣ 특집
▪ 여성 성별 분리와 가치 차별에 대한 다층
분석(조혜선)
▪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간의 성별 임금격
차 차이의 요인 분해(전병유)

◐ 제2권 제4호(2002년 12월)
▣ 연구논문
▪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
(이병희)
▪ 비정규직 활용의 영향요인(김동배․김주일)
▪ Economic Crisis, Income Support, and
Employment Generating Programs : Koreas
Experience(Jai-Joon Hur)
▪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욱)

◐ 제3권 제1호(2003년 3월)
▪ 노동법의 규범력 위기(채호일)
▪ 특수형태근로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보험설계인, 골프경기보조원 및 학습
지교사에 관한 실증분석(김동배․김주일)
▪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확률의
동태적 분석(김우영)
▪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박경숙)
▪ 장애인-비장애인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
효과(황수경)
▪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유길상)
▪고용안정사업의 효과 :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중심으로(금
재호)
▪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교육훈련(김동배․
김주섭․박의경)

◐ 제3권 제2호(2003년 6월)

▪ 고용조정의 결정요인 : 감원계획과 일자리
소멸을 중심으로(이규용․김용현)

▣ 연구논문
▪ The Effect of Bargaining Structure

◐ 제4권 제1호(2004년 3월)

Change on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Korea(Young-Myon Lee․In-Gang Na)
▪ 노사의 전략적 선택,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가, 경영성과간의 관계(이동명․김강식)
▪ 내부노동시장의 성격과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노용진․원인성)
▪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이규용․김용현)

◐ 제3권 제3호(2003년 9월)
▣ 연구논문
▪ 한국 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 관대성,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심창학)
▪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김유선)
▪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
(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황수경)
▪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
용실태와 개선방안(황덕순)
▪ 인사관리시스템의 선행요인에 대한 탐색
적 연구 :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김동배․
임상훈․김재구)

◐ 제3권 제4호(2003년 12월)
▣ 연구논문
▪ 노동력 활용지표에 관한 소고 : 여성 유휴
인력 지표를 중심으로(황수경)
▪ 자격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정보통신기술이 작업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양호한 노동(Decent Work)의 관점
에서(황준욱․허재준)

▪ 일본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JPSC)의
소개(김기헌)
▪ 2003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과 정책과제
(이동명․김강식)
▪ 지역간 노동이동 연구(정인수)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법적 권한이 기
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이상민)

◐ 제4권 제2호(2004년 6월)
▪ Determinants of Intra-Regional Migration
and Effects of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in East Asia(Yasushi Iguchi)
▪ Globalization, Logics of Acti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National Government
Roles(Sarosh Kuruvilla․Anil Verma)
▪ Globalisation and Changing Patterns of
Employment Relations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Frameworks(Greg J. Bamber․
Russell D. Lansbury․Nick Wailes)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판례와 행정해석 분석 및 입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장의성)
▪ 자동차운수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개념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방안 모색의 기초
(이상희․배규식․조준모)
▪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
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황
수경)

◐ 제4권 제3호(2004년 9월)
▪ Labor Relations and Protection of Labor

Rights under Globalization : Core Labor
Standards in China(Chang Kai)
▪ The Changing Labor Market,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r Policy(Tadashi
Hanami)

(이수진)
▪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문
무기)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
(小考) (박은정)

▪ 고용촉진훈련의 성과에 관한 연구(남재량)
▪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제5권 제2호(2005년 6월)

적용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장의성)

▣ 연구논문

◐ 제4권 제4호(2004년 12월)

▪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김주섭)

▣ 연구논문
▪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고용 유연화가 기업의 훈련투자에 미치는
영향(정재호․이병희)
▪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작업조직 설계(이
동명)
▪ Alternative Retirement Plans and the
Salary Peak System in Korea(Semoon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변금선)
▪ 일본 남녀고용평등정책의 현재(다케나카에
미코)
▪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
요인 분석 : 보건의료노조의 사례(이주희)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김소영)

Chang)

◐ 제5권 제3호(2005년 9월)
▣ 특별기고논문
▪ 노동조직 연구에서 젠더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키모토키미코(木本喜美子))

◐ 제5권 제1호(2005년 3월)
▪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최옥금)

▪ 경기변동과 일자리소멸 : 생산성에 따른
선별을 중심으로(김혜원)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실인
가 (김용현)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
안(유길상)
▪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이철수)

▪ 연결망 접근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적 노동

▪ Including Informal Sector Workers In

운동’의 가능성 :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s(허재준)

주의적 전통의 복원(은수미)
▪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재정 추정(최강식․
정진화)
▪ 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이승렬)
▪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 제5권 제4호(2005년 12월)
▪ 노사관계로드맵 쟁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을 중심으로(조준모ㆍ이원희ㆍ이동복)

◐ 제6권 제3호(2006년 9월)

▪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박성재)
▪ 한국 기업의 퇴직연금제 선호에 관한 연구: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와 제도유형을 중심
으로(반정호)
▪ 사업장내 전자우편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n E-mail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이창범)

▪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위험(이병희)
▪ 미국의 해고자유원칙과 그 제한의 법리
(박은정)
▪ 노동조합이 기업의 유연화에 미친 영향
분석(이시균․김정우)
▪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규창․
김향아)

◐ 제6권 제1호(2006년 3월)

▪ 한국과 중국 근로자들의 이중몰입 실증

▣ 연구논문

▪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해석

연구(이을터․이장원)
▪ 비고용인구의 노동력상태 이행 역동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김가율)
▪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성지미․안주엽)

및 입법의 한계(이상희)
▪ Poverty, Altruism, and Economic Growth
(Lee, Injae)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호원․이종구․김두중)
▪ 성과배분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배․이인재․장지예)
▪ 노동조합의 전투성에 관한 연구(이병훈․
윤정향)

◐ 제6권 제2호(2006년 6월)
▪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 비교
(조성재)
▪ 비정규노동의 나쁜 일자리에 관한 실증연구
(이시균)
▪ 근로자 참여와 비정규직 고용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 연구(권순식)

◐ 제6권 제4호(2006년 12월)
▪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성지미)
▪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김경휘ㆍ반정호)
▪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
(신동균)
▪ 근로자 의사대표기제(Voice Mechanism)
로서의 노동조합, 근로자참여에 대한 비교
연구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률을 중심으로
(권순식․박현미)
▪ 일본 노동조합 재정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최영진)
▪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훈련(김우영)

▪ 사회협약 안정화 과정 비교 연구(임상훈)

▪ 고성과 지향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관리에

기술혁신 : 노동자 태도의 매개효과(허찬영

관한 연구(김재환)

ㆍ이현도)

▪ 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박제성)
▪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
(김동헌․유길상)

◐ 제7권 제1호(2007년 3월)
▪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장

지연․양수경)

◐ 제7권 제3호(2007년 9월)

▪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진숙경․김
동원)
▪ 한국 산별교섭에 대한 국제비교론적 평가
(조준모․이원희)
▪ 유럽에서 단체교섭 법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문제(박제성)
▪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 울산
동구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한상
진․김용식)
▪ 기업에서의 승진 결정요인 변화 : MF 외
환위기 전후 한국 대기업 인사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엄동욱)
▪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손향미)

◐ 제7권 제2호(2007년 6월)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조상균)
▪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자총협회의 역할과
전략적 행동 : 법정근로시간 단축 협상을
중심으로, 1998～2003(전인)
▪ 한미 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
실태(문무기)
▪ 조직문화,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김진희)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
방안(김재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 한국의 지역노동시장 조정의 동학(김혜
원)
▪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
2003년과 2005년(박기성․김용민)
▪「사업체패널조사」의 고용관련 여성차별
과 그 결정요인(성지미)
▪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판례상 근
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강성태)
▪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김동배․이인재)
▪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 :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박제성)
▪ 비교사례(영국, 아일랜드) 접근을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social pact) 성립의 제도
및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심상용)

◐ 제7권 제4호(2007년 12월)
▪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남준우)
▪ 적립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윤정열)
▪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이
승렬․최강식)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강병구)
▪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합리성 가설과 비합리성 가설
의 검증(김윤호)
▪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Status among
Salaried Workers in Korea(김진숙)

방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 항만노동체제의 전환과 동학(백두주)

(윤조덕․한충현)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 : 주요 개념을 중심
으로(이상우․장영철)
▪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 영․
미․일의 사례와 시사점(장화익)

성격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박은정)
▪ 지역노동시장정보의 빈곤 극복을 위하여 :
구․시․군 소지역 고용통계를 중심으로
(심상완․정성기)

◐ 제8권 제1호(2008년 3월)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지표의 문제점 :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 출산, 고용, 성장 간 상호연관성 연구 : 구조적
VAR모형을 중심으로(박추환․한진미)
▪ 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 분석(황수경)
▪ Is Good Beginning Half Done? : Measuring
the impacts of non-regular initial employ
ment on future employment prospects
in Japan(Joon Young Kim)
▪ 전공불일치 결정요인과 전공불일치가 근속과
임금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임찬영)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남기곤)
▪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 :
영국의 사례(황덕순)
▪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 영국․독일․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김형기)
▪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 : 제조업 사내하청을
중심으로(은수미)
▪ 공직사회의 노동자참여(EI)와 발언, 노조
몰입에 관한 실증연구(박재춘)

▪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강동욱)

◐ 제8권 제2호(2008년 6월)

◐ 제8권 제4호(2008년 12월)
▪ 근로생애사와 노동시장 성과(신동균)
▪ 연봉 차등폭이 보상수준 만족에 미치는

▪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김상호)
▪ Another Look at Affirmative Action :
Voices of U.S. Beneficiaries(Haejin Kim)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에
관한 비교 연구(이병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이준희)
▪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과 한국에서의 가능
성 : 이론 검토 및 선진국 비교연구를 중
심으로(임상훈)
▪ 2000년대 독일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국가의
미시적 작동방식 변화(황규성)

◐ 제8권 제3호(2008년 9월)

영향(김동배․김기태)
▪ 특수형태근로부문의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조선주․최윤영)
▪ 회생․파산절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
협약에 미치는 영향(양형우)
▪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 도시 임금소득
자 가구를 중심으로(이성균)
▪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상호)
▪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이민우․이영진․한
재창)

▪ 패널 자료로 추정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
성(강승복․신동균)
▪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 국민노후보장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엄동욱)

◐ 제9권 제1호(2009년 3월)
▪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전현

배․이인재)

◐ 제9권 제3호(2009년 9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익률에 대
한 연구(서병선․임찬영)
▪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
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
널」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전
승훈․홍인기)
▪ 공공기관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동명)
▪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조성혜)
▪ 국내 단체교섭구조 및 그 결정요인과 산
업별 다양성: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고찰(정
주연)
▪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황선웅)

▪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조동훈)
▪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효과 연구(조선주)
▪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종단면 연구(서인석․김우영)
▪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의 인사제
도 내재화, 조직몰입 및 품질경영활동에 미
치는 효과: 제조업종을 대상으로(김진희)
▪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직 명료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
직자를 대상으로(김 균)
▪ 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
체사례 연구(노병직․이준우)

◐ 제9권 제2호(2009년 6월)

▪ 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가 노
사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 기업지배구조

▪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
에 대한 연구(신동균)
▪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영향(박진희)

에 관한 이해관계자 관점을 중심으로(김
동주)
▪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이영면․김환일)

▪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노용
진․채창균)

◐ 제9권 제4호(2009년 12월)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김재훈)
▪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
색적 시도(김동원․이규용․권순식․김영
두․진숙경․김윤호)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의
도전과 기회 : 대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
의 의식조사 사례 중심(전 인)
▪ 복수노조 갈등 : 이론과 현실(김태기)
▪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
(少論)(박은정)

▪ 이자율 옵션모델(CIR)의 적용을 통한 산
재보험의 적정 연금 ․ 일시금 수준의 평
가(신종욱․마승렬)
▪ 도시의 산업 특성과 고용 성과(전병유)
▪ 작업장 혁신 담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최
영섭)
▪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이영면․이동진)
▪ 특수고용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의향 : 노동조합, 직무 자발성의 조절작

용 탐색(권순식)
▪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분석을 중심
으로(조용만)
▪ 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
트너십: 서구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이 선)
▪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정진우)

and Labor Market Equilibrium (Byung
Woo Kim)
▪ 고용보험법의 현행 적정적립금 기준 평가와
대안 지표로서의 준비율 배수(허재준․김동헌)
▪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손종칠)
▪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정병석)
▪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and

◐ 제10권 제1호(2010년 3월)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 Do They
Make Workers Work Harder, Smarter,

▪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 :
패널연구(하태정․문선웅)

or Kinder?(Haejin Kim)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조상균)

▪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 연봉제의
사례(김동배)

◐ 제10권 제3호(2010년 9월)

▪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 : 국제비교와 정
책적 시사점(김동헌)
▪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
(유길상)
▪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통합
적 연구(심용보․이호창)
▪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이승욱)
▪ 영국의 사업장 내 징계해고절차에 관한
연구(김근주)

▪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전과정에서 영어
의 역할(김진영․최형재)
▪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안태현)
▪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조동훈)
▪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 임금차
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백학영․
구인회)
▪ 기업특성과 가족친화제도 활용 용이성 :
여성관리자의 육아휴직 및 본인병가제도
활용을 중심으로(민현주)

◐ 제10권 제2호(2010년 6월)
◐ 제10권 제4호(2010년 12월)
▪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Yanggyu Byun․Joo-Young Jeon)
▪ 경력개발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
교육훈련에 대한 보완 효과(강순희)
▪ R&D Investment,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Korea: Technological Progress

▪ 주성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변양규)
▪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 :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유길상)
▪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남재량․박기성)

▪ 경영진의 지원과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김진희)
▪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
어서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 연구(장의성)
▪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 노조 간 조직경쟁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KiWook

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노용진)

Kwon․Dae Yong Jeong․JohngSeok Bae)

▪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새

▪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참여와 참여적
작업조직활동 모색 : 노사관계의 역할을
중심으로(김현동․이동진)
▪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남녀차별적
지급기준(강선희)

로운 평가 방안(정인수․지승현)
▪ 노동조합 전투성과 온건성: 조합원들의 사
회 심리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권순식)
▪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정장훈․조
문석․장용석)

◐ 제11권 제1호(2011년 3월)
◐ 제11권 제3호(2011년 9월)
▪ 팀내 임금격차가 심화되면 팀 성적이 향
상되는가? : 한국프로야구 데이터 분석을

▪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김혜원)

중심으로(김정우․김기민)

▪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

▪ 성과주의 임금 도입의 영향요인 : 한일 비
교(김동배․김정한)
▪ 지역간 이주, 경제활동참가, 직업훈련의 동
시 의사선택에 관한 실증분석(김주섭․정
원일․전용일)

(남성일․전재식)
▪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 경력 초
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성지미)
▪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 추정(조선주)

▪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석상훈)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실질적 사용자의

▪ 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성과

판단: 부당해고의 구제를 중심으로(조성혜)

분석: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노용진)

▪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혁신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에 미치는 영향 : 업무개선 제안활동 활성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손지
아․박순미)

화를 중심으로(김현동․신은종)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김기선)

▪ 기대효용 접근법에 근거한 도시가구의 빈
곤에 대한 취약성 분석(김계숙․민인식)

◐ 제11권 제2호(2011년 6월)

◐ 제11권 제4호(2011년 12월)
▪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성희)

▪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하경효․박종희․

성과에 미치는 효과(박재민․김영규․전재식)

강선희)

▪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이승렬)

▪ 공무원노조 리더의 리더십과 조합원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박재춘)
▪ 미국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삼권 보장 법

발전방안(유길상)
▪사업장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박원주․전용일)

리와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강현주)

◐ 제12권 제3호(2012년 9월)
◐ 제12권 제1호(2012년 3월)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조용만)
▪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
(RES)를 중심으로(김우영)
▪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
구: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반정호)
▪ 다수준 접근을 통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 규명(남정민․전병준)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조용만)
▪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제도 효과성 평가
(박성재․김화순)
▪ 영국 산재보험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역할
에 관한 연구(유범상)

◐ 제12권 제2호(2012년 6월)
▪자동화기술과 작업조직(노용진)
▪기업의 자원봉사 지원정책의 효과(강철희․
허수연․김영종)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김종성․이병
훈․신재열)
▪성별 저임금근로의 위험과 임금격차(김은
하․백학영)
▪연금개혁,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
차, 그리고 저축(전승훈)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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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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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정책방향 검토 : 집단적 노무제공 거

▪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류문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백경민․

호)

박기태)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 고성과 인적

향 : 형제 · 자매 · 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자원관리의 조절효과(이수현․석진홍․박

한 분석(양정승)

우성)

▪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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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김경희)
Disability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상호구성 :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Cho)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이정

▪ Legislative

Challeng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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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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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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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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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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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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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홍․박우성)

▪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 보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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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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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박은정)

에 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김동원)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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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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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대한 연구 : 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

▪자동화와 근로시간 관행(노용진)

를 중심으로(옥지호)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 정액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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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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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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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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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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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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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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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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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고성과자

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연구(권기욱)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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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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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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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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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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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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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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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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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임찬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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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준)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제도 인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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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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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이직 전후 직무만족의 변화 분석(김진하․
정재윤․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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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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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이영면․나인강․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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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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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제4호(2017년 12월)
▪직업훈련과 이직: 직업훈련은 과소공급되고
있는가?(유경준․이인재)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
을 주는 요인(김나영)
▪직무요구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퇴근 후
모바일기기 업무사용과 일-가정 갈등의 다
중매개역할(박재춘)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 및 개편방
안에 관한 소고(김태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