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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마이크로 데이터로부터 생성한 외국인과 전체 내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인구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노동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적절하게 진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현재와 같은 외국인의 산업별 고용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외국인력의 추가적인 유입이 인구변화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노
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장차 청년취업
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산
업일수록 외국인 근로자를 더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이러한
부문에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구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과 장래에는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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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정책연구․2020년 제20권 제2호

I. 서 론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베이
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통계
청 장래인구특별추계와 근래의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장
기적으로는 인구변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겠지만 향후 20년 동안은
총량에 있어서 노동인력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반면 머지않아
청년노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산업별로 노동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이철희 외, 2019). 특히 근래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
며 임금수준과 일자리의 질이 양호한 산업에서 청년노동인력이 더 급격하게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이철희, 2019b).
일반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지속되면 노동력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하고 핵심
노동력의 비중이 하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것
으로 인식된다. 갑작스러운 인구변화나 빠른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유형 노동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 외국인력의 도입은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대응책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구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안정적 노동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
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대에 들어와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그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동인력의 지속적
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을 보다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합의는 아직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의 외국인력 정책은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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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 체계를 토대로 운용되어 왔는데, 이는 다양화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외국인과 관련된 질 높은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외국인력 및 이민의 유입이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음 절에서 살펴볼 적지 않은 외국인 관련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
재 우리나라에 적절한 규모 혹은 구성의 외국인력이 들어오고 있는지, 또한 이
들의 고용이 국내의 각 산업 혹은 직종별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는 충분
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구조의 외국인 정책이 향후 인구변화
가 초래할 수 있는 노동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이
러한 문제와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의 부재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외국인력충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째,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 자료로부터 생성한 외국인 산업별
데이터를 지역별 고용조사로부터 구축한 전체 취업자 산업별 데이터와 연결함
으로써 최근(2013~18년) 외국인력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산업에 주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둘째,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가 제공하
는 인구변화 추정치와 최근(2013~18년)의 지역별 고용조사로부터 추정한 산업
별 노동시장 동학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향후 20년 동안 각 산업의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를 추정한다. 그리고 이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각 산업
이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인력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결과를 결합하여 현재와 같은 산업별 외국인 유입구조가 앞으로의 인구
변화에 의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를 진단한다. 이는 특히 젊은 노동인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노동인력 고
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높은 비율로 유
입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 유입하는 외국인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이 현재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의 노동시
장 파급효과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외국인 노동유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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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둘째, 외국인만을 포함한 마이크로 자료를 전체 근로자를 포함
한 마이크로 자료와 연결하여 이용함으로써 산업별 외국인 고용의 집중도 및
그와 연관된 산업별 특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용되었던 자료에 비해 더 자세하고 풍부한 정보가 포
함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Ⅱ. 선행연구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가장 직접적이며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내국인
노동시장이다. 외국인력의 도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력 유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
는 미국과 유럽 국가의 경우 이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기존 문헌이 상당수
존재한다. 외국인력이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기존 문헌에
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언급되고 있다. 지역 간 변이를 이용
한 대부분의 연구(Altonji and Card, 1991; Friedberg, 2001; Dustmann et al.,
2005; Card and Lewis, 2007; Card, 2009; Basso and Peri, 2015)는 노동시장의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에 미미한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한 반면 교육과
경력수준에서의 변이를 이용한 Borjas(2003)는 이민자 노동공급이 10% 증가할
때 내국인 임금이 3~4% 감소하여 상당한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구조적 접근방법을 사용한 Ottaviano and Peri(2012)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이 외의 연구들은, 외국인력의 국적, 노동시장의 고유한 특성, 외국인력의 합
법성 여부 및 기타 요인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
자들을 대체하더라도 그 대체 수준은 낮다고 주장한다(Grossman, 1982; Borjas,
1987; Butcher and Card, 1991; Lalonde and Topel, 1991; Longhi et al., 2005).
더 나아가 Greenwood and Hunt(1995)는 생산구조상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내국인 근로자의 수요나 다양한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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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한다.
최근에 들어와 외국인력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
국인력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조준모(2004)는 2003년에 조
사된 한국노동연구원의「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조사」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 생산함수 추정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력과 내국인 근로자 간 대체성․보
완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양자 간 상호 보완성이 존재
하며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내국인 일자리 구축가설
이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것을 시사한다. 한진희․최용석(2006) 역
시 외국인력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
락시켰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규용 외(2011)는 외국인 근로
자의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유지라는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거나 불확정적인 특성을 동시
에 내포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최경수(2011)의 연구는 외국인 유입이 대체
재 관계인 단순직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반면, 보완재인 고숙련직 노동
의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찬영(2018)은
지역수준에서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으며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고용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군 지역에서
는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 중 우
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유형의 외국인력을 수용할 것인가 혹은 수용한 외
국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들이다. 이와
관련한 실증분석이 일부 국내 연구자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한진희․최용석
(2006)은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국인 근로자의 유형은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라고 밝혔
다. 이규용 외(2007)와 이규용․박성재(2008)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정책
은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서 필요인력을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시
스템이 적절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공급자가 인력을 선발하므로 수요자인 기업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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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선택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강동관 외(2011)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투입
산출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단순직 노동자와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정책이 아닌, 전문직 노동자와 가능한 고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순직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중 중졸 이하의 단순직 노동자와 대체관계를 가지며(김정호, 2009), 건설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설동훈․이해
춘, 2005; 이규용․박성재, 2008; 유경준․이규용, 2009)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최경수(2013)는 외국인력
도입은 정주를 염두에 둔 폭넓은 이주정책보다는 선별도입 정책에 무게를 두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단순인력의 도입 확대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며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억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시장만이 아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 연구도 일부 존재한
다. 예컨대 김헌구․이규용(2004)은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력 도입이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인력의 추가적인 공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력 허용 업종을
선정할 때 인력부족 정도가 심한 산업 중에서도 외국인력 공급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들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한
숙(2004)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 노동력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인력의 노동시장성과 분석 또한 외국인력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지만
2012년에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외국인력의 경제
활동상태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실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동관 외(2013)는 2010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의 원자료
를 이용하여 주당 근무시간, 자격증 여부, 숙달기간, 기능공 여부, 기업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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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 근속연수, 자격증 등이 주요 임금 결정요인임을 밝혔다. 김혜진
(2015)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는데
외국인의 교육과 경력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내국인에 비해 낮았다. 외국인 내
에서는 교육투자수익률이 비전문인력은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은 반면 전
문인력의 경우 내국인보다 높아 체류자격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의 인구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정책의 적절성
문제에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희․정선영(2014)의 연구는 2012년과 2013년 외국인 고용조사와 2008년
이후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외국인력의 산업별 고용을 분석하였다. 결
과는 외국인력이 평균임금 수준 및 상용직 비율이 낮고, 근로자들의 평균교육
연수가 짧은 산업 또는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부문에서는 외국인력 유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국인력의 유입이 저숙련․저임금 부문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
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부문이 필요
로 하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선행연구
는 대분류 산업과 범주형의 임금변수를 이용하는 등 자료상의 문제점이 있고,
장래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추정결과를 이용하는 대신 과거 10년
동안의 임금 및 상대적 고용변화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Ⅲ. 자료와 방법

1. 산업별 외국인 집중도 추정
이 연구는 최근 6년 동안의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마이크로 자료(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전체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마이크로 자료(지역별 고
용조사)를 산업별로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
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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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적 제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부문별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6개 연도 자
료를 모두 이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연도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2013~18
년의 외국인 근로자 수를 각각 추정한 후 6개 연도의 추정치의 평균을 계산하
여 분석에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얻은 변수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2013~18년의 평균을 추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상세하게 분류한 산업 코드를 제공하는 데 비해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대분류 코드만을 제공한다. 반면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는 제조업(산업코드 C)의 경우만 중분류 코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대분류 코드만 제공한다. 두 자료의 매칭을 위해 불가피하게 아래의
분석에서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산업분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용인력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산업은 통합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광업(B),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 수도, 하수 및 폐
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을 통합하였고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과 국제 및 외국기관(U) 또한 통합된 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
분석에는 모두 33개 범주를 포함하는 산업분류가 이용되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취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산업에 따른 전체 및 외국
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취업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
이 불가피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취업여
부가 지난주간 활동 상태를 ‘일하였음’으로 응답 또는 취업여부 있었음으로
보고된 사람들 가운데 취업시간이 0보다 크고, 월평균 임금이 0보다 큰 사람
들을 취업자로 정의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취업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
하였다.

2. 장래 산업별 고용변화 추정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수급사정 변화 분석을 위해서는 2019년 3월에 발
표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와 2013~18년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연령별 인구변화 전망에는 2019년 3월에 발표된 통계청 장
래인구특별추계와 대안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장래 출생아 수를 추정한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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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a)의 결과를 이용하였고 장래 전체 및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에
는 인구변화 전망과 2013~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자료를 결합하여
이용하였다.
현재 외국인력의 산업별 고용분포가 향후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필요
를 충족시켜 줄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노동수급사정이 어떻게 변화
할 것인지를 추정해야 한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각 산업의
절대적․상대적 노동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해야 한다. 또한 각
산업의 성별․연령별 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변화도 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추정을 수량적으로 수행하여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산업별 노동시장 동학(dynamics)이 앞으로
20년 동안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의 규모만 감소한다는 가
정을 설정하여 각 산업의 연령별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1)
  

        ×   
      

(1)

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각 산업의 고용 변화를 결정하는 몇 가지 파
라미터들을 정의하자. 첫째로 식 (1)의 S는 산업잔존확률(hazard of remaining
in an industry)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상첨자 j와 t는 산업과 연도를, 하첨자 a는
연령을 나타낸다. 이 파라미터는 예컨대 t시점에서 산업 j에 고용되어 있었던
연령 a 취업자들 가운데 t+1시점까지 동일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
율이다. 이는 해당 노동인력의 사망률 d(실제로는 해외이주를 포함)와 순이전
율(net transfer rate) m에 의해 결정된다. 순이전율은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
로 옮겨가거나 노동시장 밖으로 퇴출하는 비율과 반대로 다른 산업에서 이전하
여 들어오거나 노동시장 밖으로부터 진입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 파라
미터는 t시점에 산업 j에 고용되어 있었던 연령 a의 고용인력 대비 t+1시점에
동일산업에 고용되어 있었던 연령 a+1 고용인력의 비율과 같다.
식 (1)을 변형하면 식 (2)와 같이 t+1기의 산업․연령별 취업자 규모를 그 이
1) 각 산업별로 장래의 성별․연령별 취업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철희 외(2019)와 이철희
(2019a)에 설명되어 있으나 논문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여기에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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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기의 산업․연령별 취업자 규모와 산업잔존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
다. 따라서 산업잔존확률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특정 시기의 산
업․연령별 고용규모로부터 그다음 시기의 산업․연령별 고용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2)

다만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연령(a=0)의 취업자 규모는 그 이전 고용인
력 규모로부터 추정할 수 없다. 이는 식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시기 노동
시장 진입연령 인구의 규모( ), 이 시기 이 연령인구의 취업률( ), 그리고 이
연령 취업자 중 특정 산업 j에 고용된 인력의 비율(  ) 등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3)

이상에서 소개한 파라미터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
다. 노동시장 진입연령 인구의 취업률, 이들의 산업별 배분, 각 연령별 산업 간
이전비율, 각 연령별 노동시장 진입 및 퇴출비율 등은 노동시장 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과거 5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파라미터들을 추정하고, 이들이 분석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5세별 연령구간을 적용
하고, 2013~18년 기간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 파라미터들을
추정하였다. 20~24세를 노동시장 진입연령으로 정의하고, 그 수가 적은 15~19
세 취업인구는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20대 초반을 노동시장 진입연령으
로 정의하는 경우 20대 중반 이후의 노동시장 진입은 산업잔존확률에 반영되
게 된다.
2013~18년 기간 20~24세 인구의 평균취업률(    )을 노동시장 신규진입
인구의 취업률(  )의 지표로 이용하였고, 같은 기간 20~24세 전체 취업자 중
특정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 비율(    )을 노동시장 신규진입인력의
해당 산업 고용비율(  )의 지표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2013년과 2018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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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산업별 고용인력 규모를 이용하여 2013~18년 5년 기간 동안의 각 연령별
산업잔존확률(  )을 추정하였다. 식 (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 시점의 특정
산업 노동시장 신규진입인구(여기에서는 20~24세 인구로 정의됨)의 규모에 위
에서 소개한 파라미터들의 추정치를 적용하면 그 시점에서 5년 후 해당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25~29세 취업인력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4)

보다 일반적으로 식 (5)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각 연령의 산업잔존확률을 연
쇄적으로 적용하여 k년 후 연령․산업별 고용인력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    

(5)

앞의 절에서 추정한 장래의 20~24세 인구 추정결과를 식 (5)에 적용하면 최
근의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인구구조만 변화하는 경우의 산업별 고용
규모 및 구조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2)3)

Ⅳ. 산업별 취업인구 구성변화 전망과 외국인 근로자 집중도

1. 기초통계
<표 1>은 3.1절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각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분포
에 관한 지표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고용비중’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해당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비율로, 우리나라에 들어
오는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
지표는 부분적으로 각 산업의 상대적인 고용규모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다른
2)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제시한 산업별 취업자 수와 본 논문에서 추
정한 취업자 수를 비교하였을 때 질적으로 유사하였다.
3) 성별․연령별 취업인구 추정을 위해 사용한 파라미터들의 추정치는 저자들에게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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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동일한 경우 외국인은 전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더 높은 비율로 진입
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집중도’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해당 산업에 취업한
근로자 비율을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비율로 나눈 값으
로, 산업의 고용규모를 감안했을 때 외국인이 특정산업에 얼마나 더 높은 비율로
진입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비율이 1보다 크면(작으면) 전체 취업인구
에 비해 외국인이 해당 산업에 진입할 확률이 더 높음(낮음)을 의미한다.
<표 1> 외국인 근로자 산업별 분포 현황 : 전체 및 학력별(2013~18년)
(단위 : %)

산업

전체

고학력

저학력

(N=4,968,054)

(N=927,289)

(N=4,040,765)

고용
비중

외국인
집중도

고용
비중

외국인
집중도

고용
비중

외국인
집중도

49.03

2.93

32.26

2.11

52.88

2.95

농림어업

4.76

0.82

1.20

1.11

5.58

0.59

광업, 전기, 하수처리

0.10

0.14

0.43

0.47

0.03

0.05

10.39

1.42

4.16

0.79

11.83

1.32

4.54

0.32

9.83

0.73

3.32

0.22

제조업

건설
도소매

0.51

0.10

0.86

0.26

0.43

0.06

12.98

1.52

6.15

1.40

14.54

1.23

출판, 방송 및 정보통신

0.53

0.18

2.54

0.48

0.07

0.07

금융 및 보험

0.32

0.10

1.54

0.33

0.05

0.02

부동산 및 임대

0.19

0.10

0.44

0.24

0.13

0.07

전문, 과학 및 기술

1.15

0.29

5.40

0.70

0.17

0.16

사업지원

5.53

1.18

3.61

1.19

5.97

1.00

공공 및 국제기관

0.18

0.04

0.61

0.11

0.08

0.03

교육

4.99

0.71

25.47

1.94

0.30

0.13

보건 및 사회복지

1.29

0.18

2.16

0.22

1.09

0.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0.27

0.17

0.57

0.32

0.20

0.13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

1.75

0.38

2.28

0.61

1.63

0.30

가구 내 고용, 자가소비생산

1.47

4.39

0.49

9.31

1.70

3.04

운수
숙박 및 음식

주 : 제조업(산업코드 C)의 중분류 기준 산업별 분포는 데이터의 오차 문제로 인해 보
고 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별 대분류 자료도 표본의 수가 적어 추정치의 정확성
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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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년 전체를 볼 때 외국인력의 거의 절반(49.0%)은 제조업 부문에 고
용되어 있다. 제조업 이외에는 숙박 및 음식(13.0%), 건설(10.4%), 사업지원
(5.5%), 교육(5.0%) 등 산업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의 학
력을 고학력(대졸 이상)과 저학력(대졸 미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전체적인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학력 외국인의 산업별 분포를 반
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학력 외국인의 경우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32.3%), 교육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중
(25.5%)과 도소매업에 고용되어 있는 비중(9.8%)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산업의 상대적인 고용규모를 통제한 외국인 집중도는 단순한 고용비중과는
다른 산업별 분포를 보인다. 높은 비중의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제조업(2.9)
은 고용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외국인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4.4) 등은 전체 취업자에 비해 외국인력의 고용
이 특히 집중되는 부문으로 확인된다. 반면 농림어업(0.8), 건설(1.4), 숙박 및 음
식(1.5), 도소매(0.3), 사업지원(1.2), 교육(0.7) 등은 상대적인 고용규모를 통제
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집중도가 그리 높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난다. 학력별로 볼 때 저학력 외국인의 산업별 집중도는 전체 외국인의 산업
별 집중도와 유사하다. 고학력 외국인의 경우 전체에 대한 결과와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교육(1.9)의 외국인 집중도가 높다는 것이다.
<표 2>는 3.2절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8년과 2038년의 산업별
20~34세 취업자 비율과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해준다.
그리고 해당 20년 동안 각 비율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도 계산하여 보고하였다.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인구변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향후 20년 동
안 대다수의 산업에서 젊은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나이 든 취업자의 비중
이 높아질 것임을 보여준다. 즉 33개 산업 가운데 8개 산업을 제외하고는
20~34세 취업자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은 5개에 불과하다. 결과가 보여주는 비교적 새로
운 전망은 취업자 연령구조의 변화가 산업별로 매우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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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38년 각 산업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20~34세) 취업자 혹은 장년
(5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추정치
(단위 : %, %P)

산업
제조업
식료품/음료/담배
섬유제품/의복/잡화
목재
종이/인쇄
석유/화학/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 제품
전자/통신/의료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운송장비
가구
기타
농림어업
광업, 전기, 하수처리
건설
도소매
운수
숙박 및 음식
출판, 방송 및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
사업지원
공공 및 국제기관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
가구 내 고용, 자가소비생산

청년 취업자 비율
2018
2038
변화분
25.49
19.37
-6.12
20.22
14.18
-6.04
13.98
21.98
8.00
13.37
10.73
-2.64
18.98
19.61
0.63
35.65
20.74 -14.90
24.16
14.82
-9.35
18.76
12.85
-5.92
27.48
25.89
-1.59
19.97
17.42
-2.55
36.84
28.15
-8.69
28.74
21.07
-7.67
28.03
21.25
-6.78
26.65
18.10
-8.55
21.44
24.31
2.88
17.34
14.34
-3.00
19.93
11.44
-8.49
3.00
3.90
0.90
16.09
10.51
-5.58
12.96
11.69
-1.27
25.78
24.29
-1.48
13.23
13.74
0.51
27.85
28.53
0.67
40.16
23.50 -16.65
24.40
20.99
-3.41
8.26
4.75
-3.51
36.18
29.04
-7.14
18.36
14.61
-3.75
19.50
16.34
-3.16
29.13
23.67
-5.46
27.57
7.63
-19.94
38.58
31.27
-7.31
19.22
20.15
0.92
0.00
55.26
55.26

장년 취업자 비율
2018
2038
변화분
32.75
42.21
9.46
44.51
48.12
3.61
55.02
56.87
1.86
50.36
43.04
-7.32
38.29
39.55
1.26
23.13
30.18
7.05
33.74
52.08
18.34
39.57
58.07
18.50
34.63
35.34
0.71
37.58
46.88
9.30
15.00
34.61
19.61
26.75
39.39
12.64
29.12
36.59
7.46
28.34
39.11
10.77
27.91
47.72
19.81
39.31
49.69
10.38
37.64
68.03
30.40
87.33
86.84
-0.49
43.54
62.37
18.84
48.33
52.55
4.21
35.60
44.89
9.29
53.12
50.53
-2.59
40.70
35.57
-5.13
12.61
30.41
17.80
29.05
48.73
19.68
60.06
70.82
10.76
19.57
34.33
14.76
54.75
64.13
9.38
44.34
45.98
1.64
26.63
46.11
19.48
39.63
82.32
42.69
26.42
36.78
10.36
45.75
56.42
10.68
95.53
44.74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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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세 취업자 비율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
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19.9%p), 출판․방송․정보통신(-16.7%p), 석유․화
학․의약품(-14.9%p), 고무․플라스틱(-9.4%p), 전자․통신․의료(-8.7%p), 자
동차(-8.6%p), 예술․스포츠․여가(-7.3%p), 전문․과학 및 기술(-7.1%p) 등이
다. 반면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 섬유제품/의복/잡화, 운송장비, 농림어
업, 운수, 숙박 및 음식, 협회․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의 산업에서는 젊은 취업
자 비중이 거의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반적으
로 볼 때 현재 젊은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젊은 취업자의 상대적인
감소가 두드러지는 반면, 현재 젊은 취업자가 별로 없는 부문에서는 젊은 노동
인력 감소가 미미한 경향이 나타난다.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비교적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은 보
건 및 사회복지(42.7%p), 운송장비(19.8%p), 금융 및 보험(19.7%p), 전자․통
신․의료(19.6%p), 교육(19.5%p), 광업․전기․하수처리(18.8%p), 비금속 광물
(18.5%p), 고무․플라스틱(18.3%p), 출판․방송 및 정보통신(17.8%p), 전문․
과학 및 기술(14.8%p) 등이다. 반면 목재, 농림어업, 운수, 숙박 및 음식,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 등의 산업에서는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이 든 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이미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높은 산업들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전자․통신․의료, 고무․플라스틱, 출판․방송 및 정보통신,
전문․과학 및 기술 등의 산업은 20~34세 취업자의 빠른 감소와 50세 이상 취
업자의 빠른 증가를 함께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분석결과
이 절에서는 앞에서 추정한 전체 산업별 고용변화 전망 결과와 외국인 산업
별 고용현황 자료를 연결하여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하는 산업과 장
래에 외국인력 진입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이 부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산
업의 외국인 유입 집중도의 지표로는 앞에서 소개한 외국인 취업자 집중도(전
체 외국인 근로자 중 해당 산업에 취업한 근로자 비율을 전체 근로자 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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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비율로 나눈 값)를 이용하였다. 이는 전체 고용규모에
있어서 특정 산업의 상대적 비중 대비 외국인 고용규모에서 해당 산업의 상대
적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산업별 외국인력
의 필요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2018~38년 산업별 20~34세 취업자 비율 변화(퍼
센트 포인트)와 같은 기간 동안 산업별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변화(퍼센트 포
인트) 추정치를 이용하였다.4)
이 외에도 산업별 외국인 집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첫째는 해당 산업
내국인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외국인 근로자 평균임금(외국인 상대임금)이다.
둘째는 2013~18년 해당 산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율로,
각 산업 노동수요의 상대적인 증가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2013~18년 해
당 산업 평균임금(전체 평균임금)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근 5년 동안의 산업별 외국인 집중도와 향후
20년 동안의 산업별 20~34세 취업자 비율 변화 추정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그림 1]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향후 청년취업자
비율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일수록 외국인 취업자 집중도가 낮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은 두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
각적으로 확인해준다. <표 3>의 결과는 청년취업자 비율 변화와 외국인 집중도
간의 양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산업별 특성(외국인 상대임금, 상대적
고용변화율, 전체 평균임금 등)을 통제하는 경우, 그 양의 관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근 5년 동안의 산업별 외국인 집
중도와 향후 20년 동안의 산업별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변화 추정치 간의 상
4) 2013~18년 자료에서 추정한 노동시장 파라미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20년(2018~38년)보다 10년(2018~28년) 동안의 산업별 취업
자 수를 추정한 결과가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8년까지의 변화를 살펴
본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인구의 규모가 2002년 이후 출생인구가 본격적으로 노
동시장에 진입하는 2028년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즉 청년인구 감소가 각 산
업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추정의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018~28년의 취업자 변화 추정
치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질적으로는 논문에 제시된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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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3~18년 외국인 노동 집중도와 2018~38년 청년(20~34세) 취업자 비율 변화

<표 3>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집중도 상관요인 회귀분석: 장래 청년(20~34세) 취업자
비율 변화와의 관계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절편

0.5691
(0.0902)

<.0001

1.1113
(0.2576)

0.0002

0.8329
(0.4287)

0.0634

청년취업자 비율변화

2.2554
(0.7148)

0.0038

2.6756
(0.6950)

0.0007

3.2091
(0.8667)

0.0011

-0.5187
(0.2328)

0.0344

-0.5463
(0.2387)

0.0308

상대적 고용변화율

1.2501
(2.7335)

0.6514

전체 평균임금

0.0014
(0.0016)

0.4088

외국인 상대임금

N

33

33

33

R-square

0.2623

0.3769

0.4041

F-value

9.96

0.0038

8.17

0.0017

4.24

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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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그림 2, 표 4 참조)는 청년취업자 변화의 결과와는 상반
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즉 장래에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일수록 현재 외국인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 [그림 2]는 최근의 외국인 집중도와 장래의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변화 추
정치 간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표 4>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음의 관계가 다른 산업별 특성에 관한 변수들을 통제하면 더 강하게 나
타난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청년 및 장년취업자 비율 변화 이외의 변수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 상대임금의 추정계수는 음수이고 <표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내국인 임금에 비해 외국인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일수
록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대적인 고용변화율과 전체
평균임금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수로 추정되었다. 즉 상대적으
로 성장이 빠른 산업 혹은 임금이 높은 산업에 외국인력이 더 높은 비율로 진입
하는 경향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림 2] 2013~18년 외국인노동 집중도와 2018~38년 장년(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변화

주 : 회귀계수와 모델설명력은 <표 4>의 1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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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집중도 상관요인 회귀분석 : 장래 장년(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변화와의 관계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절편

0.6499
(0.1010)

<.0001

0.9942
(0.2651)

0.0009

0.9653
(0.4536)

0.0434

장년취업자 비율변화

-1.7856
(0.5801)

0.0046

-1.8454
(0.5720)

0.0033

-2.0643
(0.6958)

0.0065

-0.3329
(0.2376)

0.1726

-0.3213
(0.2449)

0.2014

상대적 고용변화율

2.0388
(3.0153)

0.5051

전체 평균임금

0.0002
(0.0016)

0.9270

외국인 상대임금

N

33

33

33

R-square

0.2528

0.3035

0.3176

F-value

9.47

0.0046

5.88

0.0076

2.91

0.0419

이상의 결과는 현재와 같은 구조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는 경우 인구변
화로 인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
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향후 약 20년 동안 노동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청년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빠
르게 감소하고 고령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들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이와는 반대로 청년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
고 고령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는 산업에 외국인 노동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별 외국인 집중도를 외국인의 학력별로 나누어 추정한 후 추가적인 분석
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대학교육을 받은 외국인은 고학력, 대졸 미만의 외국인
은 저학력으로 정의하였다.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 대해 수행한 분석결과가 주
로 저학력 외국인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의 결과에
따르면 장래 청년취업자 비율 변화가 저학력 외국인 집중도와는 강한 양의 상

20

 노동정책연구․2020년 제20권 제2호

[그림 3] 2013~18년 외국인노동 집중도와 2018~38년 청년(20~34세) 취업자
비율 변화 : 학력별 비교
A. 저학력

B. 고학력

주 : 회귀계수와 모델설명력은 <표 5>의 1열 참조.

외국인력의 산업별 고용구조분석: 인구변화 대응에 대한 함의(이철희․ 김혜진) 

21

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고학력 외국인 집중도와의 양의 관계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난다. <표 5>의 회귀분석 결과도 이를 확인해준다. 저학력 외국인 집중도
를 종속변수로 포함한 경우 청년취업자 비율의 계수가 모두 강하게 유의한 양
수로 추정되었다(표 5-A 참조). 반면 고학력 외국인 집중도를 포함하는 경우(표
5-B 참조), 모형 1과 2에서는 청년취업자 비율의 추정계수가 유의성을 상실하
였고, 모형 3에서만 한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표 5>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집중도 상관요인 회귀분석 : 장래 청년(20~34세)
취업자 비율 변화와의 관계 학력별 결과
A. 저학력
변수
절편
청년취업자 비율변화

(1)
추정계수
P값
0.6135
(0.1009) <.0001
2.6744
(0.7992) 0.0023

(2)
추정계수
P값
1.2172
0.0002
(0.2882)
3.1422
0.0004
(0.7777)
-0.5776
0.0352
(0.2605)

33
0.2857
11.20
0.0023

33
0.3957
8.84
0.0011

(1)
추정계수
P값
0.3753
(0.0574) <.0001
0.4300
(0.4546) 0.3523

(2)
추정계수
P값
0.6495
0.0007
(0.1692)
0.6425
0.1709
(0.4567)
-0.2623
0.0978
(0.1530)

33
0.0310
0.89
0.3523

33
0.1262
1.95
0.1619

외국인 상대임금
상대적 고용변화율
전체 평균임금

N
R-square
F-value

(3)
추정계수
P값
0.9528
0.0590
(0.4816)
3.6801
0.0009
(0.9735)
-0.6041
0.0332
(0.2681)
1.4804
0.6339
(3.0703)
0.0013
0.4821
(0.0018)
33
0.4176
4.48
0.0072

B. 고학력
변수
절편
청년취업자 비율변화
외국인 상대임금
상대적 고용변화율
전체 평균임금

N
R-square
F-value

(3)
추정계수
P값
0.3104
0.2669
(0.2734)
1.1570
0.0466
(0.5527)
-0.2946
0.0643
(0.1522)
0.2466
0.8886
(1.7432)
0.0016
0.1263
(0.0010)
33
0.2129
1.69
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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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3~18년 고학력 외국인노동 집중도와 2018~38년 장년(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변화 : 학력별 비교
A. 저학력

B. 고학력

주 : 회귀계수와 모델설명력은 <표 6>의 1열 참조.

장래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변화에 대한 학력별 분석결과도 전체 외국인에
대한 결과가 주로 저학력 외국인에 대한 결과를 반영함을 보여준다. [그림 4-A]
와 <표 6-A>에 제시된 저학력 외국인에 대한 결과는 장래의 청년취업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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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추정치와 저학력 외국인의 산업별 집중도 간에 강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반면 고학력 외국인 집중도와 청년취업자 비율 변화 추정치 간에는
추정계수의 규모나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 훨씬 약한 음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림 4-B와 표 6-B 참조).
<표 6>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집중도 상관요인 회귀분석 : 장래 장년(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변화와의 관계 학력별 결과
A. 저학력
(1)
추정계수
P값
0.7079
절편
<.0001
(0.1134)
-2.1005
장년취업자 비율변화
0.0032
(0.6511)

33
0.2710
10.41
0.0032

33
0.3167
6.26
0.0059

(3)
추정계수
P값
1.1043
0.0403
(0.5106)
-2.3711
0.0056
(0.7832)
-0.3461
0.2209
(0.2757)
2.39
0.4878
(3.3939)
-0.0001
0.9622
(0.0018)
33
0.3303
3.08
0.0342

(1)
추정계수
P값
0.3970
<.0001
(0.0634)
-0.4133
0.2660
(0.3641)

(2)
추정계수
P값
0.6225
0.0008
(0.1658)
-0.4525
0.2169
(0.3578)
-0.218
0.1540
(0.1486)
-2.5161
<.0001
(0.5803)
-31.8542
0.0004
(8.9297)
33
0.1145
1.75
0.1936

(3)
추정계수
P값
0.3599
0.2062
(0.2773)
-0.7275
0.0995
(0.4253)
-0.2132
0.1667
(0.1497)
0.5087
0.7848
(1.8431)
0.0012
0.2432
(0.001)
33
0.1719
1.30
0.2981

변수

외국인 상대임금

(2)
추정계수
P값
1.0795
0.0012
(0.2983)
-2.1651
0.0023
(0.6437)
-0.3592
0.1902
(0.2673)

상대적 고용변화율
전체 평균임금

N
R-square
F-value

B. 고학력
변수
절편
장년취업자 비율변화
외국인 상대임금
상대적 고용변화율
전체 평균임금

N
R-square
F-value

33
0.0440
1.29
0.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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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는 왜 현재와 같은 외국인력의 산업별 유입구조가 장래에 예상되
는 산업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어려운지를 설명해준다. 향후 젊
은 노동인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현재 젊은
노동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문은 대체로 임금
이 높고,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요구하는 부문이다. 반면 현재 국내에 유입되
는 외국인력은 대부분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로서 청년노동인력의 비중이 낮
은 산업에 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향후 예상되는 노동시장 수급불
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에 비해서 고숙련 외국인력이 더 많이
유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V. 결 론

외국인 근로자 유치는 인구변화에 의해 초래될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을 완화
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구변화가 노동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구조의 외국인력유입이 인
구변화로 말미암은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지를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이 연구는 마이크로 데이터로부터 생성한 외국인과 전체 내
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노
동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과 현재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산업이 부합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
근(2013~18년) 외국인력이 어떤 산업에 주로 유입되었는지를 조사하고, 향후
20년 동안 각 산업의 청년취업자 및 장년취업자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두 결과를 결합하여 젊은 노동인력이 빠르게 감소하
고 노동인력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높은 비율로 유입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재와 같은 구조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 산업에 진
입하는 경우 인구변화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
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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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은 산업은 젊은 노동인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취업자가 늘어날 것
으로 예측되는 산업들이다. 반면 현재는 청년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하고 고령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는 산업에 외국인 노동이 집중되
는 경향이 관찰된다. 학력별 분석결과는 이러한 결과가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
하는 저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유입 분포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학력 근로자의 경우 현재 외국인 취업이 집중되는 산업과 장래에 외국인 유
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간의 괴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외국인력의 경우 학력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족한 문화 이해도, 낮은 언어 능력,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인적자본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
한 경우에는 허용업종이 정해져 있어서 고학력자가 단순업무에 종사할 수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력과 직무를 보다 자세하게 나누어 논의를 진전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배분은 내국인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정선영(2014)의 연구는 외국인 근
로자들이 주로 숙련정도와 일자리의 질이 낮고 고령인력의 비중이 높은 부문으
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도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낮은 부문일수록 외국인이 더 높은 비율로 유입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는 내국인 근로자가 진입을 꺼리거나 내국인
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 외국인이 보완적인 노동공급원으로
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
업별 배분이 유지되는 경우 향후 인구변화에 의해 추가적인 노동인력의 투입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의 잠재적인 노동수급불균형 문제를 완
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이용된 것보다 더 세밀한 산업분류에 기초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젊은 노동인력 감소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청년취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문으로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근래
에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빠르며, 평균적인 숙련수준과 일자리 질이 높다는
특성을 갖는다(이철희, 2019a).5) 이처럼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린 상당수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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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업들이 향후 청년인력 감소로 인한 노동수급불균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산업들이 대체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필요
로 하는 부문인 만큼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가 가져올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용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인력부
족 현황이나 내국인 노동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
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향후
의 외국인 노동정책은 현재의 단기적인 필요성과 장래의 장기적인 필요성 사이
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본격적으로 체감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년 혹은 20년 후까지 각 부문의 노동수급여건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 필
요로 하는 성격의 인력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
근 연구에서 알려진 대로 내국인이 외국인력 유입에 대응하여 직무수준을 높이
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Cattaneo et al., 2013; Hunt,
2017; Jackson, 2015; Lewis and Peri, 2015; Smith, 2012). 그리고 이러한 성격
의 외국인력을 식별하여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작업이 요구된
다. 이 연구의 결과는 또한 가까운 장래에 노동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
한 변화가 젊은 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이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고임금․고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는 부문임을 알려
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현재 비교적 소수에 불과한 외국인 고급인력의 비
중이 높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이 분석은 외국인과의 매칭을 하지 않고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지역
별고용조사의 산업 중분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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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n Immigration Help Alleviate Labor Market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Analysing Industrial Distribution of
Immigrant Workers
Lee Chulhee․Kim Hyejin
Using industry-level data of immigrant and native workers generated from
micro-level samples, we examine whether immigrants work in sectors that
are expected to be need of more workforce due to future demographic changes.
Results indicate that immigration will not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labor market imbalance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if the current industrial
distribution of immigrants remain unchanged. Although immigrant workers
will be needed more in sectors where the proportion of young workers is
rapidly shrinking and the proportion of old workers is growing in a large
magnitude, foreign workers are now less likely to be employed in such sectors.
Our results suggest that immigration policies need to be made in long-term
perspectives for alleviating the demographic burden and that high-skilled
migrants will be more highly demanded in the future.

Keywords : immigrant workers, demographic change, labor market imbalance,
young and olde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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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이 사업장 내의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자
료의 한계로 인해 밝혀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에 등록된 외국
인 행정 DB로부터 개인별 고용 이력을 추출하여 사업장 수준의 월별 외국
인 고용 현황 자료를 생성하였다. 이 자료를 고용보험 DB를 통해 구축된
사업장 수준의 월별 내국인 고용 현황 자료와 매치시켜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월별 내․외국인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업장 및 시간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 내․외국인 고용이 동월간에는
주로 보완성을 보였다. 그러나 시차변수를 도입한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
외국인력이 사업장에 유입된 지 2~3개월 후에는 내국인 고용의 부분적인
대체가 발생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양태는 업종, 외국인력의 체류자격,
내국인 근로자의 특성 및 직종에 따라 달랐는데, 주로 특정 직종의 저학
력․저숙련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외국인력에 의한 취약계층 근로자
의 대체는 존속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
이는바, 이를 외국인력정책 및 산업정책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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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노동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산업 연수생을 시초로 고용
허가제 및 방문취업제를 시행하며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문을 점차 확대해
왔다.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들은 최저임금제의 적용 등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한국으로의 취업을 희망해 왔다. 한편 제조업
을 중심으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양호하지 않은 근무 환경(예컨대 3D 업종)에서도
일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국내 기업에도 유리하게 인식되어 왔다. 정
부도 사용자들의 인력난 호소를 근거로 외국인 고용의 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 왔고, 이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 수도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1)
그러나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효과, 특히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즉 기업이 내국인 대신 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용 절감 및 인력난 해소로 인해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보완성을 가진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저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효
과는 내국인 근로자의 숙련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선 저숙련 외국인 근
로자의 유입은 내국인 근로자 중 저숙련 근로자를 일부 대체하는 방향으로 효
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전체 노동공급 중 저숙련 근로

1) e-나라지표에 제공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1998년 말 308,339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18년 말 2,367,607명으로 7.7배 증가했는데, 특히 노동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장기체류자(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
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수가 같은 기간 147,914명에서 1,687,733명으로 11.4배 증가했다. 한편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 수는 같은 기간 99,537명에서 355,126명으로 3.6배 늘
었는데, 이들 역시 불법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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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수급원리에 따라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하고 숙
련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저숙련 외국인력
의 도입은 이론적으로 내국인력 중 주로 저숙련 근로자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
이 높다. 기업의 업종과 규모, 근로자의 직종, 학력 등에 따라 숙련인력의 비중
이나 숙련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의 효과를 고찰함
에 있어서도 기업과 근로자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규명하는 것은
국가적인 외국인력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정책 당
국은 외국인력의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는 양적인 조절 장치를 통해 내국
인 고용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제한다는 원칙을 갖고 외국인력정책을 운
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외국인력이 실제로 내국인력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와 구체적인 양태는 어떠한지를 밝혀내는 것
은 외국인력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시도되어 왔는데, 먼저 해외연구를 방법론 중심
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널리 쓰인 방법인 지역 간 비교법에서
는 외국인이 유입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내․외국인 간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다(Angrist and Kugler, 2003; Dustmann et al., 2005). 생
산이론 접근법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생산요소로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생산함수로 표시하여 대체 및 보완관계를 확인한다(Borjas, 1987; Greenwood
and Hunt, 1995). 한편 미시적인 접근법으로서 기간모형(duration model)을 이
용하는 방법(Malchow-Moller et al., 2009)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수준
변화가 이미 취업 중인 내국인 근로자가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될 확률에 미치는
효과와 실직 또는 이직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이용한 실증 결과들이 내․외국인 간 고용의 대
체성․보완성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보여주지는 않았으며, 이용 자료와 분석
대상, 분석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내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자료의 한계로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다. 조준모(2004)는 한국노동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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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조사｣(2003년 7~10월)의 외국인 근로자 표본을 사용
하여 산업별 요소수요 간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과 국
내 노동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력과 국내인력 간에 대체관계
보다는 주로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2004년 7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 이후에 나온 연구로서 김정호(2009)
는 Malchow-Moller et al.(2009)과 같이 사업장 내 동일 직종의 외국인 고용 수
준이 개별 근로자의 고용 지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대체관계를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2005년 12월까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입(2006년 1월 이후 임의가입으로 전
환)이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무가입 기간의 외국인 피보험자 자료로부터 외국
인력의 사업장별 도입 현황을 추정하였다. 반면 내국인에 대해서는 동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연인원 중 3%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분석 표본을 구축
하여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비율과 증가율이 내국인 표본 근로자의 실직과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 및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장 전체 수준의 서비스 업종에서, 또
한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학력 보유자에게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의 대체
관계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1년 남짓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 내 피
보험 내국인 근로자 일부를 표집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대체효
과가 나타나는 업종과 학력층을 식별한 데 의의가 있다.
이규용․박성재(2008)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자료(2004년 7월~
2008년 5월)의 산업별 내국인 종사자 수에 해당 산업의 외국인력 규모가 미치
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업종별 외국인력 규모는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와 기존 자료에 일정한 가정을 부여하여 연
구자가 추정한 값이었다. 그 결과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외국인력이 내국
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산업별 외국인력
규모에 관한 시계열 자료는 연구자의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산업별 관
측치 수도 소수(47개월치)에 불과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유경준․이규용(2009)은 이규용․박성재(2008)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내
국인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을 그랜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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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 검정법(Granger causality test)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과 가사
서비스업은 인과관계 검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외국인 고용을 핵심 독립변수로 하고 산출량을 통제
한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사용하여 내국인 근로자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이 없었지만, 음식․숙박업은 내국인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경준․이규용(2009)과 같은 자료와 부분조정모형을 이용하되, 단위
근(unit root)을 제거하여 분석한 이규용 외(2011)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으로써,
내․외국인 고용 간의 상관성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
다. 역시 분석모형보다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신뢰할 만한 결론을 얻기 어려웠
던 것이다.
분석자료 면에서 진일보한 유길상 외(2011)의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
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2005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월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외
국인 근로자 수의 자연대수 값의 시차(1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를 변수로
하여 양자 간의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업종별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업종별
로 인과성의 방향과 시차 변수의 부호가 다르게 나타났다. 외국인의 고용 변화
가 내국인의 고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에서 발견되었으며,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는 농축산업에서만 나타났
다. 고용허가제 전 기간에 걸쳐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에 미
치는 인과관계가 양(+)의 부호를 가졌으나, 2007년 이후의 자료만을 이용한 분
석에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효과가 약해지거나 내국인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점이 발견되었다. 요컨대 외국인 고용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내국인 고용과 보완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점차 일부 업종에서 대체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강동관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30개 대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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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여 2005~2015년 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내․
외국인 고용의 대체성을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에
서 탄력성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 내․외국인 고용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음
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대체탄력성의 추정에 보다 적합한 동일 산업 내의 사업
체 정보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연도별 산업 대분류 자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연구의 한계였다.
이상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04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고용허가제 시스템에 등
록된 외국인 전수자료(즉,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정
보)를 연구자가 사업체 단위로 재구성한 월별 자료와 고용보험 DB로부터 한국
고용정보원이 구축한 사업체 단위의 국내 상시직(상용․임시직) 고용 현황에
대한 월별 자료를 병합하여 만든 사업장 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내․외국
인 고용 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한다. 이는 김정호(2009) 등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시기 및 표본의 대표성 면에서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와 유사한 형식의 자료와 그랜저 인과성 검정 방법을 이용한
유길상 외(2011)의 연구와 비교한 차별성은 다음부터 언급할 분석의 세부 내용
과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저숙련 외국인력도 인적 특성에 따라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체류자격, 즉 사
증(visa)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을 비교해 본다. 특히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한국어 구사가 능숙하고 취업 절차가 보다 간소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
업제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의 효과를 분리하여 업종별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일부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셋째, 전술하였듯이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
은 숙련 수준 등 내국인의 인적 특성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는바, 본 연구에
서는 내국인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종별로 나누어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각각 분석한다.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구분이 의미
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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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분석 모형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통해 관찰할 수 없는
사업장 단위 또는 시기별 이질성(heterogeneity)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외국인 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같은 시점(동월)에 관찰된 관측치들 간의 관계를 통해 일
차적으로 파악한 후에 시차(1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변수를 이용한 양자
간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통해 방향성과 반응속도에 대해 분석한다. 그런데 추
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별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의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서 서로 다른 시점
에 관찰된 내․외국인 간 고용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내의
두 인력 간 대체․보완관계를 규명한다. 다음으로 시기별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월별 더미변수를 투입하여 경기변동과 날씨, 명절효과에 따른 조업일수
차이 등 거시적인 변동 요인이 미치는 영향도 통제하였다.
이하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 저숙
련 외국인력의 도입 현황을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설
명하고 요약통계를 제공하며, 분석 방법으로 사용한 계량모형을 제시한다. 제
Ⅳ장은 계량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제Ⅴ장은 결론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저숙련 외국인력의 도입 현황

1.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우리나라는 1993년 중소 사업체의 인력난 타개를 위한 외국인 노동력 수입
요구를 받아들여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임금체불 및 불법체류
자 양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
향으로 제도의 수정을 거쳤다.
마침내 2004년 7월, 3년의 취업 기간으로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력을 받아들
이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를 시행하여 저숙련 외국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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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하였다. 고용허가제하에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은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하여 송출국의
인력풀에서 근로자를 선발하는 절차를 걸쳐 고용을 허가받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중국 및 구소련권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 우대를 위해 2002
년부터 취업관리제를 시행하여 서비스업 취업을 허용하였고 그 후 허용 업종이
추가되었다. 2007년 3월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자유
로운 고국 왕래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신설하고, 방문
취업제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현재 저숙련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 외국인을 관리하는 고
용허가제와 외국국적동포를 관리하는 방문취업제의 양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매년 도입 쿼터(재입국 취업자 포함)는 2004년 약 4만 명으로 시작
하여 2006~2008년 10만 명을 상회했으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2011년 3~4
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2012년 이후 5만~6만 명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이 가
운데 외국국적동포는 2007~2008년에 6만 명 수준까지 유입이 허락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총 체류인원이 30만 3천 명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상
태이다.2) 한편 외국인력 도입 허용 업종은 사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확대되었
고, 고용계약 기간 또한 3년에서 4년 10개월(3년 + 재고용 허가 시 1년 10개월)
으로 연장되었다.3) 참고로 다른 OECD 회원국들이 저숙련 외국인력의 체류기
간을 대부분 1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매우 긴 편인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가능성을 높이고, 또한 중위 수
준의 숙련을 요하는 직무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한다(이규용 외, 2015).4)

2) 매년 도입된 외국인력의 체류자격별․업종별 배분 쿼터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https://www.eps.go.kr/).
3)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이 없었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했지만 마지막 사업주와 1년 이상 일한 경우 귀국 3개월 경과 후 재입국
하여 귀국 이전 사업장(30인 이하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에 국한)에 재취업할 수 있다.
4) 통계청의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중 단순노무
종사자는 36.2%에 불과하고,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46.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자도 13.6%를 차지한다(이규용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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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인 고용 보호 장치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에 외국인력 도입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억제하기 위
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외국인력정책
위원회가 매년 산업별 인력부족률 통계를 근거로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 업종,
업종별․기업규모별 내국인 피보험자 수 대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등을 결정
하여 고시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의 결정 방법은 경기 및
고용 상황, 외국인력 수요동향 조사, 인력부족률 조사, 출국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 관련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도입을 결정한
다. 방문취업제의 경우 산업별 허용 인원을 정하지 않고 총 방문취업자 수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외국인
허용인 수를 제한하는데,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대비 외국인 비중의 허용 수준이 더 높다.
또한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관련 법률 제6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14일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 및 매체 등을 통한 구인광고를 통해 구인 노력을 증명할
경우 7일로 단축하고 있다.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
내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기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
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자격으로 두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제도상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사전적으로 대체하
는 것을 막는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실제로 내국인의 고용이
외국인력의 도입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 사전적인 규제만으로는
내국인 고용 보호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
업구조의 고용창출능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유경
준․신석하, 2012), 외국인력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가 존재해
온 가운데, 외국인력의 내국인 고용 대체 여부와 그 행태에 대해 보다 정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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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3.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의 특성
고용보험 DB자료를 이용하여 박진희 외(2015)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전체 사
업장과 비교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자. 전체
사업장의 산업별 분포에서는 제조업이 30.8%인 데 비해,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이 79.8%를 차지한다. 규모별로는 고용보험
DB의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이 71.0%, 5인 이상 10인 미만이 15.3%, 10인
이상 30인 미만이 9.6%를 차지하여 5인 미만 기업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보
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각 범주별로 39.2%, 21.1%, 27.2%
의 분포를 보여, 여전히 5인 미만의 기업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과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도 상당히 존재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내에서는 상대적
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된 전체 사업체에서 1,500개 업체를 확률 표집
하여 추출한 이철수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2011년 7월 기준으로 외국인이
고용된 사업체의 형태는 단독 사업체(단일 사업장)가 92.7%로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수의 88.4%를 차지
하고 있었다. 특히 단독 사업체 중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외국인이 집중되
어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이 어업과 서비스는 대부분이 단일 사업장
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요컨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수요가 높았
던 것이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이 빈번한 이유로는 구인난이 가장 많이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이규용 외(2011)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외국인
을 고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난(65.0%)을 들고 있는 가운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는 그 비율이 압도적(82.4%)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임금
이 낮다는 점(12.0%)이 지적되었고, 낮은 이직률(7.4%)도 장점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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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구축되었다. 먼
저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행정 DB 자료를 고용노동부의 허
가를 얻어 2012년 7월에 추출하였다. 이 자료에는 2004년 7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E-9와 H-2 사증을 가진 전체 외국인의 고용보험 DB상 사업장 번호, 고용
계약 시작 및 종료일, 성별, 연령, 학력, 한국어 수준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
보가 담겨 있었다. 이 외국인 DB 자료에서 개인별 사업체 피고용 이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사업체 관점의 외국인력 고용 이력 정보로 전환시켜 사
업체 수준의 월별 외국인력 고용 현황 자료(자료 A)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
였다. 다음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고용보험 DB로부터 구축해둔 사업체 수준
의 월별 내국인 상용직 및 임시직 고용 정보(2012년 본 연구의 최초 착수 당시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정리)가 담긴 사업체 수준 패널자료(자료 B)
를 제공받았다. 이 사업체 수준 패널자료(자료 B)와 사업체별 외국인력 고용 현
황 자료(자료 A)를 고용보험 DB의 사업장 번호로 매치시켜 분석 자료(자료 C)
를 생성하였다.5) 이렇게 만들어낸 분석 자료는 외국인력 및 내국인력의 월별
고용 변동을 사업체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희소한 자료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에 대해 2004년 1월~2010년 12
월(고용허가제가 도입된 해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체 수준 패널자료가 제
공된 해까지)의 월별 패널자료 형식으로 구축되었다. 이때 고용허가제상의 규
5) 논문 초고의 심사의견 중 고용보험 DB에 존재하는 상용직 및 임시직 변수는 정확성이
의심되는 변수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직
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 내의 상시직 내국인 근로자 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월별 상시
직 규모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장 수준의 월별 내국인
고용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완벽한 자료를 얻기 어려워 독자가 주의해야 할 필요
성만 일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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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 사업장은 제외하였다. 또한 외국인
자료(자료 A)와 고용보험 사업체 자료(자료 B)를 매치시키는 데 있어 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일 사업장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지사 사업장이
고용보험 등록 시 본사(사업체) 번호 또는 별도의 지사(사업장) 번호를 혼용하
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사인 경우 같은 고용보험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6)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결과적으로 약 8천 개 사업체의 내․외국인 고용 현황에
관한 84개월간의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총 40만 개 이상의 관측치를 제공했다.7)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위와 같이 힘든 과정을 거쳐 구축되었지만 그 노력을
보상할 만한 장점들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첫째,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행정
DB를 이용함으로써 표본 조사가 갖는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물
론 고용허가제를 통하지 않고 불법취업 등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력을 포괄하
지는 못했다. 둘째, 외국인 행정 DB를 고용보험 DB와 연결시킴으로써 취업 업
종이 자유로워 외국인 DB만으로는 산업별 취업 분포를 사전적으로 알 수 없는
외국국적동포(H-2)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를 파악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
다. 셋째, 기간 내 한번이라도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을 자료에 포함되도록 하
여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기 전과 후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효과를 파
악할 수 있었다. 넷째, 패널자료라는 특성상 한 사업체 내에서의 고용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내국인이 동종업계 다른 사업체로 이
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종 내 총 외국인 수를 분석 대상으로
6) 참고로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만 기입하므로 관리번호의 중복이 없다. 필자들이
매치시킨 자료들(자료 A와 자료 B)이 고용보험 관리번호 대신 산재보험 관리번호를 사용
했다면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들을 제외하는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7) 만약 약 8천 개(정확히는 8,091개)의 사업체가 8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측되었다면, 총
관측치 수는 약 68만 개(정확히는 679,644개)가 되어야 하지만, 관측 기간 도중에 신설되
거나 폐쇄된 사업장의 경우 84개월의 관측치를 전부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유효
관측치 수는 433,596개로 줄었다. 한편 이후의 계량분석 때는 사업장 고정효과 모형을 사
용하므로 사업장 수준에서 시점 간 변이가 없었던 사업장의 관측치는 추가 탈락되어 총
7,682개 사업장의 405,712개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또한 고용허가제 시행 직전의 내국인
고용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표본의 기술통계(그림 1 등)에는 2004년 1월부터 관
측치를 포함시켰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분석 자료에 포착된 것은 2004년 9월부터였
다. 이후의 계량분석에서 기간을 2004년 9월 이후로 한정해도 정성적인 결과에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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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 자료의 외국인 고용 단일 사업장 내․외국인 근로자 수 추이
(천 명 )
180

8

160

7

140

6

120

5

100
4
80
3
60
2

40

1

20
0

0
2 0 04 .1

2 0 0 5 .1

2 0 0 6 .1
내 국 인 (좌 축 )

2 0 0 7 .1

2 0 0 8 .1
E-9 (우 축 )

2 0 0 9 .1

2 0 1 0 .1

H -2 (우 축 )

자료 : 고용허가제 외국인 행정 DB, 고용보험 DB. 두 자료의 매치 방법은 본문 참조.

삼은 연구는 내국인의 전직 등이 반영된 결과적인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본 연구는 사업장 수준에서 개별 사용자가 내․외국인 인
력을 놓고 고용을 결정하는 가장 미시적인 행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이제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 나타난 내․외국인 근로자의 추이와 평균값 등
기초적인 정보를 살펴보자.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자료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단일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2004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 번이라
도 고용한 적이 있는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상용직․임시직 근로자
에 관한 사업체 수준의 월별 요약 정보를 담고 있다.
먼저 [그림 1]에서 해당 시기, 해당 사업장의 내․외국인 근로자 추이를 살펴
보자. 해당 사업장의 내국인 근로자는 2004년 초 약 8만 명에서 추세적으로 증
가하여 2010년 말에는 16만 명에 근접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2008년 하
반기부터 2009년 말까지로 간주)에서도 내국인의 고용 감소가 크지 않았던 것
은, 당시 고용 조정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심하게 받았던 일용직 근로자가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시기에 해당 사
업장의 일반 외국인(E-9) 근로자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하반기 이후
급증세를 보여 2008년 중반에는 6천 명에 이르렀으며, 경제위기 때 격감했다가
2010년에 다시 빠르게 회복하여 2010년 말에는 7천 명을 넘어섰다. 한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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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동포(H-2) 근로자는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과 함께 증가세가 빨라지고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감소하지 않아 2010년 말에는 5천 명에 근접했다.8)
<표 1> 분석 자료의 외국인 고용 단일 사업장 내․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특성
(단위 : %)

성별
남
여
연령
청년(29세 이하)
중년(30~54세)
노년(55세 이상)
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직종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한국어 수준
상
중
하

내국인

외국인

70.9
29.1
20.1
71.6
8.2
12.9
60.3
11.1
15.0
0.5

E9

H2

84.9
15.1

62.0
6.0

22.9
9.1

42.4
49.7
7.9

38.7
25.5
3.7

3.7
24.2
4.2

6.0
11.9
66.5
8.4
7.2

7.3
4.5
9.0
12.8
1.2
0.3
18.1
10.8
36.0
2.0
57.9
8.1

주 : 사업장별 월별 관측치의 2004년 1월~2010년 12월간 평균값이며, 음영은 해당 정보
가 없거나 관련이 없음을 표시함.
자료 : 앞과 동일.
8) 참고로 2007년 이후 E-9 체류자보다 H-2 체류자가 더 많았음에도, [그림 1]에서는 전자
보다 후자가 더 적은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취업 업종이 자유로운 H-2 체류자의
다양한 취업 형태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에 고용되지 않고 가사도우미나 보모 등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국국적동포(조선족)
여성 근로자들이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다.

외국인력 도입의 내국인 고용 영향: 사업장 수준의 월별 자료 분석(정성진․ 김희삼) 

47

<표 1>은 해당 사업장의 내․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별 월별 관측치의 2004년 1월~2010년 12월간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내국인이 약 70%, 외국인이 약 85%로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남성 중심의 분포를 보였다.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숙련 외국인 고
용 사업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내국인은 중․노년이 많은 데 비해, 외국인 근로
자(특히 E-9)의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었다.
학력별로는 내국인 근로자가 중졸(60%) 중심인 데 비해, 외국인 근로자(E-9
만 학력 정보 포함)는 고졸(67%) 중심이었다. 내국인 근로자의 직종 분포를 보
면, 단순노무 종사자(36%)가 가장 많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8%), 서
비스 종사자(1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1%) 순이었다. 외국인 근
로자(E-9)의 한국어 수준은 중간 정도(58%)로 표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2> 분석 자료의 외국인 고용 단일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국적 분포
(단위 : %)

전
산업

E-9 합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E-9 기타국
H-2 합계
한국계 중국인
중국
H-2 기타국
총 외국인

67.9
18.5
9.1
6.8
8.8
10.3
7.0
2.6
1.4
1.0
1.2
1.3
32.1
29.3
1.6
1.2
100

주․자료 : 앞과 동일.

하수폐기물처
도매
농업, 숙박 및
제조업 리, 원료재생 건설업
임업 및 음식점
및
및 환경복원
어업
소매업
업

72.8
19.6
10.1
7.4
8.9
11.3
7.4
2.9
1.5
1.0
1.3
1.4
27.2
24.7
1.3
0.2
100

38.6
9.6
3.2
3.5
7.9
3.9
5.4
1.7
1.5
0.9
0.4
0.7
61.4
58.2
2.2
0.3
100

44.8
10.4
1.8
3.8
20.9
4.3
1.4
0.6
0.2
1.2
0.0
0.3
55.2
53.4
1.8
0.0
100

58.9
13.5
4.9
8.0
5.7
9.0
12.0
0.9
1.7
0.4
1.9
0.9
41.1
36.7
1.5
1.3
100

81.5
45.9
2.0
5.8
7.6
4.9
7.9
0.8
0.7
4.1
1.0
0.8
18.5
13.7
1.7
0.4
100

0.03

99.97
94.2
5.4
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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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분석 자료에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국적 분포를 사업장
별 월별 관측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E-9와 H-2를 통틀어 한국
계 중국인(중국 국적의 동포)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베트남(19%) 국
적의 외국인이었다.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들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농업, 임
업 및 어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 취업한 외국인
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이었다.
[그림 2]는 분석 자료에 포함된 E-9 및 H-2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업장의 규모별로 나타낸 것이다.9) 두 유형의 외
국인 근로자 모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
게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외
존 비율이 높다는 점을 더욱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2] 외국인 고용 단일 사업장의 규모별 외국인 고용 비중
(단위 : %)
8.3
6.4

3.9

3.7
2.6

1.6

1.5

1

0.7

전체

1.9

1~4인

5~9인

10~29인
E-9

30~49인

1.1

0.7

50~99인

0.6

0.4

100~299인

H-2

주․자료 : 앞과 동일.
9) [그림 2]에서는 동일 사업장이 관측 시점에 따라 전체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규모 범주가
바뀐 경우 해당 범주의 평균값 계산에 각각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어떤 사업장이 분석 기간의 절반은 30~49인 사업장, 나머지 절반은 50~99인 사업장
으로 분류되었다면, 각 범주의 외국인 고용 비중 평균값 계산에 절반씩의 관측치가 포함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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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축된 월별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동일 사
업장 내 외국인과 내국인 고용의 상관관계(correlation) 및 상호 간 인과관계
(causality)를 파악해 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다.
먼저 내․외국인 간 고용의 동시적 변화, 즉 동월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식 (1)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였다.
           

(1)

여기서  와  는 각각 개별 사업장  의  시점에 관찰된 내국인 근로
자 수와 외국인 근로자 수이다.10)  는 사업장  의 고유한 특성(예: 고용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의 고유한 환경이나 사용자의 선호 등의 요인)에 의한
고용 효과로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업장 특수적 효과를 가리킨다.   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장의 고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예:
월별 경기변동, 일기불순, 명절효과, 고용 관련 법령 등 제도 시행 등)을 가리키
며,   는 오차항이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는 개별 사업장에 관한 상세한 미시적 정보가 제공되
지 않아  의 영향을 직접 통제할 수 없지만, 동일 사업장에 대해 다시점 관측
치가 존재하는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의 효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
다. 즉 사업장 단위의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통해 동일 사업장 내에서

10) 내․외국인 근로자 수의 자연대수(ln) 값을 사용하여 탄력성을 추정할 수도 있지만, 사업
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1명 늘 때 내국인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인원수 단위로
파악하기 위해 수준(level) 변수를 사용하였다.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몇
% 늘리고 내국인 근로자를 몇 % 줄일 것인가의 결정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 들
여오고 내국인 근로자를 몇 명 내보낼 것인가의 결정이 현실적일 것이다. 더욱이 [그림
1]에서 분석 자료에 포함된 사업장 내 내국인 근로자 총수(좌축)와 외국인 근로자 총수
(우축)의 상대적 비중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령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사업장 내
내국인 근로자 한 명을 대체한 경우에도 탄력성(=내국인 근로자 수의 변화율/외국인 근
로자 수의 변화율)은 미미한 값을 갖게 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내의
내․외국인 근로자 수를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하지만 수준변수에 자연로그
를 취해 탄력성을 추정한 경우에도 이후 모든 분석 모형에서 정성적 결과는 차이가 없
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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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고용량은 어떤 상관관계를 보였는지를 분석하는 개체 내 추정량
(within estimator)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장 고유의 시간불변적(time-invariant)인
특성은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월별로 관측된 각 변수
의 평균값을 원래의 변량에서 차감하여  를 제거한 모형을 추정하게 되는 것
이다. 한편 사업장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 변동 요인
  는 월별 시간 더미변수들을 투입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

이처럼 내국인의 고용에 미치는 사업장 특수적 요인 및 거시적 변동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사업장 단위의 종단자료와 패널분석 모형을 이용함으로
써 자료에서 관찰되지 않은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외국인 고용의 동기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개체 및 시간 고정효과(entity and time fixed effects)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모형 (1)에서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사업장 내에서 동기간에 내․외국인 고용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은 양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동기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므로 한쪽이
변화하여 다른 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내국인의 이직으로
인해 외국인을 채용하였는지, 또는 외국인의 고용으로 인해 내국인의 고용에
변동이 생겼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외국인 간 고용이 서로 시차
를 두고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어떤 사업장에서 생산라인을 두 배로
늘려 추가로 내․외국인을 고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 양자 간에는 예전
에 대체관계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규모 효과에 의해 양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마치 보완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내․외국인 고용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형이 필
요한데 종단자료의 성격을 살려 시차변수(lagged variables)를 이용할 수 있다.
유사한 목적의 기존 연구에서도 주로 이용되었던 그랜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분석(Granger, 1969)을 다음 식 (2)와 같이 수행한다.


 




   



 




  

        

(2)

그랜저 인과성 분석은 위 모형에서처럼 개별 사업장  의  시점 내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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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전 시점들의 내국인 고용 관측치들 외에 이전 시점들
의 외국인 고용 관측치들을 추가하는 것이 설명력의 유의미한 증가를 가져오는
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만약 계수  들의 추정치가 F-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동
시에 0이 아니라면 이전 시점들의 외국인 고용 관측치가 현 시점의 내국인 고
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그랜저 인과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들의 부호에 따라 그 영향이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는 것인지
보완하는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그랜저 인과성 분석에 있어서도 모형 (1)과 유사하게 개
체 및 시간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개별 사업장 단위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
성과 거시적인 변동 요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였다. 또한 주된 관심
은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지만, 역방
향의 그랜저 인과성도 살펴보기 위해 식 (2)에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바꾼
모형도 추정해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분석 결과를 보고할 때 외국인 고용에
대한 내국인 고용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시차의 크기(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3개월로 정하였다. 첫째, 적정
한 시차 선택을 위해 양 방향의 그랜저 인과성 모형에서 3개월, 6개월, 12개월
전까지의 전기 값들을 넣은 모형들로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정된 결
정계수(adjusted R-squared)의 값이 3개월 전까지의 시차 변수들을 넣은 경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을 종속변수로 한 역방향의 인과성 분
석에서도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전에 내국인 해고 금
지 기간(2개월) 및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7~14일)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고용 변동 이후 외국인 고용 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3개월의
시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Ⅳ. 분석 결과

이제 위에서 설명한 모형을 이용하여 내․외국인 고용 사이의 동기간 상관성
과 그랜저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먼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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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분석 결과를 보고한 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산업별로도 외국인력의 체류자격에 따라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를 소개한다. 끝으로 내국인의 인적 특성에 따라 외국인력
유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고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도 언급한다.

1. 전체 사업장의 평균적 분석 결과
먼저 <표 3>에서 사업장 내 내국인 고용과 외국인 고용의 동기간 상관성 및
상호간 그랜저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자. 표 상단에는 앞서 언급한 모형
(1)을 이용하여 추정한 양자 간의 동기간 상관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추정 결과
는 매우 유의하였다. 사업장 단위의 시간불변적인 이질성과 거시적 월별 변동
요인을 통제했을 때, 내․외국인 고용 간의 동월 상관계수가 0.58로 나타난 것
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대로 이러한 동기간 상관성을 근거로 양자 간의 관계를
보완관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시차변수를 도입한 인
과성 분석을 통해 대체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표 3>의 하단에는 3개월 전까지의 시차변수를 포함한 모형 (2)를 이용하여
그랜저 인과성을 검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11) 먼저 모형 (2A)와 같이 내국
인 고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1~3개월 전의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자. 1개월 전 외국인 고용의 영향은 양(+)의 값으로 추
정되어 동기간 상관성과 정성적으로는 유사한 패턴이었지만, 2개월 전과 3개월
전의 외국인 고용의 영향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1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시차 설명
변수가 동시에 0인지를 검정한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내국인 고용은 사업
장 내 외국인 고용에 의해 인과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고용의 내국인 대체효과가 시차를 두고 외국인력이 사업장에 들어온 지 2~3개
월 후에 나타난 것이다. 물론 시차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은

11) 그랜저 인과성 분석 방법에 따라 3개월 전까지의 시차 종속변수들도 당연히 함께 포함
한 모형을 추정하였으나, 결과표에는 시차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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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업장 내 내국인 고용과 외국인 고용의 동기간 상관성 및 상호 간 그랜저 인과성
모형 (1) 종속변수 : 총 내국인 수 t
상
관
성

그
랜
저
인
과
성

0.580***
(35.66)
432,920(7,819)
0.0003/0.0183

총 외국인 수 t
관측치 수(사업체 수)
R2: 전체 / 사업체 내
모형 (2A) 종속변수 : 총 내국인 수 t

모형 (2B) 종속변수 : 총 외국인 수 t

총 외국인 수 t-1

총 내국인 수 t-1

총 외국인 수 t-2
총 외국인 수 t-3

Prob>F
관측치 수(사업체 수)
R2: 전체/사업체 내

0.076***
(7.42)
-0.061***
(-4.32)
-0.031***
(-2.99)
(0.000)
405,712(7,682)
0.9956/0.9141

총 내국인 수 t-2
총 내국인 수 t-3

Prob>F
관측치 수(사업체 수)
R2: 전체/사업체 내

0.003***
(12.47)
-0.002***
(-6.00)
-0.000*
(-1.94)
(0.000)
407,185(7,714)
0.8575/0.7958

주 : 이하의 표에서 ( ) 안은 t-값, *** p<0.01, ** p<0.05, * p<0.1, 음영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대체관계를 표시함.

매우 높았지만, 절댓값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대체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
난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는 부분적인 대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업종이나 내․외국인의 인적 특성에 따라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가능성이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모형 (2A)는 산업별․인적 특성별 추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를 통해 시차를 둔 대체효과의 파장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 3> 하단의 모형 (2B)에서는 종속변수를 외국인 고용으로, 설명변수
를 내국인 고용의 시차변수로 하여 역방향의 인과성을 검정해 보았다. 만약 사
업장 내에서 내국인의 이직으로 비게 된 자리를 외국인 채용으로 메우고 있다
면, 내국인 고용의 시차변수들이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분
석 결과 2개월 전의 내국인 고용에서 음의 계수 값, 즉 만약 2개월 전에 내국인
고용이 줄면 금월의 외국인 고용이 는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모형 (2A)에서
본 반대 방향의 인과성보다는 영향력의 크기가 확연히 작았다. 그리고 1개월
전 내국인 고용이 외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미미했고, 3개월
전 내국인 고용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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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내․외국인 고용 간의 상호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통해 발견한 것
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채용 후에 내국인 고용이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시차를 두고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내국인 고용이 외국인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하의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
추기로 한다.

2. 산업별 분석 결과
앞서 <표 2>에서 보았듯이 사업장에 도입된 외국인력의 국적은 산업별로 상
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인적 특성도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도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분석 자료에 포함된 사업장들을 산업별로 나누어 동기간 상관성
과 그랜저 인과성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13)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동기간 상관성은 매우
큰 양(+)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장에 외국인이 들어온 동월에 내국인 고용
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업 확장기의 인력수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그랜저 인과성 분석 결과를 보면, 외국인이 들어온 지 3개월 후에
내국인 고용에 부분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여기에는 사업주의 사전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이루어지는 고용
허가제 시스템하에서 사업장의 내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단기간에 외
국인 근로자로 메우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선행하고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한
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13) 가령 대인 업무가 많은 도소매업의 판매직보다는 농림어업의 인부 등이 외국인력에 의한
대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고로 고학력(대학원 졸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이민자 출신의 직업 선택에는 차이가 있었다. Peri and Sparber(2011)의 미국
고학력 노동시장 분석에 의하면, 고학력 이민자는 수리적․분석적 스킬이 요구되는 직종
에 특화된 데 반해, 고학력 내국인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직종에 특화된 경
향이 있었다. 또한 직종 내 고학력 근로자 중 이민자 비중이 늘 때 고학력 내국인 근로
자는 분석 업무가 적고 소통 업무가 많은 새로운 직종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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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업장 내 내국인 고용에 대한 외국인 고용의 산업별 상관성 및 인과성
종속변수 :
총 내국인 수 t
상
관
성

그
랜
저
인
과
성

상
관
성

그
랜
저
인
과
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총 외국인 수 t

0.617***
(48.23)

0.352***
(12.41)

관측치 수(사업체 수)
R2: 전체/사업체 내

375,824(6,741)
0.0017/0.0246

19,016(536)
0.0307/0.0296

14,309(392)
0.0000/0.0739

총 외국인 수 t-1

Prob>F

0.044***
(5.16)
-0.016
(-1.36)
-0.049***
(-5.32)
(0.000)

0.038
(1.63)
0.009
(0.32)
-0.073***
(-3.09)
(0.003)

-0.043
(-0.80)
0.040
(0.53)
-0.024
(-0.42)
(0.752)

관측치 수(사업체 수)
R2: 전체/사업체 내

353,896(6,680)
0.9933/0.9025

17,044(500)
0.9800/0.8073

13,056(376)
0.9838/0.8936

종속변수 :
총 내국인 수 t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총 외국인 수 t

0.598***
(5.50)

0.461***
(6.96)

관측치 수(사업체 수)

4,306(187)

6,880(120)

4,623(92)

R : 전체/사업체 내

0.0249/0.0601

0.0219/0.0591

0.0058/0.0168

총 외국인 수 t-1

0.428***
(2.61)

0.048
(1.14)

0.052
(1.32)

총 외국인 수 t-2

-0.501**

0.060

-0.074

(-2.28)

(1.03)

(-1.37)

총 외국인 수 t-3

0.366**

-0.145***

-0.009

(1.98)

(-3.39)

(-0.23)

(0.003)

(0.002)

(0.153)

총 외국인 수 t-2
총 외국인 수 t-3

2

Prob>F
관측치 수(사업체 수)
2

R : 전체/사업체 내

도매 및 소매업

0.324***
(4.15)

-0.142***
(-2.69)

3,497(151)

6,480(117)

4,312(90)

0.9197/0.4966

0.9948/0.9243

0.9896/0.8679

제조업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가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외
국인 고용 3개월 후에 일부 내국인이 사업장을 떠나는 행태가 관찰되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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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외국인 유입 후에 내국인이 대체되는 모습이 드러나
지 않았다.
건설업에서는 외국인 고용 2개월 후에 내국인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
났는데, 그 부정적 효과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특징이 있다.14) 하수폐기물처
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는 외국인 고용 후 1~2개월까지는 잠잠하다 3
개월 후에 내국인 고용이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는 외국인 유입의 내국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시차 없이 동월에 나타났다. 이들 1차 산업은 사업장 규모가 일반적으
로 영세하고 근로 감독이 상대적으로 드물며, 일의 성격도 능숙한 의사소통능
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외국인 간의 고용 대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외국인 체류자격별․업종별 분석 결과
이미 <표 2>에서 확인하였듯이,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외국인력(E-9)인 경우
와 외국국적동포(H-2)인 경우에 업종별 분포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
려하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체류자격별로 구분하고 내국인 근로자와의
상관성 및 인과관계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15)
먼저 내국인 고용과의 동기간 상관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농업, 임업 및
어업의 E-9 외국인을 제외하면 모두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농림
어업은 앞서 <표 4>에서 관찰된 내․외국인 간의 동기간 대체가 E-9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그랜저 인과성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E-9 외국인 유입 2~3개월 후,
H-2 외국인 유입 3개월 후에 내국인 고용의 대체가 관찰되었다. 숙박 및 음식
점업에서는 E-9 외국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없었고, 한국어 구사가 양호한

14) 그런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지 않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력도 많아 내
국인 고용을 위협한다는 건설노조 등의 주장이 계속되어 왔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불법 취업 외국인력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5) 분석 모형은 <표 4>의 상관성 및 인과성 추정 모형에서 월별 외국인 수를 E-9 외국인
수와 H-2 외국인 수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로 투입한 모형을 산업별로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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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업장 내 내국인 고용에 대한 체류자격별 외국인 고용의 상관성 및 인과성

상
관
성
그
랜
저
인
과
성

상
관
성

그
랜
저
인
과
성

종속변수 :
총 내국인 수 t
E-9 외국인 수 t
H-2 외국인 수 t
관측치 수(사업체 수)
R2: 전체/사업체 내
E-9 외국인 수 t-1
E-9 외국인 수 t-2
E-9 외국인 수 t-3
H-2 외국인 수 t-1
H-2 외국인 수 t-2
H-2 외국인 수 t-3
Prob>F : E-9, H-2
관측치 수(사업체 수)
R2: 전체/사업체 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0.511***
0.900***
375,854(6,741)
0.0017/0.0246
0.040***
-0.251**
-0.033***
0.057***
0.005
-0.090***
(0.000), (0.000)
353,896(6,680)
0.9933/0.9025

-0.383
0.352***
19,016(536)
0.0307/0.0296
0.697
n.a.16)
n.a.
0.038
0.010
-0.073***
(0.584), (0.003)
17,044(500)
0.9800/0.80473

0.331***
0.310***
14,309(392)
0.0000/0.0739
-0.129*
0.182**
-0.133*
0.131
-0.263**
0.207**
(0.036), (0.103)
13,056(376)
0.9838/0.8937

종속변수 :
총 내국인 수 t

건설업

E-9 외국인 수 t
H-2 외국인 수 t
관측치 수(사업체 수)
R2: 전체/사업체 내
E-9 외국인 수 t-1
E-9 외국인 수 t-2
E-9 외국인 수 t-3
H-2 외국인 수 t-1
H-2 외국인 수 t-2
H-2 외국인 수 t-3
Prob>F : E-9, H-2
관측치 수(사업체 수)
2
R : 전체/사업체 내

0.749***
0.466***
4,306(187)
0.0249/0.0601
0.508*
-0.716*
0.643**
0.342
-0.416
0.150
(0.003), (0.412)
3,497(151)
0.9194/0.497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885***
0.209***
6,880(120)
0.0219/0.0591
0.047
-0.060
-0.074
0.047
0.139*
-0.197***
(0.024), (0.003)
6,480(117)
0.9948/0.9244

농업, 임업 및
어업

-0.270***
0.709***
4,623(92)
0.0058/0.0168
-0.007
-0.082
0.051
0.305***
-0.063
-0.218**
(0.129), (0.000)
4,312(90)
0.9897/0.8685

H-2 외국인(주로 한국계 중국인) 고용 후 3개월 후 내국인 고용이 부정적 영향
을 받았다. 도매 및 소매업은 E-9과 H-2 외국인의 내국인 고용 효과의 부호가
16) <표 5>에서 n.a.는 해당 변수의 계수가 추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의 경우 H-2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E-9 외국인의 수는
극히 적고 한 사업장 내에서 E-9 외국인의 고용이 지속적이지 않아 E-9 시차 설명변수
의 계수가 추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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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에 따라 엇갈리게 나타났다.17) 건설업은 외국인 고용 2개월 후의 내국인
고용 대체효과가 주로 E-9 외국인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하
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는 외국인 고용 3개월 후의 내국인
고용 대체효과가 주로 H-2 외국인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에서는 H-2 외국인의 경우 고용 3개월 후에야 내국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
가 나타났는데, E-9 외국인이 내국인과 시차 없는 동기간 대체효과를 나타낸
것과 대조를 이룬다.

4. 내국인 인적 특성별 분석 결과
이제 사업장 내 내국인 근로자를 인적 특성별로 구분하고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외국인 고용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러한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어
떠한 인적 특성을 가진 내국인이 외국인 고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6>이다.18) 먼저 동기간 상관성은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로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그랜저 인과성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고용 2~3개월 후, 여성 근로자
는 외국인 고용 3개월 후에 부정적 고용 영향이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보다는
남성 근로자에게서 시차를 둔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사업장 내 외국인
(특히 E-9) 근로자도 주로 남성이라는 점에서 남성 내국인 근로자를 일반외국
인력이 대체하는 경향이 일반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19)
17) 따라서 <표 4>에서 전체 외국인력에 대해 분석하였을 때 도매 및 소매업의 내국인 고용
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체류자격별 효과가 서로 상쇄된
것에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평균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양적 분석의 함정이기도
한데, 이는 개별 사업장 수준의 더 미시적인 질적 분석, 즉 사례 연구 등을 이용한 보완
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8) 분석 모형은 <표 4>의 상관성 및 인과성 추정 모형에서 종속변수를 월별 내국인 근로자
총수 대신에 인적 특성별로 구분된 부분집합으로 나누어 각각의 모형(예컨대 성별로 구
분할 경우 내국인 남성 근로자 수 모형과 내국인 여성 근로자 수 모형)을 추정한 것이다.
19) 한편 본 논문의 심사의견에서 이 결과가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분석 자료의 특성에서
도 기인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분석 표본 내 H-2 외국인 중 남성의 비율이 실제 체류
외국인 통계상의 H-2 체류외국인 중 남성의 비율보다 높은데, 이는 본 연구가 고용보험
DB를 활용함으로써 남성 노동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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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업장 내 인적 특성별 내국인 고용에 대한 외국인 고용의 상관성 및 인과성
종속변수 : 내국인 t

남성

총 외국인 수 t

상
관
성

그
랜
저
인
과
성

0.430***
(38.77)
432,920
관측치 수(사업체 수)
(7,819)
0.0005/
2
R : 전체/사업체 내
0.0194
0.065***
총 외국인 수 t-1
(8.48)
총 외국인 수 t-2
-0.055***
(-5.26)
총 외국인 수 t-3
-0.019**
(-2.39)
Prob>F
(0.000)
405,712
관측치 수(사업체 수)
(7,683)
0.9943/
R2 : 전체/사업체 내
0.8982
종속변수 : 내국인 t
총 외국인 수 t

상
관
성

그
랜
저
인
과
성

초졸

0.523***
(9.07)
432,920
관측치 수(사업체 수)
(7,819)
0.0014/
2
R : 전체/사업체 내
0.0009
0.021***
총 외국인 수 t-1
(4.49)
총 외국인 수 t-2
-0.033***
(-5.14)
총 외국인 수 t-3
0.020***
(4.34)
Prob>F
(0.000)
405,712
관측치 수(사업체 수)
(7683)
0.9931/
2
R : 전체/사업체 내
0.8520

여성

청년

중년

노년

0.150***
(21.12)
432,920
(7,819)
0.001/
0.0087
0.014***
(2.96)
-0.004
(-0.69)
-0.014***
(-2.98)
(0.000)
405,712
(7,683)
0.9943/
0.9048

0.052***
(9.32)
432,920
(7,819)
0.0094/
0.0085
0.004
(1.05)
0.002
(0.31)
-0.019***
(-4.77)
(0.000)
405,712
(7,683)
0.9871/
0.8963

0.565***
(48.85)
432,920
(7,819)
0.0009/
0.0347
0.062***
(8.08)
-0.042***
(-3.99)
-0.288***
(-3.66)
(0.000)
405,712
(7,683)
0.9943/
0.9060

0.051
(8.56)
432,920
(7,819)
0.0001/
0.0122
0.012***
(3.89)
-0.018***
(-4.19)
0.006**
(1.89)
(0.000)
405,712
(7,683)
0.9970/
0.9354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0.316***
(29.50)
432,920
(7,819)
0.0005/
0.0101
0.021***
(3.41)
-0.018**
(-2.18)
-0.024***
(-3.85)
(0.000)
405,712
(7683)
0.9947/
0.9327

0.057***
(23.80)
432,920
(7,819)
0.0000/
0.0244
0.004**
(2.10)
-0.003
(-1.21)
0.000
(0.03)
(0.200)
405,712
(7683)
0.9897/
0.8938

0.136***
(31.70)
432,920
(7,819)
0.0012/
0.0294
0.035***
(6.85)
-0.005
(-0.71)
-0.025***
(-4.72)
(0.000)
405,712
(7683)
0.9566/
0.7012

0.006***
(13.25)
432,920
(7,819)
0.0000/
0.0025
0.000
(1.18)
-0.000
(-0.33)
-0.000
(-0.51)
(0.611)
405,712
(7683)
0.9721/
0.9063

연령대별로는 주로 중년 근로자가 외국인 고용 2~3개월 후에 대체되는 효과
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내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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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 비중이 크다는 면에서 구성 효과(composition effect)를 감안하여야 할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수요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청년층을 찾는 기업의 수요가 높고 이들 청년층
외국인력이 주로 중년층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숙련과 지식보다는
주로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라는 점(유길상 외, 2010)이 반
영된 결과라고 추측된다.
학력별로는 중졸 근로자가 외국인 고용 2~3개월 후에 대체되는 현상이 두드
러졌다. 초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 2개월 후, 전문대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
3개월 후에 부정적인 고용 영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내국인 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7>이다.
내국인 근로자 중 서비스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외국인이
유입된 바로 그 달에도 고용이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외국인이 주로 제조업의 비전문 생산직으로 일하며, 그다음으로는 각
종 서비스업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같은 사업장 내에 이런 직종을 가진 내국인
의 일부가 동월에 대체되는 현상이 놀라울 것은 없다. 다른 직종들은 대부분
내․외국인 고용 간에 동월에는 보완성을 보였으나 대인업무인 판매직은 외국
인 도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시차를 두고는 사업장 내 외국인 유입의 내국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다른 직종에서도 발견되었다. 가령 단순노무 종사자는 외국인이 유입된
동월과 1개월 후까지는 대체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2~3개월 후에는 일부 내
국인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3개월
후 일부 대체관계가 나타났고, 기술공 등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직종에서
도 외국인 유입 후 2개월 후나 3개월 후에는 일부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었다.
2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유길상 외, 2010)에서도 내국인 생
산기능 및 단순노무인력 중에서 외국인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업체 68개사 중 69.1%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6.5%는 ‘업무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
하였다. 즉 비전문 외국인력이 내국인 근로자가 담당하던 생산기능 및 단순노무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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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무직처럼 외국인 고용이 드문 직종의 경우 사업장 내 외국인 도입은
대체성보다는 보완성을 나타냈다.
<표 7> 사업장 내 직종별 내국인 고용에 대한 외국인 고용의 상관성 및 인과성
종속변수 : 내국인 t

전문가

총 외국인 수 t

0.122***
(41.52)
432,920
(7,819)
0.0195/
0.0805
0.006***
(4.07)
-0.002
(-0.97)
-0.004***
(-2.76)
(0.000)
405,712
(7,683)
0.9821/
0.9496

상
관 관측치 수(사업체 수)
성
R2 : 전체/사업체 내
총 외국인 수 t-1
그
랜
저

총 외국인 수 t-2
총 외국인 수 t-3

인
Prob>F
과
성 관측치 수(사업체 수)

R2 : 전체/사업체 내
종속변수 : 내국인 t
총 외국인 수 t
상
관 관측치 수(사업체 수)
성
R2 : 전체/사업체 내
총 외국인 수 t-1
그
랜
저

총 외국인 수 t-2
총 외국인 수 t-3

인
Prob>F
과
성 관측치 수(사업체 수)

R2 : 전체/사업체 내

기술공 및
준전문가
0.103***
(24.74)
432,920
(7,819)
0.0081/
0.0280
0.008***
(4.36)
-0.011***
(-4.30)
0.004
(0.23)
(0.000)
405,712
(7,683)
0.9838/
0.9606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0.004***
(7.46)
432,920
(7,819)
0.0004/
0.0006
-0.000
(-0.62)
0.000
(0.64)
0.0000
(0.39)
(0.047)
405,712
(7,683)
0.9886/
0.8790

사무
종사자
0.049***
(21.13)
432,920
(7,819)
0.0006/
0.0270
0.003**
(2.38)
-0.002
(-0.91)
-0.001
(-0.90)
(0.080)
405,712
(7,683)
0.9886/
0.93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98***
(-16.26)
432,920
(7,819)
0.0139/
0.0447
0.012***
(2.89)
-0.016***
(-2.88)
0.001
(0.35)
(0.004)
405,712
(7,683)
0.9870/
0.9098

서비스
종사자
-0.123***
(-42.02)
432,920
(7,819)
0.0298/
0.1221
-0.004***
(-2.74)
0.001
(0.56)
-0.001
(-0.52)
(0.000)
405,712
(7,683)
0.9946/
0.956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246***
(45.24)
432,920
(7,819)
0.0111/
0.0394
0.000
(0.02)
0.001
(0.40)
-0.009***
(-3.21)
(0.000)
405,712
(7,683)
0.9857/
0.9540

판매
종사자
0.000
(0.13)
432,920
(7,819)
0.0058/
0.0121
0.000
(0.38)
0.000
(-0.09)
0.000
(0.17)
0.8590
405,712
(7,683)
0.9826/
0.8248
단순노무
종사자

0.277***
(19.15)
432,920
(7,819)
0.003/
0.0108
0.035***
(4.40)
-0.030***
(-2.75)
-0.019**
(-2.39)
(0.000)
405,712
(7,683)
0.9949/
0.9357

끝으로, 외국인력의 체류자격별로 종사 가능한 산업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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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분포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류자격별 외국인력을
설명변수로 한 모형도 추정해 보았다. 지면 제약으로 결과표는 생략하였지만
외국인의 체류자격별로 내국인 직종별 고용 영향이 정성적으로 반대 방향을 나
타낸 직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판매직이었다. 동월의 고용 상관성이 일반
외국인력(E-9)의 경우 양(+)의 값으로 내국인 판매직을 보완(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국적동포(H-2)의 경우에는 음(-)의 값으로 내국인 판매직을 대
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류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외국인 전체를 묶어서 분
석한 <표 7>에서는 두 효과가 상쇄되어 통계적 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외국인력 체류자격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면 사업장 내
에서 미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
어 구사능력이 양호한 외국국적동포들에 의해 판매직종에서도 일부 내국인력
의 대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21)

Ⅴ. 결 론

본 연구는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과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저숙련(비전문) 외국인력이 내국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고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저숙련 외국인 고용
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주된 관심은 내국인 고용에 대한 효과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사업장 수준의 장기적인 관찰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선행연구 또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력의 유입은 고용허가를 받은 특
21) 이규용 외(2015)는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분야를 업종(산업) 단위로 결정
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직종별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직
종별 접근은 업종별 접근보다 여성 근로자나 중고령 근로자들이 담당할 수 있는 직종의
내국인 고용을 보호하는 데 적합하고, 입국 전에 사전적 훈련을 점검할 직종별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관리에도 용이하다는 것이다. 김연수
(2013) 역시 외국인력 도입체계를 숙련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직종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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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업으로의 취업을 전제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행태가 내․외국인 고용 간의 관계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사
업장 수준의 월별 내․외국인 고용 자료를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가장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외국인력 도입의 내국인 고용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허가제 행정 DB의 외국인 자료
와 고용보험 DB로부터 구축된 사업체별 내국인 고용 자료를 결합하여 사업장
수준의 월별 내․외국인 고용에 관한 종단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
하여 사업장 단위의 이질성과 월별 거시적 변동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외국인의 내국인에 대한 사업장 내 고용 영향은 동월간의
상관성 분석과 3개월 시차를 둔 그랜저 인과성 분석을 통해 고찰되었다.
분석 결과, 동월간에는 내․외국인 고용 간에 양(+)의 상관성이 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랜저 인과성 분석 결과
2~3개월 시차를 두고는 사업장 내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을 일부 대체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외국인
유입 3개월 후에 일부 내국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었고, 건설업
은 2개월 후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동월부터 대체관
계를 드러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시차를 둔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
다.22)
또한 분석 자료에 포함된 외국인별 체류자격과 내국인의 인적 특성 및 직종
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상세분석 결과, 평균에 묻혀 가려졌던 모습이 드러나기
22) 그간의 실태조사는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구인난 완화 및 비용절감의 편익을 기
대하는 한편, 유입 초기에는 의사소통, 적응력, 내국인 근로자와의 융화 문제 등에서 비
롯되는 낮은 생산성을 우려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이철수 외, 2011). 이처럼 사업장
에 처음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초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면, 기업은 이들보다 경영
상의 장점이 적은 내국인의 고용을 일부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차를 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신참 외국인력이 사업장에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2~3개월 후에 그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내국인력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산업, 직종, 체류자격
및 국적별 특성 등에 따른 초기 적응기간의 차이와 내국인의 인적 특성에 따른 대체 용
이성 등이 시차의 길이뿐 아니라 대체 여부 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장 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내국인의 이직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등은 질
적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후속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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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예컨대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일반외국인력(E-9)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없고 외국국적동포(H-2)에 의해 시차를 둔 내국인 대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건설업은 주로 일반외국인력에 의한 대체가 발견되었다.
내국인 근로자의 인적 특성별로는 남성, 중년, 중졸 등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
입되는 외국인력과 잠재적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력 중 일부가 시
차를 두고 대체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용자들은 기존에 중년
내국인 남성 근로자가 주로 담당했던 높은 숙련과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 육체
노동 중심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외국에서 조달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외국
인 청년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근로자의 직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일부가 동월간에도 대체관계에 놓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시차를 둔 대체
는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게서도 나타났다. 한편
사무직은 사업장 내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리고 내․외국인 간에 동월의 고용 상관성이 없었던 판매직도 외국인을 체류자
격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일반외국인력은 내국인과 보완(보조)관계에 있지만
외국국적동포는 내국인 판매직을 일부 대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비전문 외국인력의 사업장 내 유입은 주로 저학력․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구축하는 대체효과를 발생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학력․고숙련
근로자 및 사무직에게는 비전문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
보완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임금과 숙련이 모두 낮은 비전문 외국인력은
그와 대체 가능한 저숙련 내국인력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기업 입장에
서는 인건비를 일부라도 절감하거나 구인난을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숙련인 내국인력은 기업의 재무여건 개선이나 구인난 타개를 통
한 생존으로 고용이 보장되거나 늘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추정된 외국인 고용에 의한 내국인 고용의 대체효과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효과의 하한선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앞
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 포함된 내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상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이며 일용직은 제외되어 있다. 일용
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시직보다 고용 안정성과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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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에 의해 상당 부분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일용
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내국인력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외국인력에 의한 대
체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고용허가제 시스템
에 등록된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출발하여 구축했지만, 체류 외국인 중 상당
비중을 차지했던 불법체류자(2004년 말 27.9%, 2010년 말 13.3%)는 처음부터
제외되어 있었다. 만약 이들이 불법으로 취업하면서 합법체류자에 비해 임금
등에서 더욱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고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노무비 절감 등을
꾀하는 사용자에 의해 내국인이 대체되는 정도가 더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8년 말 기준으로도 체류 외국인 2,367,607명 중 불법체류자는 355,126명
(15%)에 이르는바, 이들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현존하고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외국국적동포(H-2)가 일반외국인력(E-9)보다 더 많
이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추정된 것보다 실제로는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추정에 힘을 실어준다. H-2는 E-9
에 비해 한국어 구사능력 등 내국인을 더 잘 대체할 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
데 이들 중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의 종사자들
이 많아 이를 고려하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대체성의 크기는 고용보험 사업체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의 추정 결과보다 더 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23)
한편 인과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그랜저 인과성 검정법의 일반적인 한계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만약 외국인 고용과 내국인
고용이 서로 다른 시차를 가진 제3의 요인에 의해 공통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랜저 인과성은 검정을 통과하겠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양자 간에 인과성이 존재
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자료에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상
대적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제조업과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임
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3) 이 가능성은 본 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에서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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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외국인 고용의 대체는 현실에서 사용자에 의해서도 고려되는 것
이기에 본 연구에서 발견된 인과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사업장에
서 내국인이 나간 후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외국인이 들어온 후에 내
국인이 나가는 것이 주로 관찰된다면, 이는 내국인 구인난 때문에 외국인 고용
이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 대체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내국인의 이직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고용일 가능성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외국인을 채용한 후에 내국인
을 내보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이규용 외, 2011) 결과에 따르면, 대부
분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된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인난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구인난보다는 노무비 절
감을 위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체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증명하도록 하
여 내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사업체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런데 내국인 확보의 어려움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내국인에 영향이 없거나 보완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내국인 고용이 감소한 후에 외국인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
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업종에 따라 외국인 채용과 동시에 또는 외국인 채용
이후에 내국인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반드시 구인난 때문만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또 다른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들고 있다. 특히 수익성 등 경영
실적이 부진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이 크다는 점(금
융감독원, 2012)에서 외국인력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유인이 있을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인과성 분석 결과, 내국인이 떠난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
우는 경우보다는 외국인으로 내국인을 동시에 대체하거나 외국인을 채용한 후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내국인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요컨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국인 채용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순수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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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해소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목적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형성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전체 기간인 84개월 동안 연속으로 관찰된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균형패널(balanced panel)로 추려 본문과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가 달랐다. 지면 제약으로 분석 결과를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균형패널에서는 관측치 수가 절반가량 감소하여 외국인력 도입 사업
체의 상당수가 존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한 균형패널을 사용하자
그랜저 인과성 검정에서도 t-2기와 t-3기에 발견된 음(-)의 추정치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잃었다. 이는 본문의 분석에 사용된 불균형패널에서는 존재하였던 사
업장들이 폐업 등의 이유로 탈락되는 등의 결과로 균형패널에는 주로 견실한
사업장들이 남았고, 이들 사업장은 내국인을 외국인으로 대체하여 비용 절감의
효과를 취하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외국인력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취약계층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방출
혹은 탈출)가 사업체의 존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나타난다면, 이는 외국인력정책을 포함한 인적자원운용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
업정책, 특히 산업구조조정정책의 방향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외국인력 도입의 목적이 영세 사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있다면, 사업장
수준에서 해당 목적에 맞는 인력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
다. 현 고용허가제에서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위해 사전에 요구되
는 내국인 구인 신청 2개월 전부터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도상으로는 외국인 채용 이전의 내국인 고용 조정을 규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사업장에서 외국인이 고용됨과 동시
에 또는 주로 한 달의 시차를 두고 내국인 고용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내국인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와 같은 외국
인 고용 이전의 사전적 규제뿐 아니라 외국인 고용과 동시에 또는 고용 후에
내국인을 이직시킬 가능성을 고려한 사후적 관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24)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
정으로 이직시킬 경우 향후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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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에 얼마나 의존할 것인가에 대
한 정책적 포지션을 정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열악한 근로환경을 가진 중소
기업에서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현실도 있을 것이다. 하지
만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포괄하는 시기에 가까운 시점의 고용노동부(2011)
조사에 의하면, 사업체의 인력부족률(=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4.06%였으며, 내국인(3.9%)보다는 외국인(8.22%)에 대해
더 높은 인력부족률을 호소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또한 비전문 외국인력을 채용한 후에 내국인
고용이 대체되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동기는 주로 비용 절감
에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규용 외(2015) 역시 현행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
들의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오용될 제도적 허점이 있으며, 이러한 인건비 절감
의 편익이 원청 대기업으로도 이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사용자에게는 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
고 인력난을 타개하여 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임금 및 작업 환경 등 열악한 근무 여건
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상황에서, 저숙련 외국인력의 활용 기회는 근로 환경
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저렴한 외국인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하청 중소기업뿐 아니라 원청 대기업)의
혁신 노력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한계기업의 영세 사업장 유지보다는
기업의 혁신과 자본 확충을 유인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high-road
strategy)임은 분명하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84개월 전체 기간 동안 사업장이
유지된 견실한 기업의 경우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존속가능성이 떨어져 분석 자료를 불균형패널로 만들었던 사업장들
위주로 대체 현상이 발견된 사실은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낮은 수준의 전략
(low-road strategy)을 추구한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
한 모니터링 장치는 없는 상태이다(김연수, 2013).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내국인
고용조정 실태 조사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 후에 방출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경위가 무엇인지, 재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력 도입의 내국인 고용 영향: 사업장 수준의 월별 자료 분석(정성진․ 김희삼) 

69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존속할 수 있었던 영세 사
업장이 중장기적으로 경영 실적과 내국인 고용 유지 및 창출에 있어서 어떤 성
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력 도입이 허용되는 사업체의 자격을 재
검토하는 정책적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전문 외국인력에 의한 고용 대체의 주된 대상이 되는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비전문 외국인력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단순노무직에서 기업들이 호소하는 인력부족률
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노무직 일자리에서 실직한 내국인
실업자들도 적지 않음을 살펴야 한다. 이들이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일자리를
정말로 마다하고 있는 것인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사
용자가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 사업
장에서 일을 그만둔 내국인 근로자에게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분
석 결과에서처럼 외국인 고용 이후에 내국인 고용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이유를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외국인력의 고용허가는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에 있던 내국인 고용의 유지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장에 외국인이 유입된 후 대체가능성이 높은 내국인의 고용이 약간의 시차
를 두고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주로 존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외국인을 들여 노무비 절감을 꾀하는 기업
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한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도 취약계층 근로자의 보호와 함께 정책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리는 산업
정책과 그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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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Labor Importation on Domestic Employment :
An Analysis at the Workplace Level Using Monthly Data
Jung Sungjin․Kim Hisam
It has been difficult to uncover the actual impact of the inflow of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on domestic employment at the workplace
due to the limitations of data. We extracted individual employment history
from the administrative database of all foreigners registered 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constructed monthly foreigner employment data at the
workplace level. This data was matched with monthly domestic employment
data at the workplace level,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the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to figure out the monthly number of Korean and foreign
workers at foreign employment workplace from 2004 to 201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workplace and time fixed-effects models, the employment
of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was mainly complementary during the same
month. However, the results of the Granger causality tests reveal a partial
replacement of domestic employment two to three months after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into the workplace. Such substitution effects varied
depending on industry, the status of foreigners’ stay, domestic workers’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s. The replacement of domestic workers in
vulnerable groups by foreign workers seems to occur mainly in workplaces
with relatively low survivability, which will need to be considered in labor
importation policy and industrial policy.

Keywords : foreign workers, domestic employment, substitution effect, granger
causality test, workplace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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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이하 NCS 직무중심 채용)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들이 직무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보다 직무역량이
우수한 경력사원을 뽑기 시작하면서다. 기존 연구에서는 NCS를 활용한 채
용시스템 운영실태나 도입결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
구는 기업들의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 활용요인을 효율임금이론과 자원기
반이론을 통해 실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NCS 직무중심 채용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고용성과인 신규 정규직 채용률, 신규 경력직 채용
률 및 자발적 이직률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 2013년, 2015년, 2017년「사업체패널조사」자
료이며, 제도의 활용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과 2015년 자료를 사용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5년과 2017년 자료를 통해
본 제도의 고용성과를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임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동종업계 내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핵심인재에 대한 개별 인사관리를 보유한 조
직인 경우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추가적으로 본 채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신규 정규직 채용률과 자
발적 이직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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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무한경쟁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 향상과 유지를 위해 우수
한 인재육성 및 확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산업현장과 기
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
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이하 NCS 직무중심 채용)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채용하
고자 하는 직무를 분석한 직무기술서를 공개하고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직무능
력을 평가하여 실력(직무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왔다(고용노동부, 2019).
전통적인 채용제도인 스펙중심 채용제도에서는 기업이 직무분야에 대한 구
체적인 설명과 요구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획일화된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
서 항목을 구직자에게 요구하였다.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진 노동시장에서 대학
교육은 산업현장의 기대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노동시장과 교육․훈련
과정의 만성적 불일치는 신규인력인 대학생이 자신이 우수한 인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무분별한 스펙쌓기 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이종찬․박지
현, 2015).
이러한 스펙경쟁은 구직자들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게 할 뿐만 아니
라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단점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
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불필요한 스펙보다는 직무적성이나 능력을 통해 채용시
장에서 취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핵심직무역량평
가모델이 있으며 최근의 NCS 채용 기반 정책도 직무중심의 채용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이상준․변숙영, 2016).
최근 기업도 스펙으로 인재를 채용하기보다 직무에 맞는 인재를 뽑는 추세로 돌
아섰다. 기업들의 최근 채용트렌드는 직무중심 채용이다. 실제 경영자총협회『2017
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를 보면, 정기채용에 있어 직무별 채용 비중이
2015년 41.2%에서 2017년 45.0%로 증가하였다. 반면 통합채용 비중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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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규모․산업별 신입사원 정기채용
(단위 : %)

기업규모
300인 이상
300인 미만
통합
채용
직무별
채용

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2015

76.6

43.6

56.9

62.2

58.8

2017

67.9

41.9

51.5

57.7

55.0

2015

23.4

56.4

43.1

37.8

41.2

2017

32.1

58.1

48.5

42.3

45.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주 : 2015년, 2017년 경영자총협회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연구자가 정리함.

58.8%에서 2017년 55.0%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통합채용에서
직무별 채용으로 바뀌었을 수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일부 분야만 선별․적
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입사지원서, 직무
기술서, 면접방법 등을 직무중심으로 선별하여 적용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부
분을 고려하여 직무중심 채용 확산에 적용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박성
재․성현, 2015)
그동안 NCS 채용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진실․정형철․김연식․
조양래(2015)는 NCS를 활용한 채용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에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신입직원들은 조직이해도가 높았고, 모
든 스펙보다는 직무에 도움되는 스펙만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손배원․최진혁․안성익(2015)은 NCS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시스템
에 도입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NCS에 기반을 두어 채용한 해당기관
은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었다. 또한 직무와 관련
없는 스펙은 실제 취업 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기존 연구들은 어떠한 개별 근로자가 조직이해도, 직무적합성, 조
직적합성 등 NCS에 의해 채용되는지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기업단위에서 왜
기업들이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다. 또
한 NCS 채용제도가 신규 채용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과 같은 고용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임금이론, 자원기반이론을 통해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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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한 후, 신규 정규직 채용률, 신규 경력직 채용률
및 자발적 이직률을 통해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실제 기업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하게 되고, 어
떠한 고용성과를 가지게 되는지 예상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먼저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개념과 한국 채용제도의 흐름을
살펴본다. 이어서 한국 노동시장 맥락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NCS 채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론적,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통해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Ⅱ.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개념과 흐름

1.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의 개념 및 배경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김주섭, 2014). 초기 NCS 정책 추진의 배경에
는 IMF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뉴노멀 시대로 돌입한 후, 노동수요의 상승
은 제한적이었으나 공급차원의 대졸자는 상대적으로 많음과 동시에 노동시장
에서의 인력수급 불일치, 학교교육으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라 할 수 있다(김주섭, 2017).
일반적으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은 채용 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
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능력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방식을 의미한다(배
창옥․김정우, 2016). 기업들이 NCS 기반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무중심 채용을 통해 채용단계부터 근로자들이 조직에
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자신의 전문적
직무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송민수, 2017). 둘째,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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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채용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의
수를 줄여 기업이 원하는 인적자원을 선택할 수 있고, 지원자들 중 입사 후 성
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송민
수, 2017; 이승철․어수봉, 2017).
NCS에서 평가하는 능력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능력평가가 있다. 직업기초
능력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
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10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 이유는 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추어 조직에서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채용하기 위함이다(양영근․정원희, 2014). 직무능력평가는 직업상황, 기
초직업능력, 행동중심의 세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문항을 평가한다. 직무능력
평가는 모집분야별 직무와 NCS를 비교분석하여 지원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
야 할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서용수․최승영, 2017).

2. 한국 채용제도의 변화과정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용제도를 시대별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규모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스펙중심의
채용이 일반적이었고, 일부 역량기반 채용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한국 대기업의 채용패턴은 일자리 대비 많은 구직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양적으
로는 대규모 채용인 ‘그물형 채용’ 방식이 불가피했으며, 질적으로는 우수한 인
력을 확보해야 하는 양면성을 지닌 시대인 만큼 정기공채와 더불어 영어, 전공,
적성 등 필기시험을 통해 신규인력 선발시험으로 치러져 공채문화에 큰 변화가
있었다(류동희․이종구․김홍유, 2012).
1990년대의 경우 IMF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대졸 취업시장은 크게 슬림
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기존 대규모 정기공채의 패턴에서 소수, 수시 채용
으로 변경되었다. 즉 기존의 대규모 인력을 뽑기 위해 사용하던 ‘그물형 채용’
방식을 ‘낚시형 채용’ 방식으로 변화시키면서 대졸 구직자들의 입사장벽은 더
욱 높아지게 되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한국경영자총협회, 1995).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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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95년을 기점으로 삼성․현대․LG 등 대기업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필
기시험을 없애고, 기업 자체의 인적성검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이종구․김홍
유, 2010).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 기업들의 채용패턴이 다각화되면서 전형방식,
필기방식, 면접방식, 인재상 등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기업들이 다양하게 적용
되었다. 예를 들어, 캠퍼스 리크루팅, 인턴십 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한
인력을 모집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필기전형에 있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인적성검사를 도입하였다. 면접방식에 있어서도 토론면접, 발표면접, 임원면접
등이 중심이 되었고, 외국어 면접은 토익과 같은 공인점수로 대체되었다(류동
희․이종구․김홍유, 2012; 이종구․김홍유, 2010). 정리하면 좀 더 우수한 인
재를 채용하고자 기업들은 보다 복잡한 채용절차를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인 NCS 기반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2015년 정부주도로 NCS 기반 채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2017년 정부주도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목적을 둔 블
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으로 확
산이 진행 중이다(이종찬․이종구, 2018). 하지만 여전히 직무수행과 무관한 각
종 스펙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져 직무별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지 못하는
채용과정의 효과성 문제, 교육훈련 및 채용비용의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
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장주희, 2016).
<표 2> 한국 채용제도의 변화과정
시기

주요 내용

1980년대

직무와 관계없는 기업단위 모집,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공채

1990년대

대기업 중심으로 역량기반 채용 도입 시작, 직무 인․적성검사 도입

2000년대

대기업 중심의 역량기반 채용과 과학적 평가기법의 확산
입사지원서 간소화 추세 확산

2010년대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NCS & 역량기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과 민간기업으로 확산 진행 중

자료 : 이종찬․이종구(2018)이 정리한 내용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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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및 논의

1. 효율임금이론
효율임금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기업들은 근
로자들로부터 적정수준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상제도로서 효율임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을 낮춘다면, 노동자
들의 태만 때문에 오히려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된다(Yellen, 1984; 조우현․황수
경, 2016). 따라서 기업들은 시장에서 제공되는 임금과 유사하거나 높을 가능성
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임금
은 근로자의 교육수준보다는 직무단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Thurow,
1975). 왜냐하면 기업입장에서 직무분석을 활용하여 인적자원관리를 수행한 기
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당 매출액이 높았다(김재원․유규창,
2016). 더불어, 성과배분 역시 직무에 따른 보상관리도 용이하다.
직무단위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임금이 높은 고숙련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
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를 높은 수준의 숙련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인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이익을 기대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를 기대한다(오
혜․우상범, 2017). 특히 직무에 대한 높은 임금 설정은 NCS 기반의 인사제도
도입을 통해 근속연수의 단순한 증가로 숙련향상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숙련향상 지표로 근로자를 평가하므로, 고숙련 근로자들의 평가와 임금체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높아진다(김주섭․김세움․정동관․박의경, 2014). 고숙
련이 높은 임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게 받아들여
진다.
이러한 직무에 맞는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무분석(Job analysis)은 직무수행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의 요소, 작업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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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숙련, 의무, 책임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이다(Harvey, 1991). 직
무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으면 각각의 직무수행 요건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직무를 수행하든 유사한 결과의 도출이 가능하
다고 가정한다(Milkovich, Newman & Gerhart, 2013).
또한 직무분석을 활용한 직무중심 인사관리하에서는 명확한 업무부여 및 직
무에 적합한 인재확보가 가능하고 직무의 과학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설계를 통
한 적정인력의 산정, 직무 자격조건에 적합한 인력의 배치, 직무정보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조직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직원 개개인의 성과를 최대한 끌어내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
는 데 기여할 수 있다(김재원․유규창, 2016).
가설 1 : 임금수준이 동종업계 평균에 비해 높은 기업일수록 NCS 직무중심 채용제
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자원기반이론
기업이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지만 지속적 경쟁우위를 달
성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혹은 인적자본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
(Richard, 2000; Pfeffer, 1994). 즉 동종업계 내에서 다른 기업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자원으로 ‘인적자원’을 말할 수 있다(Barney, 1991; Oh, Kim & Van
Iddekinge, 2015). 기업은 핵심인재를 정의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인원을 선발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 및 유지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과거 대규모 공개채용의 형식에서 최근의 NCS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중심 채용의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채용시스템의 변화는 조직의
자원기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조직에서 자원이란 유․무형의 형태를 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조직의 경쟁
우위를 다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가치가 있어야 하며, 모방이 불가능하고 희소성이 있어야 하며 대체가 어려울
수록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유․무형의 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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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자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 구성 등의 활동
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Teece, Pisano & Shuen, 1997).
특히 인적자원 측면에서 변화하는 환경에의 대응, 경쟁우위 확보 등을 위해
역량이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직무를 기반으로
한 채용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 채용시장 환경뿐
만 아니라 조직의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
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직무에 대한 경력경로를 구체적으
로 설정하여 구성원이 해당 직무의 전문가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이진구 외, 2016; 배성오, 2011). 즉 조직에 있어서 핵심인재 확보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며, 핵심인재의 이직, 비적합인
원 등의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직무에 기반을 둔 채용절차는 조직의 핵심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인적
자원의 배치 및 교육에서 발생되는 시간 및 비용적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조직에서 핵심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은 내부노동시장과 외
부노동시장을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내부노동시장을 통한 핵심
인재 확보는 조직 구성원이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 지원되는 역량개발 혹은 경
력개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육성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하지만 외부노동시장을 통한 핵심인재 확보는 조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조직
외부에서 탐색 및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동․성상현, 2011). 핵심인재 육
성의 관점은 내부노동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직무라
는 특성은 외부노동시장에도 적용된다.
두 노동시장에서 확보되는 핵심인재의 바탕을 살펴보면 조직의 직무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즉 우수한 인재 확보의 핵심은 조직의 가장 핵심적
인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직 내 경력경
로 프로세스에서도 기반이 되는 것이고, 외부 시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핵심인재가 일반적으로 상위 관
리자급(부장 이상)을 대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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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논의를 제시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 핵심인재를 위한 별도의 인사제도가 있는 기업은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
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NCS 직무중심 채용과 고용성과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수한 인재육성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채용 후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
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술 숙련과 신기술을 개발시키며, 타 기업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채용, 관리, 이직까지 인력흐름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채용전략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수한 인적자원이란, 입사 후 뛰어난 직무성과를 내어 회사에 많
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우수한 사람을 확보하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적시에 경쟁사보다 빨리 채용 결정을 내리는 것까
지 목표로 하고 있다(정범구․이재근, 2002)
직무중심 채용이 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
외부요인으로 법․제도, 경제상황, 시장수요, 산업구조 등이 있다. 둘째, 기업
내부요인으로 근로시간, 경영체제, 인사관리제도 등이 있다(윤윤규, 2013). 직
무중심 채용제도는 내부요인으로 채용단계부터 근로자들 자신이 조직에서 수
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자신의 직무분
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송민수, 2017).
최근 기업들이 경력직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입
사원에서 시작하여 대리, 과장, 부장 등 중간직급에 도달한 대부분의 경력직 근
로자들은 가장 생산성이 높으면서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있다.
또한 이런 경력직들은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지향하여 끊임없이 직
장 매칭을 시도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핵심인력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자
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나영선, 2013). 정리하면 직무중심 채용이 채용전략으
로서 신규 및 경력직 채용에 제대로 활용된다면, 단순히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
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여 자신의 직무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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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t)로 기업차원에서 성장시킬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김안국(2014)은「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를 활용
하여 기업의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숙련제고정책을 분석하였는데, 서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숙련제고정책은 기업의 정
규직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업이 제공하
는 교육훈련이 정규직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승환․장필성(2019)는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고
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R&D 지원은 수혜기업의 양
적 고용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숙련 및 고기술
인력 채용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3 :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고용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3-1: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신규 정규직 채용률이 높
을 것이다.
가설 3-2: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신규 경력직 채용률이 높
을 것이다.
가설 3-3 : NCS 직무중심채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이직률이 낮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자료소개 및 수집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3년, 2015년, 2017년「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사업체의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활용요인에 대한 분석(이하 분석
1)과 그에 대한 고용성과에 대한 분석(이하 분석 2)을 진행하였다. 한국노동연
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자료는 우리나라의 노동수요와 고용구조 및 인적자
원관리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NCS 직무중심 채용과 고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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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 또한 한국 사업체들의 인적
자원관리 및 고용구조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2013년 자료는 민간부문 1,656개와 공공부문 119개 사업장이 조사되었고,
2015년 자료는 민간부문 3,331개와 공공부문 100개 사업장이 조사되었으며,
2017년 자료는 민간부문 2,781개와 공공부문 87개이다. 본 연구에서 NCS 직무
중심 채용제도의 활용요인을 분석하는 데 투입된 관측치는 727개이고, 해당 제
도의 고용성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 관측치는 1,288개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15년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와 2017년 고용성과인
신규 정규직 채용률, 신규 경력직 채용률, 자발적 이직률을 투입하였다. 먼저,
2015년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는 ‘작년 한 해 동안 비경력직 신입사원(정규
직) 채용 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혹은 이와 유사한 직무분석에 기반을 둔
채용제도를 활용하였습니까?’ 문항을 활용하였다. 활용한 경우(예) 1, 그렇지
않은 경우(아니오) 0으로 재코딩 하였다. 고용성과는 신규 정규직 채용률은
2017년 말 2017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2017년 말 전체 근로자에 나누어 백
분율을 구하였다. 신규 경력직 채용률도 2017년 신규 경력직 근로자를 2017년
말 전체 근로자에 나누어 비율을 구하였다. 자발적 이직률도 2017년 자발적 이
직자를 2017년 말 전체 근로자에 나누어 비율을 측정하였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2013년 ‘국내 동종업계의 평균 임금수준과 비교할 때 귀 사업장
의 임금수준은 어떠합니까?’로 5점 척도이다. 즉 3점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보
다 낮을 경우 1, 2에 속하고 평균보다 높을 경우 4, 5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오
유․김기승, 2014). 다음 핵심인재 인사관리 변수는 2013년 ‘일반직원들과 핵
심인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까?’ 문항과 2013년 ‘핵심인재를 위한 별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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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도가 있습니까?’ 문항을 합하여 코딩하였다. 핵심인재에 대한 정의가 없다
고 응답한 사업체는 핵심인재를 위한 별도의 인사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
고 가정하여 미도입 사업체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핵심인재 인사제도가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2017년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
변수는 2015년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와 유사하게 측정하여 투입하였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산업, 기업연령, 기업규모, 외국인 지분율, 시장경쟁, 노동장비율,
노조유무 등을 사용하였다. 산업의 경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서비스업
을 준거변수로 두고 제조업, 금융보험업으로 구분하였다. 기업연령은 2013년
또는 2015년을 기업 설립연도와 차감하여 로그화하였다. 기업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정규직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다양한 제도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규모는 2013년 혹은 2015년 말 전체 근로자 수를
로그화하여 투입하였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채용제도나 교육훈련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물적․인적 조건에 여유가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
문이다(강순희, 2010). 외국인 지분율은 0~100%로 기존 변수의 백분율을 그대
로 활용하였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나 HRM 방향이 크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안국, 2008). 공공부문은 공공부문인 경우 1, 그렇지 않
은 경우 0으로 재코딩하였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도입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
는지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고원태, 2019). 직무분석 활용도는 0~6점으로 7점 척도이며, ① 정원 산정, ②
채용/선발 기준, ③ 직무급, ④ 평가지표 개발, ⑤ 교육훈련, ⑥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항을 모두 더하여 활용하였는데, 아무 것도 활용
되지 않는 경우 0점이고 제도를 모두 도입하는 경우 6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직
무분석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중심 관련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면, 직무분석은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기초이기 때문이다(김재원․유규창,
2016). 시장경쟁은 ‘1점 경쟁이 매우 약하다’부터 ‘5점 매우 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역코딩하였다. 기업의 시장환경에 따라 제품․서비스시장 경쟁정도를
볼 수 있어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노용진․김미란, 2015). 노동장비율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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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말 전체 근로자 수를 2013년 말 유형자산에 나누어 로그화하였다. 노동장비
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최적화되고, 규모가 큰 사업체인 경우 노동장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노조유무는 노조가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더미
화 하였다. 노동조합에 따라 고용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조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김
정우, 2014).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된 종속변수인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는 ‘예’와 ‘아니오’
로 이분형 변수(binary variable)이다. 이분형 변수인 오차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렵고, 오차항의 조건부 분산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등분산성 가
정을 위배하므로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일 때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측값이 1보다 크거나 혹
은 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나기도 하고, 독립변수의 효과 크기가 과도하게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Pedhazur, 1997). 따라서 이분형 변수를 투입하는 경우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기보다는 범주형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권장
한다(홍세희, 2008).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고용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사업체패널조사」자료는 이상값(outlier)을 내포하
고 있어 단순회귀분석에서 비효율적이고 편의를 가진 추정치를 도출하거나 추
정치의 분산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건
(robust)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강건 회귀분석 추정모형은 이상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찰치를 배제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이상값에 의해 발생되는 비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거한 추정값을 구할 수 있다
(이시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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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명
측정방법
NCS 직무중심 채용 2015/17년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 활용여부
제도
예=1, 아니오=0
2017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 수/2017년 말 전
신규 정규직 채용률
종속
체 근로자 수
2017년 신규 경력직 근로자 수/2017년 말 전
변수
신규 경력직 채용률
체 근로자 수
2017년 자발적 이직 근로자 수/2017년 말 전
자발적 이직률
체 근로자 수
동종업계 임금수준
독립
변수

핵심인재 인사관리
산업

기업연령
기업규모
외국인 지분율
통제 공공부문
변수 직무분석 활용도
시장경쟁
노동장비율
노조유무

2013년 국내 동종업계의 평균 임금수준 비교

비고

%
%
%
5점
척도

2013년 핵심인재에 대한 정의와 별도의 인사
관리가 있는 경우
예=1, 아니오=0
2013년 또는 2015년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
각각
(준거변수 : 기타서비스업)
더미화
log(2013년 또는 2015년-기업연령)
로그화
log(2013년 또는 2015년 말 전체 근로자 수)
로그화
2013년 또는 2015년 외국인 지분율
%
공공부문인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더미화
0~6점(정원산정~임금체계 개편 등 도입여부) 7점척도
5점
2013년 또는 2015년 1~5점 역코딩
척도
log(2013년 또는 2015년 말 유형자산/2013년
로그화
또는 2015년 말 전체 근로자 수)
2013년 또는 2015년 유노조=1, 무노조=0
더미화

Ⅴ.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는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활용요인과 고용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사
업체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NCS 채용제도 활용요인에 사용된 관측치
는 727개 사업체이고, 해당 제도의 고용성과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1,288개
사업체이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표 5>를 바탕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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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먼저, <표 4>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NCS 채용제도는 평균 0.16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2013년 동종업계 임금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93점이
며, 핵심인재 인사제도를 보유한 기업은 평균 0.17개이다. 통제변수를 보면,
2013년 기업연령(로그)은 평균 3.14, 기업규모(로그)는 평균 4.99, 외국인 지분
율은 평균 4.79, 공공부문은 평균 0.06, 직무분석 활용도는 평균 1.58, 시장경쟁
은 5점 만점에 평균 3.90점, 노동장비율(로그)은 평균 4.48, 노조유무는 평균
0.37, 제조업은 평균 0.57 그리고 금융보험업은 평균 0.05으로 나타났다.
<표 5>의 기술통계를 보면, 2015년 NCS 채용제도는 평균 0.13으로 <표 4>
의 평균보다 약 0.03 정도 줄어들었다. 종속변수인 고용성과 변수들을 보면,
2017년 신규 정규직 채용률은 평균 9.782, 신규 경력직 채용률은 평균 6.03, 자
발적 이직률은 평균 16.42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를 보면, 2015년 기업연령(로
그)은 평균 2.87, 기업규모(로그)는 평균 4.68,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4.31, 공공
부문은 평균 0.03, 직무분석 활용도는 평균 0.89, 시장경쟁은 5점 만점에 평균
3.89, 노조유무는 평균 0.26, 노동장비율(로그)은 평균 4.00, 제조업은 평균
0.59, 금융보험업은 평균 0.03으로 확인되었다.
<표 4>의 상관분석 결과를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중심으로 보면, 독립
변수인 동종업계 임금수준은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와 p<0.05로 정(+)의 상
관관계로 나타났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핵심인재 인사제도는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와 p<0.01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과 NCS 직무중
심 채용제도의 상관관계를 보겠다. 기업규모, 직무분석 활용도, 시장경쟁, 노동
장비율, 노조유무, 금융보험업은 NCS 채용제도와 p<0.01로 정(+)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기업연령은 NCS 채용제도와 p<0.05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반면 공공부문과 제조업은 NCS 채용제도와 p<0.01로 부(-)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은 NCS 채용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의 상관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중심으로
보겠다. 종속변수인 신규 정규직 채용률, 신규 경력직 채용률, 자발적 이직률은
NCS 채용제도와 p<0.01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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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령, 기업규모, 공공부문, 직무분석 활용도, 노조유무, 노동장비율과 금융
보험업은 NCS 채용제도와 p<0.01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
경쟁과 제조업은 이와 다르게 NCS 채용제도와 p<0.01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은 분석1과 유사하게 NCS 채용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 활용요인(N=727)
변수명

1. NCS
채용제도
2. 동종업계
임금수준
3. 핵심인재

평균

표준
오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6 0.37 1
2.93 0.62 0.07 ** 1

0.17 0.37 0.14 *** 0.07 *** 1
인사제도
4. 기업연령 3.14 0.61 0.06 ** -0.01 0.05 ** 1
5. 기업규모 4.99 1.25 0.27 *** 0.08 *** 0.25 *** 0.28 *** 1
6. 외국인
지분율

4.79 17.97 0.03

0.08 *** 0.11 *** 0.01

7. 공공부문 0.06 0.91 -0.12 *** 0.03
8. 직무분석
활용도

0.07 *** 0.02

1.58 0.24 0.25 *** -0.12 *** 0.00

0.01

0.15 *** 1
0.06 ** 0.08 *** 1
0.18 *** -0.06 ** -0.24*** 1

9. 시장경쟁 3.90 1.38 0.20 *** 0.05 * 0.21 *** 0.10 *** 0.32 *** 0.11 *** 0.01
10. 노동장
비율
11. 노조
유무

12. 제조업
13. 금융
보험업

4.48 2.51 0.15 *** 0.08 *** 0.16 *** 0.16 *** 0.07 ** 0.11 *** -0.04

0.11*** 1
-0.02 0.16 *** 1

0.37 0.48 0.22 *** 0.05 ** 0.09 *** 0.30 *** 0.45 *** 0.10 *** -0.07*** 0.22*** 0.17 *** 0.20 *** 1
0.57 0.49 -0.13 *** 0.15 *** 0.00
0.05 0.21 0.11 *** -0.04

0.00

-0.18 *** 0.11 *** 0.03

0.09 *** -0.01 0.08 *** 0.04

주 : * p<0.1, ** p<0.05, *** p<0.01.

-0.29*** -0.07** 0.34 *** -0.07** 1

0.05 * 0.05* 0.04

-0.12*** 0.03

-0.26 ***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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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와 고용성과(N=1,288)
변수명

평균

표준
오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NCS
0.13 0.33 1
채용제도
2. 신규
정규직
채용률

9.78 16.81 -0.09 ***1

3. 신규
경력직
채용률

6.03 19.16 -0.05 *** 0.06 ***1

4. 자발적
이직률

16.42 31.90 -0.07 *** 0.43 *** 0.56 *** 1

5. 기업연령 2.87 0.74 0.09 *** -0.09 *** -0.03 * -0.07 ***1
6. 기업규모 4.68 1.08 0.14 *** -0.04 * -0.07 *** -0.10 *** 0.23***1
7. 외국인
지분율

4.31 17.54 0.03

-0.05 *** -0.04 * -0.05 *** 0.04** 0.13 *** 1

8. 공공부문 0.03 0.17 0.20 *** -0.05 *** -0.04 ** -0.06 *** 0.09*** 0.19 *** -0.03* 1
9. 직무분석
0.89 1.34 0.24 *** -0.06 *** -0.05 *** -0.06 *** 0.22*** 0.23 *** 0.08 *** 0.22 *** 1
활용도
10. 시장
경쟁

3.89 0.72 -0.06 *** -0.03 * 0.00

11. 노조
유무

0.26 0.44 0.17 *** -0.11 *** -0.07 *** -0.11 *** 0.32*** 0.39 *** 0.11 *** 0.21 *** 0.22 *** -0.02

0.00

0.00 0.02

0.04 ** -0.11 *** 0.04 ** 1

12. 노동장
4.00 2.65 0.13 *** -0.08 *** -0.07 *** -0.10 *** 0.16*** -0.04 ** 0.12 *** 0.03
비율
13. 제조업 0.59 0.49 -0.08 *** 0.00

-0.03

14. 금융
0.03 0.18 0.16 *** -0.05 ** -0.03
보험업

-0.01

1

0.18 *** -0.05 ** 0.24 *** 1

0.11*** -0.15 *** 0.07 *** -0.21 *** -0.02 -0.11 *** 0.03

0.46 *** 1

-0.05 ** 0.13*** 0.07 *** 0.05 ** 0.05 ** 0.13 *** 0.06 *** 0.06 *** -0.05** -0.22 *** 1

주 : * p<0.1, ** p<0.05, *** p<0.01.

2.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활용요인 분석결과 : 로짓모형
<표 6>은 2013년과 2015년「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NCS 직무중
심 채용제도의 활용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기본모형]은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통제변수만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기업규모는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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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할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속하는 경우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분
석 활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p<0.05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장비율도 NCS 직
무중심 채용제도에 p<0.05 유의수준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
다. 추가적으로 노조유무는 본 제도에 통계적으로 p<0.05로 정(+)의 영향을 미
쳤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NCS 직무중심 채용제
도를 활용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은 p<0.1로 약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은 동종업계 내에 임금수준 정도에 따라 기업이 NCS 직무중심 채용
제도를 활용하는지 검증하는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5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종업계 내 임금수준이 평균보다 높을수록 NCS 직무
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보면, 금융보험
업인 경우 p<0.05로 제도활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나
머지 변수들은 [기본모형]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핵심인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NCS 직무중심 채용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핵심인재
제도는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보면, [기본모형]과 유사하게 결과가 나타났다.
[통합모형]은 [기본모형]에 전체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
면, 동종업계 내 임금수준은 [모형 1]과 유의수준이 p<0.05로 이전과 같이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 2]와 유사하게 핵심인재
인사제도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보면, [모형 1]과 [모
형 2]에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기업규모, 공공부문은 NCS 직무중심 채용
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분석 활용도, 노동장비율, 노조유무와 금융보험업은 제도활용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p<0.05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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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활용요인 분석결과 : 로짓모형
기본모형

모형 1

0.33 **

동종업계 임금수준

외국인 지분율

시장경쟁

(0.20)

(0.19)

(0.20)

0.39 ***

0.41 ***

(0.11)

(0.11)

(0.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5

-0.03

-0.05

(0.12)

(0.13)

(0.13)

(0.13)

1.33 ***

1.26 ***

(0.40)

(0.39)

0.20 **

0.21 **

(0.08)

(0.08)

0.14 **

0.15 **

(0.06)

(0.06)

0.61 **

0.61 **

(0.28)

(0.28)

(0.28)

(0.27)

-0.07

-0.10

-0.07

-0.10

(0.30)

(0.31)

(0.30)

(0.31)

0.89 **

0.82 *

(0.45)

(0.45)

(0.46)

-4.34 ***

-5.28 ***

-4.36 ***

(1.03)

(1.18)

(1.03)

(1.18)

727

727

727

727

0.162

0.168

0.162

0.168

0.20 **
(0.08)

0.61 **

제조업

0.80 *

금융보험업

상수
N
Pseudo R

2

(0.30)

(0.19)

(0.06)

노조유무

(0.30)

-0.17

0.15 **

노동장비율

-0.08

-0.22

(0.39)

직무분석 활용도

-0.07

-0.17

1.26 ***

공공부문

(0.16)

-0.22
0.40 ***

기업규모

통합모형

0.33 **

(0.16)

핵심인재 인사제도

기업연령

모형 2

주 :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임.
* p<0.1, ** p<0.05, *** p<0.01.

0.39 ***
(0.11)
0.00

1.33 ***
(0.40)
0.20 **
(0.08)
0.14 **
(0.06)
0.61 **

0.91 **
(0.45)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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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고용성과 분석결과 : 다중회귀모형
<표 7>은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와 고용성과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고용성과로는 신규 정규직 채용률, 신규 경력직 채용률, 자발적 이직률 등이 있
다. 다중회귀모형에 투입된 관측치 수는 1,288개 기업이고, 통제변수는 NCS 채
용제도 활용요인과 같은 환경이라는 전제조건하에 로짓모형과 유사하게 투입
2

2

하였다. 신규 정규직 채용률 모형의 R 는 0.034, 신규 경력직 채용률 모형의 R
는 0.015, 자발적 이직률 모형의 R2는 0.027이다.

먼저, 신규 정규직 채용률과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에 대한 분석을 보면,
NCS 채용제도를 활용은 신규 정규직 채용률(β=-2.983, p<0.01)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CS 채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
은 기업에 비해 신규 정규직 채용을 덜 한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수를 보면, 노
조유무는 신규 정규직 채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보험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신규 정규직 채
용률에 p<0.1로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신규 경력직 채용률과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에 대한 분석을 보겠다.
NCS 채용제도를 활용은 신규 경력직 채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 통제변수를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일수록 p<0.01 유의수준
으로 신규 경력직 채용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고, 노동장비율
이 최적화된 기업일수록 신규 경력직 채용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신규 경력직 채용률에 p<0.1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발적 이직률과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에 대한 분석을 보겠다. NCS
채용제도를 활용은 자발적 이직률(β=-3.60, p<0.01)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NCS 채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
해 자발적 이직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통제변수를 보면, 기업규모는
자발적 이직률에 p<0.05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유무도
자발적 이직률에 p<0.01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장
비율 역시 자발적 이직률에 p<0.01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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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고용성과 : 다중회귀모형
신규 정규직
채용률
Robust
β
Std.
Err.

신규 경력직
채용률
Robust
β
Std.
Err.

자발적 이직률

β

Robust
Std.
Err.

NCS 채용제도

-2.98 ***

1.06

-0.95

0.68

-3.60 **

1.50

기업연령

-0.72

0.84

-0.45

0.58

-1.44

1.42

기업규모

0.34

0.43

-0.81 *

0.47

-2.16 **

1.05

외국인 지분율

-0.01

0.02

-0.01

0.01

-0.01

0.04

공공부문

1.00

3.22

-2.66

1.64

-1.90

4.44

직무분석 활용도

-0.12

0.31

0.25

0.38

0.92

0.98

시장경쟁

-0.87

0.67

-0.34

0.70

0.01

0.99

노조유무

-5.06 ***

1.08

-3.31 ***

0.67

-6.52 ***

1.42

노동장비율

-0.05

0.28

-0.42 **

0.17

-0.93 ***

0.31

제조업

-0.72

1.39

-0.59

1.01

-0.60

2.83

금융보험업

-3.31 **

1.68

-2.19

1.39

-5.95

3.95

상수

16.38 ***

4.04

15.05 ***

3.74

36.25 ***

10.26

N

1,288

1,288

1,288

2

0.034

0.015

0.027

R

주 : 강건 표준오차를 활용함.
* p<0.1, ** p<0.05, *** p<0.01.

Ⅵ. 결 론

본 연구는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의 도입요인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고용
성과를 실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효율임금에서 제시하는 바
와 같이 동종업계 내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원기반이론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핵심인재
를 위한 별도의 인사제도는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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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고용성과를 보면,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신규 정규
직 채용률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해당 제도
를 활용하는 기업인 경우 자발적 이직률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효
율임금이론에서 설명하듯이 근로자들이 다른 일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이 오로지 근로자들이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자들이 매번 일자리를 바꿀 경우, 이직할
예정인 누군가를 해고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책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임
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태만을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이
득이 없다(Ehrenberg & Smith, 2014).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자발적 이직률이 낮은 대신 신규 정규직 채용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모가 큰 기업과 노
동장비율이 최적화된 기업은 NCS 직무중심 채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이 직무훈련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크며, 직무훈련을
받을 용의가 있는 노동자들을 유치할 더 큰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Riley, 1995). 또한 대기업들은 여러 직무와 기계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 그에 속한 근로자들이 더 생산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공공부문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NCS 직무중심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2015년부터 시작된 NCS 기반 채용의 도입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김정우․윤석호․최우재, 2015; 장주희, 2016). 직
무분석 활용도가 높을수록 본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이
는 직무분석 활용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확보, 효율적인 설계를 통한 적정인력
의 산정, 직무자격조건에 적합한 인력의 배치 등의 영향으로(김재원․유규창,
2016) 인해 직무 관련 채용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가 있는 기
업은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어 우수한 노동자들을 채용할 수 있다(류재우,
2007). 금융보험업의 경우 NCS 채용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훈련
과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 특성상 빈번한 직무교육과 더불어
윤리교육 등의 필수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미란 외, 2017).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본 연구는 그동안 경영학에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던 채용제도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효율임금이론과 자원기반이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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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보았다. 특히 앞서 효율임금이론에서 설명하듯이 고임금 지불기업은 채
용 시에 고숙련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직(turnover) 감소로 신규채
용 및 훈련비용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Katz, 1986). 이는 본 연구의 NCS 활용
요인과 고용성과 분석에서 다시 한번 실증되었다. 그리고 자원기반이론을 통해
조직의 경쟁우위를 달성하는 핵심인재의 수준과 범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조직에 필요한 핵심직무의 정의와 함께 그에 맞는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
향을 고려해야 함을 논의하였으며, 조직 내 경력개발의 수준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재채용의 수준에서부터 제시되어야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
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높은 임금을 연공에 따른 임금체계가 아니라 직무등
급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직무급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채용부터 평가까지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실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주희
(2016)가 지적하듯이 NCS를 활용한 직무중심 채용이 개별 기업에 적합하지 않
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기업활용 컨설팅’과 중소
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지정제도’ 등을 통해 NCS 직
무중심 채용으로 전환을 유인하는 활용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당 제도
들은 기업들에 NCS 가이드라인이나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유연하게 직
무중심 채용부터 평가까지 이어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도입이 활성화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직무중심의 인사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직무에 따른 임금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구성원의 임금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없으며 제
한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공
급에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공급에서 새로운 임금
체계가 논의되고 있으며, 직무를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가 다시 한번 이슈로 나
타나고 있다(김재원․유규창, 2016). 즉 구성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른
임금과 임금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조직 내 핵심 직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
직에 맞는 임금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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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들이 경력
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직무교육의 필요 없이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NCS 직무능력평가를 개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NCS 직무능력평가는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
분되어 평가하고 있다. 기업별로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직업기초능력과 더불어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의 전공시험 등으로 진행되
고 있다(서용수․최승영, 2017). 이러한 평가방법보다는 직무경험(비정규직 경
험 등)이나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여 채용대상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2017
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보면, 전체 312개 응답 기업 중 65.4%가 유사
직무 경험이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기업들이 이러한 직무경험을 신
규채용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을 보면 조직에서 활용되는 직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
어야 한다.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무의 정의를 바탕으로 채용이 진행이 되
고 있으나, 각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무의 정의와 수준 그리고 범위는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NCS 도입 이후 많은 공공기관에서
직무에 기반을 두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각 조직의 이슈와 상황에 따
른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조직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과업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NCS를 활용한 채용의 장점은
구직자에게 기업의 직무에 관한 상당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에
게 가장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평가한 뒤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최현삼․신용존․손장윤, 2017). 이는 자발적 이직률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의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직역량을 확보하고 유지
하기 위한 전략으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조직의 경력경로설계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가 명확한 직무 정립을 바탕으로 수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NCS에 기반을 둔 채용의 제한적인 부분은 해
당 직무에 수요가 없는 경우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즉 신규 정규직
채용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경력직의 경우 NCS로 판단하기보다는 경력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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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와 수준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무를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의 중장기 활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표현으로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능력(Abilities)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
다(Harvey, 1991).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직무중심 채용은 공개채용과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에 적합한 인재
를 발굴, 육성, 동기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직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기업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에 대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패널분
석과 같이 인과관계나 장기적인 추이를 볼 수는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2015
년을 중심으로 5개년 정도의 자료가 수집된 이후 패널분석을 한다면 좀 더 정
교한 분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패널분석을 통해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둘째는 일반 기업의 산업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금융기업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었다. 분석된 두 개의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볼 수
있지만 직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수행되는 서비스업, IT 등의 분야를 함께 분
석하여 직무중심의 채용 활용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고용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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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Recruitment Practice: Antecedents and the
Impact on its Employment Performance
Hong Jongyoon․Jang Hur
Since 2015 year, public firms has been adopted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recruitment practice by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ries a company in market to recruit an applier based
on job oriented HR management. On this background, firms started to take
an employee who has a good job experience and ability. In existing researches,
they focused on operating system of NCS and the results of NCS how that
could work in a public firm. For these reas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implementation of the practice through efficiency wage theory
and resource based theory. In addition, the paper focused on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practice empirically.
The paper used 2013, 2015, 2017 data of 「Workplace Panel Survey」
of Korea Labor Institute. For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NCS practice,
the paper utilized the logistic regression. Also, the research used multiple
regression for testing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practice. As a result,
a firm that pays more wage in same industry is more likely to adopt the
NCS practice. In addition, the company that implements NCS does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employment performance. At the end, the paper
discussed theoretical,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Keywords : NCS, job based recruitment practice, efficiency wage, core talent
management system, employ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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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졸업유예는 수업연한 내에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졸업을 연기하고 재학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김지경 외,
2016; 김보민 외, 2018).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청년층 대졸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대졸자 비중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서 대졸
청년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다(이필남, 2019). 대졸 청년은 자신
의 기대수준에 일치되는 직장에 취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구직
하는 대학생들은 졸업시기를 연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자 유예
기간 동안 스펙을 쌓고 구직활동을 하고자 한다(채창균 외, 2019). 김지경 외
(2016)와 채창균(2016)은 졸업유예를 하는 대졸자를 추산하였다. 채창균 외
(2016)에서는 4년제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졸업유예 경험이 있다고 추산하였
다. 김지경 외(2016)는 초과등록 외 4학년 휴학자를 포함하면 48,000명(17.3%)에
서 104,000명(36.9%)로 추산하였다. 기존 연구는(김지경 외, 2016; 채창균,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토대로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자의적
으로 추산하였으며 졸업유예자의 범위에 대한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연구
자에 따라 졸업유예자 현황 파악이 다르게 나타난다(김보민 외, 2018). 그럼에
도 졸업유예는 보편화되는 추세이며 채창균(2016)은 졸업유예로 인하여 발생
하는 사회비용을 2,514억 원으로 계산하였다. 이렇듯,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
에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학생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졸업유예의 효과와 비용
에 대한 관심이 높다(김보민 외, 2018). 졸업유예자는 유예기간동안 자신이 선
호하는 직장에 적합한 스펙을 쌓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일반졸업자와 비교하여 높다. 청년 구직자의 직장에 대한 높은 기
대수준이 직업탐색기간을 늘어나고 직업탐색비용이 늘어나면서 실업상태로 고
착화될 수 있다(유재연 외, 2019; 조성은 외,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졸업유예
자와 일반졸업자가 구직활동 시 기대하는 수준의 임금을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하는지 비교하여 졸업유예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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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행연구는 졸업유예를 설문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졸업유예 경험자가 일반 대졸자와 비교하여 취업될 확률이 높아지며 임금수
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이전이 외, 2017). 그럼에도 졸업
유예를 선택하게 되면 노동시장 진입기간이 늦어지면서 미래 수익이 감소되고
직업탐색과 진로개발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니게 된다(김지경 외, 2016;
이필남, 2019). 졸업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고자 직장을
탐색하고 스펙을 쌓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를 하게 된다. 유예기간 동안
자신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장을 포기하고 원하는 직장
에 취직하려고 준비하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김지경 외, 2016; 이필남,
2019). 졸업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구직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투자 그리고 취직 가능한 직장을 포기한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일반 졸업자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지급할 수 있는 괜찮은 직장을 기대하게 된다. 졸업유예자가
실제로 취직할 수 있는 직장 여건이 유예 없이 졸업하여 가질 수 있는 직장 여
건보다 우월하여야 유예를 선택할 때 기대했던 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식
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한 분석이 미비하다(양정승, 2015; 이전이 외, 2017; 김영식 외,
2018). 본 연구는 졸업유예자가 기대하는 임금과 취업 시 실제 임금의 격차가
일반졸업자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은지 검증하여 졸업유예가 합리적 선택
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졸업유예자가 유예기간 동안 다양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직장을
탐색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취직하기 원하는 괜찮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졸업유예자의 학점이 높고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닌
다면 학교교육을 충실하게 받아 우수한 직무수행능력을 지닌다고 여겨진다(채
창균 외, 2019). 졸업유예자가 학점이 높고 진로개발활동을 열심히 하고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기대하는 수준의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확률이 높아지므
로 기대하는 임금수준과 실제임금 수준의 격차가 낮아지게 된다. 본 연구는 신
호가설과 직업탐색이론으로 졸업유예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때 일반 졸업
자와 비교하여 자신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점, 진로개발활동, 서울 소재 대학 여부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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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2019).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는 기대임금수준, 직장에서 제공하는 실제초임
그리고 대학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매년 횡단모형으로 조사하였다. 대졸자
이동경로조사는 2014년부터 졸업유예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졸업유예 여부와 학점, 진로개발활동, 서울 소재 대학의 상호작용이 기대임금
과 실제임금 수준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가 설

1. 졸업유예 및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
구직자는 취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일자리
를 탐색하게 된다. 구직자가 기대하는 임금수준과 실제 직장에 취직되어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취업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구직자가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 대하여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므로 구직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구직자가 직장을 탐색하고 진로를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구직비용과 기대
하는 임금을 비교하여 실제 임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고려하여 일
자리를 선택하게 된다. 직업탐색이론에서는 직장에서 제시하는 실제임금이 구
직자가 기대임금보다 높거나 실제임금과 기대임금의 차이가 받아들여질 수 있
는 수준이어야 취직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청년구직자에게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하므로 구직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강순희, 2019).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구직자에게 노동시장 상황은 불확실하므로 기대임금이 실제
임금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아 직장을 탐색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
용을 지불하게 된다.
졸업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다양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스펙을
쌓게 되면 그들이 취직하기 원하는 괜찮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졸업유예를 선택한 구직자는 희망하는 임금수준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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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럼에도 졸업유예를 선택한 구
직자에게 취업정보는 불완전하고 직장탐색과정은 불확실하여 기대임금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기대임금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대체적
으로 높게 설정된다. 기존 연구에서 졸업유예가 구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왔다. 이전이 외(2017)에서는 졸업유예자가 일반 졸업자와
비교하여 취업될 확률과 취직 시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졸업유예
자의 가정소득이 일반졸업자와 비교하여 높으며 어학연수에 많이 참여하였으
며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다고 나타나 유예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경제학적
배경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나타난다(이전이 외, 2017). 김영식 외(2018)
에서도 졸업유예자의 취업확률이 일반 졸업자와 비교하여 높음에도 졸업유예
자의 어학연수 경험이 많으며 TOEIC 점수가 높아 일반졸업자와 비교하여 양
호한 스펙을 지니고 있다고 나타났다. 김보민 외(2018)에서는 졸업유예자의 임
금이 일반대졸자와 비교하여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김보민 외(2018)
에서 비취업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표본선택으로 인한 편의를 고려하여 표
본선택 편의를 보정하면 졸업유예자의 초임은 일반대학졸업자보다 낮다고 추
정되어 졸업 유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양정승
(2015)에서는 상위 10개 대학 졸업유예자와 일반졸업자의 임금 차이는 다른 대
학 졸업유예자와 일반졸업자의 임금차이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
다. 이필남(2019)에서는 졸업유예자의 정규직 취업확률과 임금수준이 일반졸업
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졸업유예는 긍정적 경제
효과를 가져옴에도 졸업유예자의 스펙이 일반졸업자의 스펙과 비교하여 우수
하여 졸업유예자의 취업 시 임금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졸업유예와 관
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
졸업유예자는 유예에 소요되는 기간과 기울인 노력 그리고 취직가능한 일자
리를 포기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취업 시 기대임금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졸
업유예와 취직 시 임금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혼재변수의 존재와 유예
자의 개인적 투자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관계의 유의미성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졸업유예와 기대임금수준과 실제임금의 차이의 연관관계를 검
증하여 유예기간 동안 소요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취업 가능한 직장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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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을 간접적으로라도 검증하려고 한다.
가정의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고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재직한 대학생이 졸업
유예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이전이 외, 2017). 노동시장에서 졸업유예
구직자는 일반졸업 구직자와 비교하여 괜찮은 직장으로 여겨지는 대기업/정규
직에 취직하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므로 구직성과 또한 우월하다고 추정된
다(김보민 외, 2018). 이렇듯 기존 연구에서 졸업유예자의 스펙이 일반졸업자보
다 우수하여 취업성과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졸업유예의 실제 효과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김보민 외, 2018). 졸업유예 구직자는 우수한 자
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구직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졸업유예자의
구직성과는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학적 배경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게 될
수 있다(조성은 외, 2020). 이는 졸업유예 구직자가 유예기간 동안 직장을 탐색
하고 스펙을 쌓는 노력을 기울여도 구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을 의미한다. 졸업유예 구직자는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격요건과 스펙으로
기대 수준에 근접한 구직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 동안에 소요된
시간과 투자한 비용 그리고 기회비용을 뛰어넘는 임금수준을 달성할 정도의 효
과를 창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졸업유예 기간 동안 소요된 개인적인 투자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졸업유예는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기대임
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설 1 : 졸업유예는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학점, 진로개발활동, 서울 소재 대학
고용주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근 가능하므로 구직자
의 특성에 근거하여 업무성과와 생산성을 예측하게 된다. 고용주는 구직자의
교육수준과 경력을 개인이 진로를 모색하고 개발하는 데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신호로 인식된다. 고용주는 구직자의 교육수준과 경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이전이 외, 2017). 고용주
에게 학점, 진로개발활동, 서울 소재 대학은 대졸구직자가 대학에서 받은 교육
의 질을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 대졸사원 선발에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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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노경란 외, 2011). 대학 졸업 후 직장을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인사담당
자들은 취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요건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신호로 해석한다
(이전이 외, 2017; 채창균 외, 2019). 구직자는 졸업유예를 선택하여 고용주에
게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를 회피하려고 노력한다(김지경
외, 2016). 기업 인사담당자는 취업난이 심각하며 구직자는 재학생 상태를 유지
하고 취업공백기를 최소화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려는 동기가 높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졸업유예를 하게 되면 연령이 높아져 조직적응능력에서 감점을
받을 우려가 있다(채창균 외, 2019). 졸업유예자는 대학 재학생보다 시간을 가
지고 취업준비를 하므로 기업 인사담당자는 졸업유예자에게 일반졸업자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취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구직자의 학점이 높으면 대학재학 기간 동안 성실한 태도를 지녔고 학습능력
이 우수하다고 인식되어 직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
녔다고 인식되어 학점이 낮은 구직자보다 선호된다. 대학 지원자의 수학능력
입학점수가 높거나 고등학교 성적등급이 높고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여야 서
울 소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은 학점과 마찬가지로 높은 성
실성과 학습능력을 의미하므로 입사하면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
고 활용하는 잠재력이 높다고 기대된다(모영민 외, 2019). 다양한 진로개발활동
에 참여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탐색하여 구직자의 특성에 적합
한 진로를 설정하므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진로개발활동 참여가 높아
지면 취업에 필요한 능력, 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개발하여 회사에서 직무를 수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높다고 인식된다(박천수, 2018).
선행연구에서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청년 구직자는 선호하는 직장에
취직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므로
바람직한 직장으로 인식되는 대기업/정규직에 취직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나타
났다(최율 외, 2015; 조성은 외, 2020). 졸업유예를 선택한 구직자는 유예기간
동안 직장을 탐색하고 취업요건에 해당되는 능력과 기술수준을 습득하고 개발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졸업유예
구직자는 우수한 인적자본 특성 및 사회경제학적 배경과 더불어 유예기간 동안
자신의 스펙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기대수준에 일치하는 직장에 취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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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졸업유예자의 학점과 진로개발활동 참여가 높고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 문제해결능력, 성실성을 갖춘 지원자로
인식된다(채창균 외, 2019). 졸업유예자의 연령이 다른 지원자보다 높은 경우
조직적응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 인사담당자는 졸업유예자의
학점과 진로개발활동 참여가 높고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면 능력과 기술수준이
다른 지원자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하여 졸업유예자의 부족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졸업유예자의 학점이 낮고 진로개발활동 참여가 부진하
며 서울지역 외 대학출신이면 졸업유예로 취업공백기간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관심을 나타내게 된다(김지경 외, 2016). 졸업유예 구직자가 좋은 직장에 취업
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면 유예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지므로 희망하는 직장에 대한 기대 수준이 실제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학점이 높고 진로개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서울 소재 대학 졸업유예자에게는 기대임금수준과 취직 시 받는 실제임금수준
의 격차는 낮아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학점이 낮고 진로개발활동 참여가 부진
하며 서울 외 소재 대학 졸업유예자에게는 기대임금수준과 실제임금수준의 격
차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설 2 : 학점, 진로개발활동, 서울 소재 대학은 일반대졸자와 비교하여 졸업유예자
의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를 유의미하게 낮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표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활용하여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대졸자직
업이동경로조사는 국내 2~3년제 그리고 4년제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
시하는 조사이다(노경란 외, 201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해당연도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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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과 해당연도 2월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대학생활,
일자리, 직업능력 개발교육, 구직활동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
상자는 전체 대학졸업자의 약 4%에 해당되는 대학졸업자를 추출하여 조사한
다. 기존 연구는 대학생활 관련 변인만을 검증하여 졸업유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혼재변수 문제가 제기되므로 직업분류변수를 통제변수로 분석하여 스펙
의 내생성 효과를 통제하려고 한다. 또한 한 개년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
료만을 횡단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
사는 졸업유예에 대하여 2014년부터 조사하였으며 2016년까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매년 횡단 분석하여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졸업유
예는 일반적으로 4년제 대졸자가 선택하므로 2~3년제 대졸자를 제외한 4년제
대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2014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18,1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4년제
대졸자는 13,692명에서 일자리 크기를 응답한 대졸취업자는 8,387명이다. 미응
답을 제외하면 2014년 대졸직업이동경로조사 표본은 8,036명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표본 수는 18,082명이며 4년제 대졸자는
9,097명이다. 4년제 대졸자 중 9,097명이 일자리 크기를 응답하였고 미응답을
제외하면 8,135명으로 집계되었다.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18,082
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4년제 대학생이 13,207명이고 일자리 크기를 응답한
대졸취업자는 8,942명 이 중 미응답을 제외하면 8,352명으로 집계되었다. 대졸
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4~2016년을 총합하면 24,523명의 4년제 대졸자로 표
본이 구성되었다.

2. 변수의 측정
가. 졸업유예, 학점, 진로개발 프로그램, 서울 소재 대학
졸업유예는 졸업한 대학에서 졸업유예 경험이 있는지 ‘있다’, ‘없다’로 조사
되었으며 ‘있다’를 ‘1’ 그리고 ‘없다’를 ‘0’인 더미변수로 바꾸어 통계분석에 활
용하였다. 한국 대학 학점은 최고점이 4.5, 4.3, 4.0이며 이에 대한 학점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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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 있다. 학점과 최고점을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진로개발프로
그램은 대학입학 이후 아홉 개의 취업 준비활동에 참여여부로 측정하였다. 아
홉 개의 프로그램은 기업체 직무적성검사 공부, 영어 등 외국어 공부,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자격증 준비, 대외활동, 외모관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교
육, 면접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험여부를 ‘예’는 ‘1’, ‘아니오’는 ‘0’인 더
미변수로 만들어 총합하였다. 노경란 외(2011)와 박천수(2018)에서 진로개발
개별프로그램을 총합하여 취업만족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으
므로 본 연구도 진로개발 개별프로그램을 총합하였다. 소재지역 대학은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서울권, 경기권, 수도권
소재지 외 대학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나.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1)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귀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연봉은 얼마였습니까?”
로 기대소득을 측정하였으며 “첫 일자리에 입사했던 당시에 받았던 월평균 초
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로 실제소득을 측정하였다. 실제소득은 월 소득이므
로 12를 곱하여 연봉으로 계산하였다. 기대임금에서 실제임금을 차감한 후 기
대임금으로 나누어 대졸구직자가 취업 후 실제임금이 기대임금과 비교하여 어
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하였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전기․후기졸업, 대학전공, 대학만족도, 부모님 소득, 졸업
시점과 취직시점 차이, 회사크기, 정규직 여부,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졸자의 직업은 관리자,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금융․보험 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보건․
의료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운
전 및 운송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미용․숙박․여
행․오락 스포츠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건설 관련직, 기계 관련직, 재료
1)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기대임금-실제임금)/기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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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 화학 관련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
직,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농림어업
관련직, 군인으로 조사되었다. 대졸자 직업으로 조사된 항목을 사무직(관리자,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금융․보험 관련직), 연구직(교육 및 자연과학․사회
과학 연구 관련직), 의료 관련직(보건․의료 관련직), 공공기관(법률․경찰․소
방․교도 관련직, 군인), 서비스직(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미용․숙박․여
행․오락 스포츠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운송․영업․판매직(운전 및 운
송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제조․생산 관련직(건설 관련직, 기계 관련직,
재료 관련직, 화학 관련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이렇
게 일곱 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성별은 여성은 ‘1’, 남성은 ‘0’인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전기․후기졸업은 2016
년/2015년/2014년 GOMS에서 2015년/2014년/2013년 8월 후기졸업은 ‘1’, 그리
고 2016년/2015년/2014년 2월 전기졸업은 ‘0’인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대학전
공은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학, 공학, 자연과학, 의약, 예술로 분류된 문항을 일
곱 개의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대학만족도는 교육지원 시설, 학생복지 시설, 학
생지원제도,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 제도,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 전공 교수진
의 능력 및 열의, 수업의 방식 및 질,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 이렇게 아홉 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부모소득은 1 : 100만 원 미만; 2 : 100만~200만 원 미만; 3 : 200만~300만 원 미
만; 4 : 300만~400만 원 미만; 5 : 400만~500만 원 미만; 6 : 500만~700만 원 미
만; 7 : 700만~1,000만 원 미만; 8 :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회사크기
는 1 : 1~4명; 2 : 5~9명; 3 : 10~29명; 4 : 30~49명; 5 : 50~99명; 6 : 100~299명;
7 : 300~ 499명; 8 : 500~999명; 9 : 1,000명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 소득
과 회사크기는 변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간격이 넓어져 부모님 소득과 회사크
기 변수가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하향 추정될 수 있다.
회사 크기와 부모님 소득 변수 문항을 약 15~30%의 응답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회사크기는 1~4명, 5~9명을 첫 번째, 10~29명을 두 번째,
30~299명을 세 번째, 300~999명을 네 번째, 1,000명 이상을 다섯 번째 더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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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만들어 회사크기 변수를 통제하였다. 부모 소득 또한 15~30%의 응답을
기준으로 여섯 개의 더미변수로 분류하였다. 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은 첫 번째, 200만~300만 원 미만은 두 번째, 300만~400만 원 미만은 세
번째, 400만~500만 원 미만은 네 번째, 500만~700만 원 미만은 다섯 번째, 700
만~1,000만 원 미만과 1,000만 원 이상은 여섯 번째 더미변수로 만들어 부모
소득변수를 통제하였다. 정규직 여부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조사된
문항에서 임금근로자에 해당되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에서 상
용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실제 일하는 곳과 임금 주는
곳이 동일한 회사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
는 정규직 근로자 및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더미변수를 만
들었다. 졸업시점과 취직시점의 차이는 취직된 시점에서 졸업한 시점을 차감하
였으며 연도는 12를 곱하여 개월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Ⅳ. 모델분석

1. 기술통계분석
<표 1>은 변수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전공은 공학
전공자가 29%로 제일 많으며 의약학이 5%로 제일 적다. 평균학점은 81%로
B-B+정도이며 서울 소재 대학은 24%이다. 부모님 소득수준은 월 400만 원 정
도로 추산된다. 사무직은 31% 제조생산 관련직은 25%이다. 17%의 대학생이
유예를 선택한다. 진로개발활동은 2~3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아
홉 개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진로개발활동과 직업심리검사활
동 참여율이 높으며 직장체험프로그램과 취업캠프의 참여가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실제임금은 197만 5천 원, 기대임금은 226만 4천 원으로 기대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대학졸업유예자 특성에 따른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김현동) 

<표 1> 기술통계분석
기술통계
성별
전기․후기졸업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학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예체능
대학만족
서울 소재권 대학
경기 소재권 대학
수도권 외 소재 대학
부모소득 1
부모소득 2
부모소득 3
부모소득 4
부모소득 5
부모소득 6
졸업시점과 취직시점 차이
정규직
사무직
연구직
의료관련직
공공기관
서비스직
운송․영업․판매직
제조․생산 관련직
회사크기 1
회사크기 2
회사크기 3
회사크기 4
회사크기 5
졸업유예
학점
진로개발활동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평균
.44
.21
.12
.19
.09
.29
.14
.05
.09
3.38
.24
.18
.57
.10
.15
.23
.23
.15
.12
1.32개월
.70
.31
.13
.06
.06
.10
.07
.25
.14
.13
.30
.13
.30
.17
.81
2.54
.45

표준편차
.49
.41
.32
.39
.29
.45
.35
.23
.29
.68
.42
.39
.49
.30
.36
.42
.42
.36
.33
268.16개월
.45
.46
.34
.23
.25
.31
.25
.43
.35
.34
.46
.33
.46
.37
.10
2.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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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기술통계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 포함)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면접기술 &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
기업 채용설명회
기타 진로개발활동
실제임금
기대임금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

평균
.23
.49
.31
.28
.33
.13
.30
.00
197만 5천 원
226만 4천 원
.10

표준편차
.42
.50
.46
.49
.47
.33
.46
.05
86만 1,200원
96만 7,800원
.36

주 : 1) 표본크기=24,523 4년제 대졸자; 2) 성별, 전기․후기졸업, 대학전공, 직업, 대
학 소재지역, 부모소득, 일자리 크기, 직업, 졸업유예는 더미변수; 3) 성별 : 여성
=1, 남성=0; 4) 전기․후기 졸업 : 후기졸업=1, 전기졸업=0; 5) 부모소득 1 : 2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2 : 200만~3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3 : 300만~4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4 : 400만~5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5 : 500만~7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6 : 700만 원 이상; 6) 회사크기 1 : 1~9명, 회사크기 2 : 10~29명, 회사크기 3 :
30~299명, 회사크기 4 : 300~999명, 회사크기 5 : 1,000명 이상.

<표 2> t-분석
변수
학점
진로개발활동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 포함)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면접기술 &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
기업 채용설명회
기타 진로개발활동
실제임금
기대임금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

졸업유예자
.80
3.10
.50
.28
.53
.41
.33
.40
.17
.45
.004
216만 4,450원
239만 5,400원
.08

주 : 일반졸업자 20,383명; 졸업유예자 4,140명.

일반졸업자
.81
2.41
.44
.22
.48
.28
.27
.31
.12
.26
.002
193만 3,600원
223만 6,900원
.10

t 분석
-3.70
18.68
7.50
8.13
6.85
16.66
7.31
10.13
9.52
24.95
1.79
15.85
9.67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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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t-분석으로 졸업유예자와 일반졸업자 간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았
다. 학점과 기대임금과 일반임금의 격차는 일반졸업자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
개발활동과 실제임금 그리고 기대임금은 졸업유예자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
울 소재지역 대학생이 유예를 선택하는 비중이 서울지역 외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t-분석 결과는 졸업유예 선택이 대학생 개인 특성과 소속된 대학 특
성 그리고 구직행위 및 구직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표 3>에서 제시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대학생의 졸업유예
선택은 대학전공, 대학 소재지와의 연관관계가 유의미하며 기대임금과 실질임
금의 격차(r=-.02)와는 근소한 연관관계를 나타낸다. 졸업유예 선택은 다양한
대학․회사 변수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졸업유예와 기대임금과 실질임금의
격차는 연관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시사한다.
<표 3> 상관관계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측정연도
2. 성별

.00

3. 전기․후기졸업 .02 -.03
4. 인문학

.02 .12 .08

5. 사회과학

.02 .02 .06 -.18

6. 교육학

-.04 .13 -.07 -.12 -.16

7. 공학

.01 -.34 .01 -.24 -.32 -.20

8. 자연과학

-.01 .02 .00 -.15 -.20 -.13 -.26

9. 의약학

-.00 .09 -.10 -.09 -.12 -.08 -.16 -.10

10. 예체능

-.01 .14 -.04 -.12 -.16 -.10 -.21 -.13 -.08

11. 대학만족

-.03 -.05 -.01 -.01 -.00 .06 .02 .02 -.02 -.10

12. 학점

-.01 .12 -.02 .02 .03 .05 -.06 -.02 -.01 .01 .07

13. 진로개발
활동

-.05 .02 .02 .01 .04 -.08 .07 .02 -.10 -.10 .03 .04

14. 서울 소재
대학

-.01 .04 .11 .08 .05 -.05 -.04 -.01 .01 .01 .04 .01 .02

15. 경기권 소재
-.01 -.01 -.01 -.02 .01 -.02 .01 -.01 .02 .02 -.06 -.01 .00 -.26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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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6. 수도권 이외
.01 -.03 -.06 -.06 -.05 .06 .02 .01 -.02 -.02 .02 .00 -.02 -.65 -.55
소재 대학
17. 부모소득 1

-.00 -.02 -.01 .02 .00 .00 -.01 -.01 -.00 .00 -.03 -.00 -.01 -.03 .01 .01

18. 부모소득 2

-.03 -.03 -.01 -.01 .00 -.00 .01 .01 -.01 -.01 -.00 -.02 .00 -.04 -.00 .02 -.14

19. 부모소득 3

-.02 -.01 -.00 -.01 -.01 -.00 .01 .01 .00 -.01 .00 .00 -.01 -.06 .00 .03 -.18 -.23

20. 부모소득 4

-.03 .01 -.00 .00 .00 -.00 .01 -.01 -.00 .00 .01 .01 -.00 -.01 -.00 .02 -.18 -.23 -.30

21. 부모소득 5

.04 .04 .01 -.01 -.00 .02 -.01 .00 .01 .00 .00 .00 .01 .05 .00 -.04 -.14 -.18 -.24

22. 부모소득 6

.06 .01 .01 .01 .00 -.01 -.01 -.00 .00 .01 .00 .00 .01 .10 -.00 -.07 -.12 -.16 -.21

23. 졸업시점과
취직시점
차이

.00 .01 .01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1 -.01 -.00 .01

24. 정규직

.00 .09 .04 -.06 .04 -.01 -.01 -.05 .03 -.09 .04 .01 .05 -.01 .00 .01 -.03 -.01 .00

25. 사무직

.01 .08 .10 .15 .29 -.13 -.17 -.00 -.12 -.07 -.00 .03 .06 .11 -.00 .09 .00 -.01 -.01

26. 연구직

-.02 .16 -.07 -.05 -.15 .53 -.20 .08 -.07 .01 .05 .06 -.10 -.02 -.02 .04 .00 -.00 -.01

27. 의료관련직

-.01 .12 -.12 -.08 -.11 -.04 -.15 .01 .74 -.07 -.01 -.01 -.04 -.08 -.00 .07 -.01 -.01 .00

28. 공공기관

-.00 -.01 -.05 .04 .14 .01 -.08 -.03 -.04 -.05 .02 .02 -.05 -.01 -.00 .01 .02 .00 -.00

29. 서비스직

.00 .10 -.01 .04 -.04 -.07 -.14 -.04 -.07 .42 -.09 -.02 -.03 -.01 .01 -.00 .01 .01 .00

30. 운송․영업․
-.01 -.10 .03 .06 .06 -.06 -.03 .00 -.05 -.01 -.02 -.05 .03 -.02 .01 .01 .00 -.00 .00
판매직
31. 제조․생산
관련직

.01 -.29 .02 -.16 -.22 -.17 .59 -.02 -.10 -.16 .03 -.04 .07 -.02 .01 .01 -.02 .01 .02

32. 회사크기 1

.01 .07 -.02 .04 -.01 -.05 -.07 -.00 -.00 .15 -.06 -.06 -.05 -.06 .00 .03 .04 .02 .00

33. 회사크기 2

.00 .06 -.02 .01 .00 .04 -.05 -.01 -.02 .06 -.03 -.03 -.03 -.06 .02 .02 .01 .01 .01

34. 회사크기 3

-.01 .03 -.01 -.02 -.02 .17 -.03 -.03 -.01 -.01 -.00 -.01 -.01 -.07 .00 .04 -.00 .01 .01

35. 회사크기 4

.01 -.03 .01 .00 .02 -.08 .03 .01 .02 -.03 -.00 .02 .03 .02 -.00 -.01 -.00 -.00 -.00

36. 회사크기 5

-.00 -.11 .03 -.01 .01 -.10 .10 .03 .02 -.12 .07 .07 .05 .16 -.02 -.07 -.03 -.03 -.02

37. 졸업유예

.07 -.00 .33 .07 .08 -.09 .02 -.01 -.08 -.06 -.01 -.02 .12 .16 -.01 -.10 -.01 -.01 -.01

38. 실제임금

.03 -.21 .06 -.08 .01 -.00 .16 -.07 .07 -.14 .08 .04 .06 .14 -.02 -.07 -.05 -.04 -.02

39.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

.04 .06 -.02 .03 -.01 -.06 -.03 .05 -.03 .04 -.04 -.02 -.01 -.01 .01 -.02 .03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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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변수
정규직
사무직
연구직
의료관련직
공공기관
서비스직
운송․영업․
판매직
제조․생산
관련직
회사크기 1
회사크기 2
회사크기 3
회사크기 4
회사크기 5
졸업유예
실제임금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

20 21 22
-.00 .01 .00
-.00 .00 .02
.00 .02 .00
.01 .00 .00
-.00 -.02 -.01
-.01 -.00 -.02

23 24 25
.00
.00 .03
.00 -.12 -.26
-.01 -.02 -.17
-.01 -.01 -.18
.00 -.08 -.23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0
-.10 -.06
-.14 -.09 -.09

.00 -.00 .01 .00 .03 -.18 -.11 -.07 -.07 -.09
-.01 -.01 -.01 -.00 .11 -.39 -.23 -.14 -.15 -.20 -.16
.00 -.02 -.02
-.00 -.01 -.02
.00 -.00 -.02
.00 .00 .00
-.00 .02 .06
-.01 .02 .02
.00 .03 .08

.01 -.06 -.07
.00 .03 -.04
.00 .05 -.01
-.01 -.03 .06
-.00 -.00 .04
.01 .06 .13
.00 .33 .05

.01 .01 -.01
.01 -.01 .04
.11 -.02 -.05
-.07 .01 -.03
-.08 .01 .06
-.09 -.10 -.07
-.13 .05 -.08

.16 .05 -.08
.06 -.01 -.02
-.01 -.03 -.00
-.04 .01 .02
-.12 -.01 .07
-.02 .03 .18
-.15 .03 .16

-.16
-.26 -.25
-.15 -.15 -.25
-.26 -.25 -.42 -.25
-.04 -.03 -.00 .03 .04
-.22 -.08 -.01 .04 .21 .10

-.01 -.00 -.01 .00 -.27 -.03 .07 -.02 .01 .06 -.02 -.06 .14 .00 -.05 -.01 -.05 -.02 -.74

주 : 1) 표본크기=24,523 4년제 대졸자; 2) 성별, 전기․후기졸업, 대학전공, 직업, 대
학 소재지역, 부모소득, 일자리 크기, 직업, 졸업유예는 더미변수; 3) 성별 : 여성
=1, 남성=0; 4) 전기․후기 졸업 : 후기졸업=1, 전기졸업=0; 5) 부모소득 1 : 2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2 : 200만~3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3 : 300만~4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4 : 400만~5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5 : 500만~7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6 : 700만 원 이상; 6) 회사크기 1 : 1~9명, 회사크기 2 : 10~29명, 회사크기 3 :
30~299명, 회사크기 4 : 300~999명, 회사크기 5 : 1,000명 이상.

2. 가설검증
<표 4>, <표 5>, 그리고 <표 6>은 회귀분석으로 졸업유예 그리고 졸업유예
와 학점, 진로개발 프로그램, 서울 소재 대학의 상호작용이 기대임금과 실제임
금의 격차와 실제임금 그리고 기대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모형 1은
직접효과, 모형 2는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표 4>에서 졸업유예는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수준의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나타났다(2014: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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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10; 2015: β=-.01, p>.10; 2016: β=-.00, p>.10). 2014년 대졸자직업이
동경로조사에서는 학점(β=-.11, p<.05)과 서울 소재 대학(β=-.03, p<.01)은 기대
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
로조사에서 서울 소재 대학 변수만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β=.02, p<.05).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학점, 진로
개발활동, 서울권 소재 대학은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나타났다.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졸업유예
여부와 학점(β=-.21, p<.001), 서울 소재 대학(β=-.04, p<.05)은 부정적인 상호작
용을 나타낸다. 2014년․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졸업유예와 학
점, 진로개발활동, 서울권 소재 대학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표 4> 졸업유예와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 분석
2014
모형 1 :
직접효과
성별
-.00(.01)
전기․후기졸업 -.01(.01)
인문학
.05(.02)**
사회과학
.05(.02)*
교육학
-.07(.02)***
공학
.07(.02)***
자연과학
.04(.02)*
의약학
-.03(.03)
대학만족
-.00(.00)
경기권 소재 대학 .00(.01)
부모소득 1
.02(.02)
부모소득 2
.00(.01)
부모소득 3
.01(.01)
부모소득 4
-.00(.01)
부모소득 5
.01(.02)
졸업시점과 취직
-.00(.00)
시점 차이
정규직 여부
-.20(.01)***
사무직
.02(.01)
연구직
.13(.02)***
의료 관련직
.04(.03)
공공기관
.10(.02)***
독립변수

GOMS
모형 2 :
상호작용
.00(.01)
-.01(.01)
.05.02)**
.05(.02)*
-.07(.02)***
.06(.02)***
.04(.02)*
-.03(.03)
-.00(.00)
.00(.01)
.02(.02)
.00(.01)
.01(.01)
-.00(.01)
.01(.02)

2015
모형 1 :
직접효과
.03(.00)*
-.01(.01)
.03(.02)+
.02(.01)
-.12(.01)***
.04(.02)*
.06(.01)***
-.00(.03)
-.01(.00)
.01(.01)
.05(.02)**
.04(.01)**
.03(.01)**
.03(.01)*
.02(.01)+

GOMS
모형 2 :
상호작용
.03(.01)*
.03(.01)*
.03(.02)+
.02(.01)
-.12(.02)***
.04(.02)*
.06(.02)***
-.00(.03)
-.01(.00)
.01(.01)
.05(.02)**
.04(.01)**
.03(.01)**
.03(.01)*
.02(.01)+

2016 GOMS
모형 1 :
모형 2 :
직접효과
상호작용
.03(.01)***
.04(.01)***
-.00(.01)
-.00(.01)
.01(.01)
.01(.01)
.02(.01)
.02(.01)
-.12(.02)***
-.13(.01)***
.04(.01)**
.04(.01)***
.05(.01)***
.05(.01)***
-.00(.02)
.00(.02)
-.00(.00)
-.00(.00)
.00(.01)
-.00(.00)
.01(.01)
.01(.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1(.01)
.01(.01)

-.00(.00)

.00(.00)

-.00(.00)

-.00(.00)

-.00(.00)

-.20(.01)***
.02(.01)
.13(.02)***
.04(.03)
.10(.02)***

-.19(.01)***
.02(.01)+
.12(.01)***
-.01(.02)
.03(.02)

-.19(.01)***
.02(.01)+
.12(.01)***
-.01(.02)
.03(.02)

-.21(.01)***
.01(.01)
.11(.01)***
-.02(.02)
.02(.01)

-.21(.01)***
.01(.01)
.11(.01)***
-.02(.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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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계속
2014 GOMS
독립변수
서비스직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07(.02)***

.06(.02)***

운송․영업․판
-.00(.02)
매직
회사크기 1
회사크기 2
회사크기 3
회사크기 4
졸업유예 여부
학점
진로개발활동
서울 소재 대학
졸업유예* 학점

-.00(.02)

2015 GOMS
모형 1 :
직접효과

.04(.02)*

모형 2 :
상호작용

.04(.02)*

.00(.02)

-.00(.02)

.15(.01)*** .15(.01)*** .12(.01)*** .13(.01)***
.06(.01)*** .06(.01)*** .03(.01)** .04(.01)**
.03(.01)** .03(.01)** .02(.01)+
.02(.01)+
.01(.01)
.01(.01)
.02(.01)+
.02(.01)+
-.01(.01)
.08(.12)
-.01(.01)
-.04(.08)
-.11(.05)*
-.10(.05)*
-.02(.03)
-.03(.03)
.00(.00)
.00(.00)*
.00(.00)
.00(.00)
-.03(.01)** -.03(.01)**
.02(.01)*
.03(.01)*
-.12(.15)
.03(.09)

2016 GOMS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07(.01)***

.07(.01)***

.02(.01)+

.02(.01)+

.10(.01)***
.01(.01)
-.02(.01)*
-.01(.01)
-.01(.01)
.02(.04)
-.00(.00)
.01(.01)

.10(.01)***
.01(.01)
-.02(.01)*
-.01(.01)
.18(.07)*
.06(.04)
-.00(.00)
.02(.01)*
-.21(.09)*

졸업유예* 진로
개발활동

.00(.00)

.01(.00)+

-.00(.00)

졸업유예* 서울
소재 대학

.00(.02)

-.04(.02)+

-.04(.01)*

수정된 R 제곱값

.093

.093

.102

.103

F값

29.52
(31, 8,004)

26.79
(34, 8,001)

30.94
(31, 8,103)

28.41
(34, 8,100)

표본크기

8,036

8,135

.158

.159

51.74
(31, 8,320)

47.56
(34, 8,317)

8,352

주 : 1) * p<.05, ** p<.01, *** p<.001; 2) 성별, 전기․후기졸업, 대학전공, 직업,
대학 소재지역, 부모소득, 회사크기, 직업, 졸업유예는 더미변수; 3) 성별 : 여성=1,
남성=0; 4) 전기․후기 졸업 : 후기졸업=1, 전기졸업=0; 5) 부모소득 1 : 2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2 : 200만~3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3 : 300만~400만 원 미만, 부
모소득 4 : 400만~5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5 : 500만~7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6 :
700만 원 이상, 부모소득 6이 기준더미변수; 6) 회사크기 1 : 1~9명, 회사크기 2 :
10~29명, 회사크기 3 : 30~299명, 회사크기 4 : 300~999명, 회사크기 5 : 1,000명
이상, 회사크기 5가 기준더미변수; 7) 대학전공은 예체능전공, 대학 소재지역은 수
도권 외 소재 대학, 직업은 제조․생산 관련직이 기준더미변수.

[그림 1]에서 일반졸업자의 학점은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반면에 졸업유예자의 학점이 높아질수록 기대임금
과 실제임금의 격차를 낮춘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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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졸업유예와 학점의 상호작용

.12

1

0

.08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

.16

졸업유예와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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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점 =7 5%

학 점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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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서울 외 소재 대학은 졸업유예와 상관없이 기대임금과 실질임
금의 격차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졸업유예
를 선택하면 기대임금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나타났다.
[그림 2] 졸업유예와 서울 소재 대학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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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졸업유예와 학점, 진로개발활동, 서울 소재 대학의 상호작용이 실
제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졸업유예, 학점, 서울 소재 대학은 실제임
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개발활동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
는다. 졸업유예와 학점은 2014년․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2014 : β=.38, p<.05; 2016 : β=.32, p<.05) 서울 소재 대학과는
2015년․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2015 :
β=.07, p<.05; 2016 : β=.05, p<.05) 분석되었다.
<표 5> 졸업유예와 실제임금 분석
2014 GOMS
모형 1 :
모형 2 :
직접효과
상호작용
성별
-.10(.01)*** -.11(.01)***
전기․후기졸업 .03(.01)*
.03(.01)*
인문학
.01(.02)
.01(.02)
사회과학
.07(.02)*** .07(.02)***
교육학
.23(.02)*** .23(.02)***
공학
.05(.02)** .06(.02)**
자연과학
.01(.02)
.01(.02)
의약학
.16(.03)*** .16(.03)***
대학만족
.01(.00)*
.01(.00)**
경기권 소재 대학 .00(.01)
.00(.01)
부모소득 1
-.13(.02)*** -.13(.02)***
부모소득 2
-.11(.02)*** -.11(.02)***
부모소득 3
-.08(.01)*** -.07(.01)***
부모소득 4
-.06(.01)*** -.05(.01)**
부모소득 5
-.05(.01)*** -.05(.02)**
졸업시점과
.00(.00)
.00(.00)
취직시점 차이
정규직여부
.34(.01)*** .34(.01)***
사무직
-.02(.01)+ -.02(.01)+
연구직
-.21(.02)*** -.21(.02)***
의료관련직
-.01(.03)
.01(.03)
공공기관
-.20(.02)*** -.20(.02)***
서비스직
-.12(.02)*** -.12(.02)***
운송․영업․판
-.01(.02)
-.01(.02)
매직
회사크기 1
-.28(.00)*** -.28(.01)***
독립변수

2015
모형 1 :
직접효과
-.10(.01)***
.03(.01)**
-.03(.02)
.04(.02)*
.24(.02)***
.06(.02)***
-.02(.02)
.15(.03)***
.01(.00)+
.01(.01)
-.10(.01)***
-.06(.02)**
-.04(.01)**
-.03(.01)+
-.01(.02)

GOMS
모형 2 :
상호작용
-.10(.01)***
.03(.01)**
-.03(.02)
.04(.02)*
.24(.02)***
.07(.02)***
-.02(.02)
.15(.03)***
.01(.00)+
.01(.01)
-.10(.02)***
-.06(.02)**
-.04(.01)**
-.03(.01)+
-.01(.02)

-.00(.00)

-.00(.00)

.36(.01)***
-.01(.01)
-.20(.02)***
.05(.03)
-.09(.02)***
-.10(.02)***

.36(.01)***
-.01(.01)
-.20(.02)***
.04(.03)
-.09.02)***
-.10(.02)***

.00(.02)

.00(.02)

-.30(.01)*** -.30(.00)***

2016 GOMS
모형 1 :
모형 2 :
직접효과
상호작용
-.12(.01)*** -.12(.01)***
.01(.01)
.02(.01)
-.02(.02)
-.02(.02)
.02(.02)
.02(.02)
.21(.02)***
.21(.02)***
.04(.02)*
.04(.02)*
-.01(.02)
-.02(.02)
.15(.03)***
.15(.03)***
.01(.00)*
.01(.00)*
.01(.01)
.04(.01)***
-.08(.02)*** -.08(.02)***
-.06(.01)*** -.06(.01)***
-.04(.01)**
-.05(.01)**
-.03(.01)*
-.03(.01)*
-.04(.01)**
-.04(.01)**
.00(.00)

.00(.00)

.40(.01)***
-.01(.01)
-.21(.02)***
.05(.03)
-.13(.02)***
-.14(.02)***

.40(.01)***
-.01(.01)
-.21(.02)***
.05(.03)
-.13(.02)***
-.14(.02)***

-.04(.02)*

-.04(.02)*

-.30(.01)***

-.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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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계속
2014 GOMS
모형 2 :
상호작용

모형 1 :
직접효과

2016 GOMS

모형 2 :
상호작용

모형 1 :
직접효과

회사크기 2
-.13(.01)*** -.13(.01)*** -.12(.01)*** -.12(.01)***
회사크기 3
-.06(.01)*** -.06(.01)*** -.07(.01)*** -.07(.01)***
회사크기 4
-.03(.01)* -.03(.01)*
-.05(.01)*** -.05(.01)***
졸업유예
.06(.01)*** -.27(.13)*
.07(.00)*** -.07(.08)
학점
.10(.05)*
.06(.05)
.09(.03)**
.07(.03)
진로개발활동
.00(.00)
.00(.00)
.00(.00)
-.00(.00)
서울 소재 대학 .08(.01)*** .07(.01)*** .07(.01)*** .06(.01)***
졸업유예* 학점
.38(.16)*
.16(.11)

-.12(.01)***
-.04(.01)**
.00(.01)
.07(.01)***
.09(.05)+
.01(.00)
.06(.01)***

독립변수

모형 1 :
직접효과

2015 GOMS

졸업유예* 진로
개발활동

.00(.00)

.00(.00)

졸업유예* 서울
소재 대학

.03(.02)

.07(.02)**

수정된 R 제곱값

.261

F값

94.26
86.20
(31, 8,138) (33, 8,135)

표본크기

.262

.295

.296

111.41
(31, 8,143)

102.00
(34, 8,140)

8,170

8,175

모형 2 :
상호작용

-.12(.01)***
-.04(.01)**
.00(.01)
-.19(.10)+
.03(.06)
.01(.00)
.05(.01)***
.32(.12)*
-.00(.00)
.05(.02)*

.330

.330

133.70
(31, 8,311)

122.47
(32, 8,319)

8,363

주 : 1) * p<.05, ** p<.01, *** p<.001; 2) 성별, 전기․후기졸업 대학전공, 직업, 대
학 소재지역, 부모소득, 회사크기, 직업, 졸업유예는 더미변수; 3) 성별 : 여성=1,
남성=0; 4) 전기․후기 졸업 : 후기졸업=1, 전기졸업=0; 5) 부모소득 1 : 2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2 : 200만~3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3 : 300만~400만 원 미만, 부
모소득 4 : 400만~5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5 : 500만~7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6 :
700만 원 이상, 부모소득 6이 기준더미변수; 6) 회사크기 1 : 1~9명, 회사크기 2 :
10~29명, 회사크기 3 : 30~299명, 회사크기 4 : 300~999명, 회사크기 5 : 1,000명
이상, 회사크기 5가 기준더미변수; 7) 대학전공은 예체능전공, 대학 소재지역은 수
도권 외 소재 대학, 직업은 제조․생산 관련직이 기준더미변수.

<표 6>에서 졸업유예와 학점, 진로개발활동, 서울 소재 대학의 상호작용이
기대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졸업유예, 학점, 진로개발활동,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은 기대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2014년․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졸업유예 및 학점(2014년: β=.21, p<.05; 2015
년 : β=.12, p<.05)과 진로개발활동(2014년 : β=.01, p<.05; 2015년 : β=.01, p<.05)
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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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졸업유예와 기대임금 분석
2014 GOMS
독립변수
성별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2015 GOMS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11(.00)*** -.11(.00)*** -.09(.00)*** -.09(.00)***

2016 GOMS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08(.00)*** -.08(.00)***

전기․후기졸업

.01(.00)

.01(.00)

.00(.00)

.00(.00)

.02(.00)***

.02(.00)***

인문학

.05(.01)***

.05(.01)***

.01(.01)

.01(.01)

.00(.01)

.00(.01)

사회과학

.11.(.01)*** .11(.01)***

.07(.01)***

.07(.01)***

.06(.01)***

.06(.01)***

교육학

.08(.01)***

.08(.01)***

.06(.01)***

.06(.01)***

.05(.01)***

.05(.01)***

공학

.14(.01)***

.14(.01)***

.13(.01)***

.13(.01)***

.12(.01)***

.12(.01)***

자연과학

.08(.01)***

.08(.01)***

.07(.01)***

.07(.01)***

.07(.01)***

.07(.01)***

의약학

.15(.02)***

.15(.02)***

.17(.01)***

.17(.01)***

.16(.02)***

.16(.02)***

대학만족

.01(.00)***

.01(.00)***

.00(.00)

.00(.00)

.01(.00)***

.01(.00)***

.01(.01)

.02(.00)***

.02(.00)***

.02(.00)***

.02(.00)***

경기권 소재 대학 .01(.00)
부모소득 1

-.06(.01)*** -.06(.01)*** -.04(.01)*** -.04(.01)***

-.08(.01)*** -.08(.01)***

부모소득 2

-.09(.01)*** -.09(.01)*** -.03(.01)*** -.03(.01)***

-.08(.01)*** -.08(.01)***

부모소득 3

-.06(.01)*** -.06(.01)*** -.04(.01)*** -.04(.01)***

-.06(.01)*** -.06(.01)***

부모소득 4

-.05(.01)*** -.05(.01)*** -.02(.01)**

-.02(.01)**

-.05(.01)*** -.05(.01)***

부모소득 5

-.03(.01)*

-.03(.01)*

-.01(.01)

-.01(.01)

-.02(.01)**

-.02(.01)**

졸업시점과 취직
시점 차이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정규직 여부

.02(.00)***

.02(.00)***

03(.00)***

.03(.00)***

.03(.00)***

.03(.00)***

사무직

-.01(.00)+

-.01(.00)+

-.01(.01)

-.01(.01)

-.00(.00)

-.00(.00)

연구직
의료관련직

.01(.01)

.01(.01)

-.00(.01)

-.00(.01)

-.00(.01)

-.00(.01)

.04(.02)*

.04(.02)*

.01(.01)

.01(.01)

.00(.01)

.00(.01)

공공기관

-.10(.01)*** -.10(.01)*** -.10(.01)*** -.10(.01)***

-.13(.01)*** -.13(.01)***

서비스직

-.04(.01)*** -.04(.01)*** -.03(.01)**

-.03(.01)**

-.03(.01)**

-.03(.01)**

운송․영업․
판매직

-.01(.01)

.00(.01)

.00(.01)

.00(.01)

일자리크기 1

-.09(.01)*** -.09(.01)*** -.14(.01)*** -.14(.01)***

-.15(.01)*** -.15(.01)***

일자리크기 2

-.10(.01)*** -.10(.01)*** -.11(.01)**

-.11(.01)***

-.14(.01)*** -.14(.01)***

일자리크기 3

-.07(.01)*** -.07(.01)*** -.08(.00)*** -.08(.00)***

-.11(.00)*** -.11(.00)***

일자리크기 4

-.05(.01)*** -.05(.01)*** -.05(.01)*** -.05(.01)***

-.05(.01)*** -.05(.01)***

-.01(.01)

.00(.01)

졸업유예

.04(.01)*** -.15(.08)+

.04(.01)*** -.08(.05)+

.03(.00)*** -.02(.05)

학점

.11(.03)***

.09(.02)***

.14(.02)***

.08(.03)*

.07(.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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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계속
2014 GOMS
독립변수

2015 GOMS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진로개발활동

.00(.00)***

.00(.00)***

.00(.00)

서울 소재 대학

.09(.01)***

.09(.01)***

.13(.00)***

-.00(.00)
.13(.00)***

2016 GOMS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00(.00)***

.00(.00)***

.11(.00)***

.11(.00)***

졸업유예* 학점

.21(.10)*

.12(.06)*

.07(.07)

졸업유예*진로개발
활동

.01(.00)*

.01(.00)***

.00(.00)

졸업유예* 서울
소재 대학

-.01(.01)

수정된 R 제곱값 .186

F값
표본크기

61.00
(31, 8,124)

-.00(.01)

-.02(.01)

.186

.246

.247

.290

55.92
(32, 8,003)

87.25
(31, 8,135)

80.20
(34, 8,150)

111.21
101.49
(31, 8,322) (34, 8,319)

8,156

8,185

.290

8,354

주 : 1) * p<.05, ** p<.01, *** p<.001; 2) 성별, 전기․후기졸업, 대학전공, 직업,
대학 소재지역, 부모소득, 회사크기, 직업, 졸업유예는 더미변수; 3) 성별 : 여성=1,
남성=0; 4) 전기․후기 졸업 : 후기졸업=1, 전기졸업=0; 5) 부모소득 1 : 2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2 : 200만~3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3 : 300만~400만 원 미만, 부
모소득 4 : 400만~5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5 : 500만~7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6 :
700만 원 이상, 부모소득 6이 기준더미변수; 6) 회사크기 1 : 1~9명, 회사크기 2 :
10~29명, 회사크기 3 : 30~299명, 회사크기 4 : 300~999명, 회사크기 5 : 1,000명
이상, 회사크기 5가 기준더미변수; 7) 대학전공은 예체능전공, 대학 소재지역은 수
도권 외 소재 대학, 직업은 제조․생산 관련직이 기준더미변수.

<표 7>은 2014 GOMS, 2015 GOMS, 2016 GOMS 3개년도 자료를 총합하여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 실제임금, 기대임금을 분석하였다. 기대임금과 실제
임금의 경우 학점은 근소하게 부정적인 영향(β=-.03, p<.10)을, 진로개발활동은
긍정적인 영향(β=.00, p<.05)을, 졸업유예와 서울소재 대학은 부정적인 상호작
용(β=-.02, p<.05)을 나타낸다. 졸업유예, 학점, 진로개발활동, 서울 소재 대학
은 실제임금과 기대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졸업유예 여부와 서울 소
재 대학(β=.05, p<.001)은 실제임금에, 졸업유예 여부와 진로개발활동(β=.00,
p<.05)은 기대임금에 상호작용을 한다고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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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ooling data 분석
실제임금과 기대임금 격차
독립변수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실제임금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기대임금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측정연도(2014)

-.04(.00)*** -.04(.00)*** -.01(.00)*

-.01(.00)*

-.05(.00)*** -.05(.00)***

측정연도(2015)

-.02(.00)*** -.02(.00)*** -.00(.00)

-.00(.00)

-.03(.00)*** -.03(.00)***

성별
전기․후기졸업

.02(.00)***
-.01(.00)*

.02(.00)*** -.11(.00)*** -.11(.00)***
-.01(.00)*

인문학

.03(.01)**

.03(.01)**

사회과학

.03(.01)**

.03(.01)**

교육학

-.10(.01)*** -.10(.01)***

.02(.00)***
-.01(.01)

.02(.00)***

.02(.00)***

.08(.00)***

.08(.00)***

.23(.01)***

.23(.01)***

.06(.01)***

.06(.01)***

.05(.01)***

.05(.01)***

.05(.01)***

.05(.01)*** -.01(.01)

-.01(.01)

-.01(.01)

대학만족

-.01(.00)*

-.01(.00)*

.01(00)*

.04(.01)***

자연과학

.05(.01)***

-.01(.01)

.01(.00)*

.04(.01)***

공학
의약학

.03(.00)***

-.10(,00)*** -.10(.00)***

.13(.00)***

.13(.00)***

.07(.00)***

.07(.00)***

.16(.02)***

.16(.01)***

.16(.01)***

.01(.00)**

.01(.00)**

.01(.00)***

.01(.00)***

.01(.01)

.01(.01)

.02(.00)***

.02(.00)***

.16(.02)***

.05(.01)***
-.01(.01)

경기권 소재 대학 .00(.00)

.00(.00)

부모소득 1

.03(.01)**

.03(.01)**

-.10(.01)*** -.10(.01)***

-.06(.00)*** -.06(.00)***

부모소득 2

.01(.01)+

.01(.01)+

-.07(.01)*** -.07(.01)**

-.07(.00)*** -.07(.00)***

부모소득 3

.01(.00)+

.01(.00)+

-.05(.01)*** -.05(.01)***

-.06(.00)*** -.06(.00)***

부모소득 4

.01(.01)

.01(.01)

-.04(.01)*** -.04(.01)***

-.04(.00)*** -.04(.00)***

부모소득 5

.02(.01)*

.01(.01)*

-.03(.01)*** -.03(.01)***

-.02(.00)*** -.02(.00)***

졸업시점과 취직
시점 차이

.00(.00)

.00(.00)

정규직 여부

-.20(.00)*** -.20(.00)***

.00(.00)

.00(.00)

.00(.00)

.00(.00)

.37(.00)***

.37(.00)***

.03(.00)***

.03(.00)***

사무직

.02(.00)*

.02(.00)*

연구직

.12(.01)***

.12(.01)*** -.21(.01)*** -.21(.01)***

의료 관련직

.00(.01)

.00(.01)

공공기관

.05(.01)***

.05(.01)*** -.14(.01)*** -.14(.01)***

-.11(.00)*** -.11(.00)***

서비스직

.06(.01)***

.06(.01)*** -.12(.01)*** -.12(.01)***

-.04(.00)*** -.04(.00)***

운송․영업․판매직 .00(.01)

.00(.01)

-.00(.00)

회사크기 1

.13(.01)***

.13(.01)*** -.30(.01)*** -.30(.01)***

회사크기 2

.03(.01)***

.03(.01)*** -.12(.01)*** -.12(.01)***

-.12(.00)*** -.12(.00)***

회사크기 3

.01(.00)

.01(.00)

-.05(.00)*** -.05(.00)***

-.09(.00)*** -.09(.00)***

회사크기 4

.01(.01)

.01(.01)

-.02(.00)**

-.05(.00)*** -.05(.00)***

졸업유예

-.01(.01)

.05(.05)

학점

-.03(.02)+

-.02(.02)

-.01(.00)+
.04(.02)*

-.01(.01)

-.01(.00)+
.03(.02)+

-.01(.01)

-.02(.00)**

-.01(.00)+

-.01(.00)+

-.00(.00)

-.00(.00)

.01(.01)

.01(.01)

-.00(.00)

-.13(.00)*** -.13(.00)***

.06(.01)*** -.16(.06)**

.03(.00)*** -.08(.03)*

.09(.02)***

.11(.01)***

.06(.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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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계속
독립변수
진로개발활동
서울 소재 대학

실제임금과 기대임금 격차
실제임금
모형 1 :
모형 2 :
모형 1 :
모형 2 :
직접효과
상호작용
직접효과
상호작용
.00(.00)*
.00(.00)
.00(.00)** .00(.00)**
.00(.00)
.01(.00)
.07(.00)*** .06(.01)***

졸업유예* 학점

-.08(.06)

졸업유예*진로개발
활동
졸업유예*서울 소재
대학
수정된 R 제곱값 .111

F값
표본크기

.26(.07)***

.00(.00)

.13(.04)*

-.00(.00)

-.02(.01)*
.112

기대임금
모형 1 :
모형 2 :
직접효과
상호작용
.00(.00)*** .00(.00)***
.11(.00)*** .11(.00)***

.00(.00)*

.05(.01)***
.295

.296

-.01(.01)
.239

.240

94.04
86.42
314.28
289.14
236.59
217.70
(33, 24,489) (36, 24,486) (33, 24,674) (36, 24,671) (33, 24,661) (36, 24,658)
24,523

24,708

24,695

주 : 1) * p<.05, ** p<.01, *** p<.001; 2) 성별, 전기․후기졸업, 대학전공, 직업,
대학 소재지역, 부모소득, 회사크기, 직업, 졸업유예는 더미변수; 3) 성별 : 여성=1,
남성=0; 4) 전기․후기 졸업 : 후기졸업=1, 전기졸업=0; 5) 부모소득 1 : 2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2 : 200만~3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3 : 300만~400만 원 미만, 부
모소득 4 : 400만~5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5 : 500만~7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6 :
700만 원 이상, 부모소득 6이 기준더미변수; 6) 회사크기 1 : 1~9명, 회사크기 2 :
10~29명, 회사크기 3 : 30~299명, 회사크기 4 : 300~999명, 회사크기 5 : 1,000명
이상, 회사크기 5가 기준더미변수; 7) 측정연도는 2016년, 대학전공은 예체능전공,
대학 소재지역은 수도권 외 소재 대학, 직업은 제조․생산 관련직이 기준더미변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졸업유예는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가설 1을 지지한다. 졸업유예 여부 및 학점과 서울 소
재 대학은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만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분석되었다. Pooling 자료 분석에서 졸업유예 여부와 서울 소재 대학은 부정적
인 상호작용을 한다.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pooling 자료의 상호작
용 분석 결과는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나타났다.
<표 8>과 <표 9>는 졸업유예의 유형을 학점과 서울 소재 여부 그리고 졸업
유예의 주된 이유인 ‘취업기회를 가지기 위해서’와 ‘스펙을 쌓기 위해서’로 분
류하여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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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높은 학점과 낮은 학점의 경우 학점 평균(.80)에서 표준편차(.10)
를 합한 높은 학점은 ‘.90 이상’으로, 차감하여 낮은 학점은 ‘.70 이하’로 만들
었다. 높은 학점과 낮은 학점을 서울 소재 여부와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3개년
도 Pooling한 자료와 2016 GOMS에서 학점과 서울소재 여부에 따라 기대임금
과 실제임금 격차가 다르게 나타났다. 학점이 낮은 서울 이외 지역 소재 대학생
이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가 제일 높고 학점이 낮은 서울 소재 대학생의 기
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9>에서 2015 GOMS를 제외하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졸업유예를 선택
했던 근로자의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가 ‘일자리 지원기회를 더 갖기 위
해서’ 졸업을 선택했던 근로자의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8> 졸업유예 유형과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 분석
3개년도 총합

2014 GOMS

2015 GOMS

2016 GOMS

높은 학점
서울 소재

.06(207명)

.02(62명)

.05(67명)

.09(78명)

낮은 학점
서울 소재

.10(198명)

.15(48명)

.01(50명)

.13(100명)

높은 학점
서울 이외 지역 소재

.06(320명)

.07(94명)

.00(100명)

.09(126명)

낮은 학점
서울 이외 지역 소재

.14(401명)

.10(89명)

.10(125명)

.18(187명)

.09(1,126명)
4.03***

.08(293명)
1.07

.05(342명)
1.34

.13(491명)
2.80*

졸업유예 유형

총합
F

<표 9> 졸업유예 유형과 기대임금과 실제임금 격차 분석
졸업유예 유형

3개년도 총합

일자리 지원기회를 더
.06(1,756명)
갖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총합

F

2014 GOMS

2015 GOMS

2016 GOMS

.02(564명)

.07(576명)

.08(616명)

.09(772명)

.09(227명)

.05(236명)

.13(309명)

.07(2,528명)

.08(791명)

.06(812명)

.09(925명)

6.16***

5.29***

1.10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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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는 실제임금과 기대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유예
가 취업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듯 보이지만 유예에 소요되는 시간, 개인
적 투자, 그리고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
려움을 의미한다. 2014년․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학점과 서울 소
재 대학 그리고 졸업유예와의 상호작용은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되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스펙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취업시장에서
스펙은 선별기제로 작용하여 구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대학과 기업은 졸업유예와 스펙의 성과와 가치에 대하여 구직자, 기업체 관리
자, 대학교육 담당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경제적 효용성을 보다 정
확하게 추산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졸업유예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예하
는 이유 또한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졸
업유예가 구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변수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Ⅴ. 논의와 결론

대학가에 졸업유예가 보편화되면서 졸업유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추세이다. 대졸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스펙을 쌓고 직장을
탐색하여 취업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려
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졸업을 연기하고 유예를 선택한다(김지경 외, 2016). 본
연구는 졸업유예와 직장에서 받기를 기대하는 임금수준과 실제임금의 격차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졸업유예자 개인이 졸업유예에 지불하는 비용을 고려하
려는 시도를 하였다.
2014~2016년 3개년도 GOMS를 분석한 결과, 졸업유예는 직접적 효과는 미
비함에도 졸업유예자의 학점이 높거나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실제임금과
기대임금수준의 격차가 좁혀진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졸업유예
의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인식됨에도 졸업유예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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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졸업유예는
유예자 개인의 특성과 소속된 대학의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과 연관되어 있으
므로 졸업유예는 취업성과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김
영식 외, 2018). 졸업유예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경제적 효
과가 있지 못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야 졸업유예가 이들에게 보다 효과적
인 선택이 될 수 있다(이전이 외, 2017). 기업 인사담당자는 입사과정에서 일반
졸업자와 비교하여 졸업유예자의 스펙과 학벌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졸업유예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은 ‘스펙’으로 일컬어지는, 흔히 입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학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
하여 졸업유예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직업탐색이론과 신호가설을 이용하여 졸업유예와 학점과 서울 소
재 대학의 상호작용과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기대임금에 대한 설문문항이 “귀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연봉”임에도 기대
임금이 실제로 받은 초임보다 10%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탐색이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졸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하며 불확실한 일자리
상황에 놓여서 구직성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대졸구직자의 기대임금
수준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는 대졸자의 눈높이
에 맞는 직장에 취직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대졸구직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들이 취직되기 원하는 직장을 탐색하게 되어
구직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대졸구직자에게 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직
장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은 스펙과 직무수행능력의 연관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특히 졸업유예자의 학점이 높고 서
울 소재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 실제 임금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이는 스펙
이 직무수행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 취직이 결정되
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됨을 의미한다. 스펙이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
를 선발하는 선별기제로 유용하여 입사과정에서 스펙이 중요시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혹은 스펙이 회사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 문제해결능력, 인내, 성
실성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스펙이 높은 입사자의 업무성과가 높아지므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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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채용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스펙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인사관리자와 연구자는 대졸구직자에 대하여 스펙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스펙
이 채용도구로 유용한지 혹은 스펙이 취직 시 업무성과와 유의미하게 연계되는
지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는 실제임금과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나타났다.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가 높아지면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모영민 외, 2019).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는 재학 중 수업
을 수강하면서 경력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직장에서 요구하는 성
실성과 열정을 나타낸다(노경란 외, 2011; 채창균 외, 2019). 하지만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가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대졸구직자의
참여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과 학교는 대학생의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가 구직성과에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더 많은 대학
생들이 진로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로를 설정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능력
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012~2013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결과가 불일치되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2) 2014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학점과 서
울 소재 대학은 기대임금과 실질임금의 격차를 낮춘다고 나타났다. 2012~2013
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로 학점(2012 : β=.10, p>.10; 2013 : β=.04, p>.10),
서울 소재 대학, 진로개발활동과 실제임금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학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 : β=.09, p<.001; 2013 : β=.08,
p<.001). 2012~2013년 그리고 2014~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분석 결
과를 비교해보면 취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직자의 능력수준과 자격요건
을 나타내는 스펙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졸업유예자가 증가하면서 일반대학 졸업자와 비교하여 졸업유예자의
취직을 결정하는 데 스펙과 학벌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
만 한 개년도의 자료만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후 연
2) 2012~2013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는 졸업유예 항목이 없어 현 연구모델 분석을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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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지속하여 연구모델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졸업유예의 유형을 학점과 서울 소재 대학 그리고 유예 선택 사유인 ‘일자리
지원기회를 더 갖기 위해서’와 ‘스펙을 쌓기 위해서’로 분류하여 기대임금과 실
제임금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졸업유예를 ‘스펙을 쌓기 위해
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일자리 지원기회를 더 갖기 위해서’를 선택하는 학생들
에 비하여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은 구직성과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졸업유예와 취업 시 받는 임금에 대해 검증하여 졸업유예의 경제
적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한계점에 유의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첫째, 졸업유예가 기대임금․실제임금 그리고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표본선택 편의를 배제할 수 없다. 가정환경이 양호하고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재학한 대학생이 유예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기대임금․실제임
금 그리고 격차에 대한 결과는 졸업유예를 선택한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배경
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만 졸업유예와 학점과 서울 소재 대학은 기대임금
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부정적으로 상호작용되었다. 2014년 대졸자직업이동경
로조사에서만 학점과 서울 소재 대학은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를 낮추었
다. 2014년, 2015년, 2016년 연구 결과가 일치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졸업유
예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취업공백기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졸업유예자에게는
일반대학 졸업자와 비교하여 학교의 명성, 즉 학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행
이 지속된다고 생각된다. 이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차후 연구가 수행
되어 연구결과의 불일치된 부분에 대하여 정교한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기대
소득 측정 문항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귀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연봉은
얼마였습니까?”로 대졸구직자의 최소 요구임금을 조사하였다. 최대․평균연봉
으로 유보임금을 설정하면 기대임금 수준과의 격차가 10%보다 대폭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졸업유예는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가 졸업유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는지 의문시된다. 졸업
유예와 학점, 진로개발활동, 서울 소재 대학의 상호작용이 구직소요기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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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부록 참조). 졸업유예, 진로개발활동, 서울권 소재
대학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상호작용하면서 구직소요기간을 늘린다.3) 졸업유예
자의 구직소요기간이 길어지면 구직과정에 기울이는 노력과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남을 의미하므로 졸업유예자의 구직 관련 경제적 효과가 낮아진다고 추산
된다. 그럼에도 졸업유예자가 일반졸업자와 비교하여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
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기대임금과 실질임금
의 격차를 분석하여 졸업유예와 관련된 비용을 간접적으로만 측정하였다. 졸업
유예자와 일반졸업자 간 구직과정에 소요된 비용과 기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
는지 감안하여 졸업유예자와 일반졸업자 간 임금격차와 연계하여 분석해 보면
의미 있는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졸업유예와 관련된 다양
한 변수가 분석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졸업유예
횟수, 유예 학기, 유예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졸업유예 횟수는 90%의 유예자
가 한 회로 응답하였다. 졸업유예 이유를 분석하면 30~40%의 유예자는 일자리
지원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20~30%의 유예자는 취업공백기를 줄이기 위하여
유예를 선택한다고 나타났다.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만 졸업유예
학기가 조사되었다. 60% 이상의 2016년 졸업유예자의 유예 학기는 한 학기로
30%는 두 학기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졸업유예와 관련되어 다
양한 관련변수를 발굴하여 검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가
설과 연구결과에 대하여 논문으로 제출할 가치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고민하였
다. 졸업유예는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수준의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가설은 결과의 유의미성을 추구하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며 위에서 기술
한 바처럼 상호작용의 설명력은 근소하다(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R
제곱값 : .158->.159; Pooling 자료 : R 제곱값 : .111 ->.112). 학점이 낮은 졸업유
예자의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는 약 13%로 학점이 높은 기대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이는 9%로 추산되며 평균임금을 200만원으로 가정하면 학점이 높은
유예자와 낮은 유예자는 약 월 평균 8만 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4)
2014~2016년 졸업유예자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월 평균 8만 원을 평생임금으
3) 2014년 평균 : 9.60개월; 2015년 평균 : 9.62개월; 2016년 평균 : 11.04개월.
4) 평균임금 200만 원*4%(13% : 높은 학점, –9% : 낮은 학점)=8만 원.

대학졸업유예자 특성에 따른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김현동) 

137

로 환산하면 학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졸업유예자의 미래소득의 차이는 일생
동안 상호 간 좁혀지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 유의미한 결과가 근
소함에도 졸업유예를 고민하는 대학생과 가족의 구성원들, 그리고 기업과 대학
교에 시사점을 전달할 수 있다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논문으로 제출한다.
현 연구에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은 늘어나고 있으며 졸업유예와 구
직성과는 대학생의 스펙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현재 한국
사회는 늘어나는 졸업유예와 스펙추구에 대하여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비난하
고 질타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생들 나름대로 취직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스펙을 추구하고 있다. 단순히 비난하고 실망하는 자세를
넘어서 유예선택과 스펙추구가 대학생들에게 합리적 선택인지 지속적으로 고
민하고 연구하여야 대졸자를 교육하는 대학과 채용하는 기업, 그리고 대졸자에
게도 의미 있는 시사점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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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졸업유예와 구직소요기간
2014 GOMS
독립변수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2015 GOMS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2016 GOMS
모형 1 :
직접효과

모형 2 :
상호작용

-.00(.03)

-.00(.03)

.08(.03)*

.07(.03)*

-.06(.03)+

-.06(.03)+

전기․후기 졸업

.05(.04)

.05(.04)

.00(.00)

.00(.00)

-.01(.03)

-.00(.03)

인문

.10(.07)

.10(.07)

.12(.06)+

.12(.06)+

.08(.06)

.07(.06)

사회과학

.18(.06)**

.18(.06)**

.16(.06)*

.16(.06)*

.11(.06)+

.11(.06)+

교육학

.07(.07)

.07(.07)

공학

.11(.06)+

.11(.06)+

성별

자연과학
의약학
대학만족

-.02(.07)
.20(.06)***

-.02(.07)
.20(.06)**

-.02(.08)

-.03(.08)

-.06(.06)

-.05(.06)

-.03(.06)

-.02(.06)

.06(.06)

.06(.06)

-.05(.07)

-.05(.07)

.09(.11)

.09(.10)

.03(,11)

.04(.11)

-.08(.11)

-.08(.11)

-.18(.02)*** -.18(.02)*** -.08(.02)*** -.08(.02)***

-.08(.02)*** -.08(.02)***

경기권 소재 대학 -.00(.04)

-.00(.04)

.12(.04)**

.12(.04)**

.22(.03)***

.22(.04)***

부모소득 1

-.06(.06)

-.06(.06)

.09(.06)

.09(.06)

.11(.05)+

.11(.06)+

부모소득 2

-.03(.06)

-.02(.06)

.03(.06)

.03(.06)

.04(.05)

.04(.05)

부모소득 3

-.08(.05)

-.08(.05)

.01(.05)

.01(.05)

.09(.05)*

.09(.05)+

부모소득 4

-.12(.05)*

-.13(.05)*

.02(.05)

.02(.05)

.03(.05)

.02(.05)

부모소득 5

-.17(.06)**

-.17(.06)**

.07(.05)

.07(.05)

-.04(.05)

-.05(.05)

졸업시점과 취직
시점의 차이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정규직여부

.32(.03)***

.32(.03)***

.33(.03)***

.33(.03)***

.47(.03)***

.47(.03)***

사무직

.02(.05)

.02(.04)

.10(.04)*

.10(.04)*

.10(.04)*

.09(.04)*

연구직

-.24(.06)*** -.26(.06)*** -.24(.06)*** -.24(.06)***

-.26(.06)*** -.25(.06)***

의료 관련직

-.18(.10)+

-.18(.10)+

-.05(.10)

-.07(.10)

공공기관

-.11(.07)

-.11(.07)

-.30(.07)*** -.30(.07)***

서비스직

.09(.06)

.09(.06)

-.00(.06)

.00(.06)

.03(.06)

.03(.06)

운송․영업․
판매직

.02(.06)

.02(.06)

.00(.06)

-.00(.06)

.06(.06)

.06(.06)

-.05(.10)

-.08(.10)

-.39(.07)*** -.39(.07)***

일자리크기 1

-.30(.05)*** -.30(.05)*** -.41(.05)*** -.41(.05)***

-.52(.05)*** -.52(.05)***

일자리크기 2

-.14(.05)**

-.25(.05)*** -.25(.05)***

일자리크기 3

-.15(.04)*** -.15(.04)*** -.20(.04)*** -.20(.04)***

-.09(.04)*

-.09(.04)*

일자리크기 4

-.04(.05)

-.02(.05)

-.02(.05)

-.15(.05)**
-.05(.05)

졸업유예

.35(.04)*** -.21(.42)

학점

.07(.17)

.01(.19)

-.27(.05)*** -.27(.05)***
-.03(.04)
.40(.04)***
-.16(.11)

-.03(.05)
.05(.30)
-.19(.12)

.38(.03)*** -.02(.34)
.00(.17)

-.06(.18)

140

 노동정책연구․2020년 제20권 제2호

2014 GOMS
모형 1 :
모형 2 :
직접효과
상호작용
진로개발활동
.12(.00)*** .11(.00)***
서울권 소재 대학 .14(.03)*** 128(.04)**
졸업유예* 학점
.45(.52)
졸업유예*진로개발
.05(.02)**
활동
졸업유예* 서울
.12(.09)
소재 대학
수정된 R 제곱값 .096
.097
29.45
27.18
F값
(31, 8,274) (34, 8,271)
표본크기
8,306
독립변수

2015 GOMS
모형 1 :
모형 2 :
직접효과
상호작용
.11(.00)*** .11(.00)***
.26(.04)*** .24(.04)***
.32(.37)

2016 GOMS
모형 1 :
모형 2 :
직접효과
상호작용
.10(.01)*** .10(.00)***
.32(.03)*** .26(.04)***
.30(.42)

.02(.02)

.01(.01)

.12(.08)

.23(.07)**

.123
.123
38.40
35.13
(31, 8,199) (34, 8,196)
8,231

.136
.137
43.50
40.35
(31, 8,334) (34, 8,311)
8,366

주 : 1) * p<.05, ** p<.01, *** p<.001; 2) 성별, 전기․후기졸업, 대학전공, 직업, 대
학 소재지역, 부모소득, 회사크기, 직업, 졸업유예는 더미변수; 3) 성별 : 여성=1,
남성=0; 4) 전기․후기졸업 : 후기졸업=1, 전기졸업=0; 5) 회사크기 1 : 1~9명, 회사
크기 2 : 10~29명, 회사크기 3 : 30~299명, 회사크기 4 : 300~999명, 회사크기 5 :
1,000명 이상, 회사크기 5가 기준더미변수; 6) 부모소득 1 : 200만 원 미만, 부모
소득 2 : 200만~3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3 : 300만~4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4 :
400만~5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5 : 500만~700만 원 미만, 부모소득 6 : 700만 원
이상, 부모소득 6이 기준더미변수; 7) 대학전공은 예체능전공, 대학 소재지역은 수
도권 외 소재 대학, 직업은 제조․생산 관련직이 기준더미변수; 8) 구직소요기간은
주단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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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Undergraduate Graduation Delay on Gap
between Expected and Actual Wages
Kim Hyondong
With the 3-year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graduation delay on the gap between expected and
actual wages of undergraduates. Graduation delay fails to provide any impacts
on gap between expected and actual wages. For 2016 GOMS, graduation delay
had negative interactions with GPA and universities in Seoul. However, for
2014 and 2015 GOMS, we have no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graduation
delay, and GPA, universities in Seoul,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We
conducted additional analyses on actual wages. Graduation delay, GPA, and
universities in Seoul increased actual wages of university graduates. While
many business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raise the questions about the
validity of SPEC, SPEC is effective to be employed in decent jobs.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examine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graduation delay, SPEC and employment outcomes.

Keywords : graduation delay, gap between expected and actual wage, GPA, career
development programs, universitie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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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경제는 급속한 지구화(globalization)를 경험하였고,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은 그 변화의 중심
에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 다국적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
대를 높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윤리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
왔으며 그 중심에 노동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s)의 등장은 다국적기업의 노동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
져왔다.1)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이 복수의 국가에 있는 다수의 독
립적인 기업들 간의 분업을 통해 이뤄지는 다국적 생산체계가 부상하면서 다국
적기업의 활동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편재하는 하청기업들로 구성된 공급
망을 통해 조직되었고, 그 결과 이에 참여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의 생존
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ILO, 2016).
글로벌 공급사슬은 나아가 통상 한 나라 안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
의 노동규제와 일국 또는 기업 범위에 한정된 노동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
적인 노동거버넌스(labor governance) 모델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에
서 주된 생산지가 비서구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노동규제

1) 글로벌 공급사슬 또는 공급망은 글로벌 상품사슬(global commodity chain),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등으로도 칭
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간에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고 경우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 한
편, 본 논문의 최근 연구동향 섹션에서는 분석한 원 논문의 내용 전달상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요 용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lead firm’, ‘global buyer’, ‘global brand’
는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구매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로서 우리말로는 선도기업, 원청, 글
로벌 바이어, 글로벌 브랜드, 구매기업, 구매업체 등으로 번역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선도기업, 글로벌 바이어, 구매기업으로 표기한다. ‘supplier’, ‘vendor’는 글로벌 공
급사슬에서 공급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로서 우리말로 공급업체, 공급기업, 하청기업, 협
력회사 등으로 번역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급업체, 공급기업으로 표기한다. ‘compliance’
는 구매기업 혹은 글로벌 바이어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및 현지의 노동기준에 대한 ‘기
준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통 실무 현업에서는 ‘컴플라이언스’로 통용된다. 본 논문
에서는 기준준수로 표기하되, 문맥에 따라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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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NGO) 등 새로운 행위자들이 국제노동문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행위자들의 부상과 공급사슬 안팎
의 여러 행위자들 간의 긴장, 갈등, 협력의 양상은 국제적 노동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관행과 규범을 탄생시켰다(Vogel, 2005; Locke, 2013). 이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개발학, 사회학, 정치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사
슬에서의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가 다수 산출되었다(Fransen, 2012; Lee, 2016).
하지만 관련된 국내의 정책적 논의나 학술적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장대업 2008; 조성재, 2013; 박명준 외, 2017). 한국
은 글로벌 공급사슬 편입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이룬 대표적 국가이다(Frederick
et al., 2017).2) 한국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서구 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여 제
품 및 품질 고도화(upgrading)를 통해 입지를 다졌고, 1990년대 이후 해외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와 생산시설 이전을 통해 동아시아를 중
심으로 지역 수준의 공급망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현지
산업 및 노동관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왔다(조성재 외, 2016).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해외 진출기업에서의 노동문제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은 한국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공급사슬에서의 노동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
여준다(박민희, 2011; 박전식, 2013; Kwaak, 2014).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기업의 다국적화, 특히 글로벌 공급사슬에서의
노동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노동조건 개선
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최근 수년간
양적, 질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최근
연구동향을 크게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의 활용이라
는 주제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관련 분야 학술 연구의
국제적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가 한국의 맥락에서 향후 연
구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기업활동의 다국적화와
2) 한국은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수출액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액(foreign value-added)의 비중이 2016년 31%를 기록하여, OECD 평균 25%를
크게 상회하였다(OEC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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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등장한 자발적 사적 표준에 의거한 노동거버넌스 체제를 집중 조
명한다. 제Ⅳ장에서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나눠서 지난 수년간의
최신 연구들에서 나타난 흐름과 쟁점을 소개하고, 연구대상, 분과, 방법론의 다
양화라는 최근의 추세를 짚어본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한국의 맥락에서
향후 연구에 어떤 의미와 시사점을 갖는지를 논의한다.

Ⅱ. 지구화, 다국적기업, 노동문제 : 역사적 전개

1960년대 이후 서구 기업들의 활동이 점차 국경을 넘어 전개되면서 그에 따
른 정치, 경제, 사회적 함의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품수
명주기론(product life-cycle theory)’으로 유명한 레이몬드 버논(Raymond Vernon)
은 성숙기에 접어든 제품일수록 노동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입지의 선택과 이동이 자유로운 다국적기업이 진출국(host
country) 정부에 비해 협상에서 우위를 갖게 되고, 그 결과 노동문제를 포함한
국민국가의 전통적인 규제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Vernon,
1971). 이러한 논의는 점차 많은 서구 기업들이 제3세계 개발도상국으로 향하
면서 더욱 활발해진다. 대표적으로, 1984년 인도 보팔에 위치한 미국의 다국적
화학회사 유니온카바이드(Union Carbide)의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
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Ruggie, 2013). 점증하는 다국적기업
의 역할과 책임을 반영하여, 이미 1970년대부터 국제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공적 규범들이 마련되었다.3)
한편 1990년대 들면서 국제교역과 투자 장벽이 완화되고 인터넷과 같은 정

3) 대표적인 예로서 1976년 제정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다국적기업을 위한 준칙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과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의 ‘다
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노사정 원칙선언(The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197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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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 경제는 지구화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국적기업의 노동문제도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Vogel, 2005). 특히 저임금과 규제 공백을 이용하여 해외생산을 추구하는 다국
적기업과 노동기준을 희생하고서라도 수출과 FDI 유치를 늘리려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지구화가 소위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
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상황, 특히 노동조건이 약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Kaplinsky, 2000). 또한 지구화가 다국적기업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새로운 ‘거버넌스 공백(governance gap)’을 낳고 있
다는 문제의식도 높아졌다(Mayer and Gereffi, 2010).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전
통적인 국민국가의 법과 제도가 가진 일국적 성격과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공적
규범이 가진 약한 규제력을 지적하면서, 이들 제도들이 국경을 가로지르며 이
뤄지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노동조건의 악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
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구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걸맞도록 다국적기업을 규제하고자 하
는 새로운 시도들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등장하였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규범들에 대한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고,4)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변화
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공적 규범이 등장하였다. 2000년에 출범한 ‘유엔 글
로벌컴팩(UN Global Compact)’과 2011년 제정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
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UNGP)’이 대
표적 예이다(Ruggie, 2013). 나아가 다국적기업들은 노동, 환경, 인권 등 여러
분야에 관한 기업행동강령(corporate codes of conduct)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자사 조직은 물론 전 세계에 있는 공급업체들에게까지 적용하기 시작했다. 소
위 자발적 사적 표준(voluntary private standards)에 기반을 둔 노동규제모델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적 거버넌스 모델은 기업의 초국적 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법규제가 갖는 일국적 한계와 국제기구 중심의 공적 규제가
갖는 강제력 부재라는 공적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차선
책’으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Vogel, 2005: 9).
4) OECD 다국적기업 준칙은 1979, 1982, 1984, 1991, 2000, 2011년에 각각 개정되었고,
ILO 다국적기업선언은 2000, 2006년 개정 이후 2017년에 대폭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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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서의 노동문제와 이를 둘러싼 다국적기업의 책임에 대한 논의
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 하나는 글로
벌 공급사슬로 대표되는 기업의 글로벌화 방식에서의 중요한 변화이고, 또 다
른 하나는 시민사회와 NGO의 역할 증대이다. 우선, 1960년대 이후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등장한 역외하청(offshore outsourcing) 생산방식은 이후 전
자, 자동차는 물론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각종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해외로 이전되는 기능들 역시 단순 조립가공에서 부품생산으로, 생산 공정에서
디자인, 연구개발과 같은 상류(upstream) 공정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는 수직적 통합에 바탕을 둔 일국적 산업생산과 완제품의
국가 간 교역이라는 전통적인 국제분업모델에서 벗어나, 생산 공정의 조직적
분절(fragmentation)과 지리적 분산(decentralization), 중간재의 산업 내 교역
(intra- industry trade)에 기반을 둔 보다 복잡한 모델로 진화하여 왔다(Milberg
and Winkler, 2013; OECD, 2013). 오늘날 기업들은 지사 설립이나 생산시설에
대한 FDI와 같은 전통적인 국제화 수단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분산된 하청기
업들을 활용한 글로벌 수준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국적화하고 있다.
나이키나 월마트와 같은 선도기업들은 자체 생산시설 없이 소위 ‘벤더(vendor)’
라고 하는 생산전문기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지만, 디자인, 브랜드와 같은 고
부가가치 부분을 장악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 관
리·조정함으로써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Gereffi, 1994).
글로벌 공급사슬이라는 새로운 생산방식은 노동문제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였다(ILO, 2016). 1990년대 나이키 공급망에서의 노동문
제 사례는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적인 스포츠, 의류용품업체 나이키는 일찍부
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수의 하청공장에서 자사 브랜드의 제품
을 생산하면서, 소위 ‘공장 없는 제조업체’라는 모델을 선도하였지만, 인도네시
아를 중심으로 이들 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서구의 뉴스매체를 통해 꾸준히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이 점차 높아졌다. 나이키는 하청공장이 자신들의 법적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NGO들은 전통적으
로 노동문제를 해결하거나 규제해야 하는 주체인 하청업체 소유주나 해당 국가
의 정부를 압박하는 대신,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한 나이키의 실명을

글로벌 공급사슬과 노동조건: 역사적 배경과 최근 연구동향(이준구․ 정선욱) 

149

공개하고 사건을 폭로해 버리는 방식(소위 ‘naming and shaming’ 전략)으로 소
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나이키를 압박하였다. 수년간 이러한 NGO의 지
속적 압력에 봉착하여 나이키는 결국 자사 공급망에서의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
적 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문제해결을 위해 자체 행동강령을 정하
고 노동감사(labor audit)를 통해 공급업체가 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
기 시작했다(van Tulder and van der Zwart, 2006). 나이키 사례를 필두로, 2000
년대 이후 다국적기업들은 앞다투어 민간 자율의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유사한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자율규제 모델은 글로벌 공급사슬에
서 노동문제에 대응하는 다국적기업의 대표적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Bartley, 2005; Fransen, 2012).

Ⅲ. 글로벌 공급사슬과 노동거버넌스

1. 글로벌 공급사슬에서의 노동문제 : 맥락과 특징
글로벌 공급사슬에서의 노동문제가 가진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글로벌 공급
사슬상의 생산 활동이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위의 나이키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노동문제에 대한 책임 소
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국적 수준에서도 기업 간 네트워크
를 통한 생산활동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노동문제는 보통
해당 노동자(들)와 법적 고용관계를 가진 사용자, 그리고 노-사 간의 협상을 통
해 다뤄진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등장에 따른 보다 근본적 변화는
공급사슬을 주도하는 선도기업이 사슬 내 다른 기업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의
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즉 선도기업의 주도성(drivenness)
또는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Ponte and Sturgeon, 2014; Dallas et al., 2019). 왜냐하면 선도기업이 공급사슬
상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 주도
적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사슬 내 공급기업들의 생산활동은 물론,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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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선도기업은 법적, 조직적 경계에 상관없이 공급
기업의 노동조건에 일정 정도 책임질 것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나이키의 최초 주장처럼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직
접 소유하지 않은 하청공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선도기업의 책임 문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
다. 문제는 NGO들이 나이키가 선도기업으로서 해당 하청공장의 생산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하청공장은 상당부분 나이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구
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였고, 하청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을 방치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불매운동과 같은 소비자 행동을 브랜드기
업인 나이키에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은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하
청기업과 달리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가 막대한 나이키나 다른
선도기업들에게 훨씬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였고 이들 기업의 대응 전략의 변
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van Tulder and van der Zwart, 2006). 다른 한편으
로 문제가 되는 하청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NGO는 이러한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
의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의
지나 역량이 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데, NGO들은 이런 경우 해당국 정
부의 공적 규제력에 호소하기보다 공급사슬을 주도하는 선도기업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적 규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Stroehle, 2017).

2. 자발적 사적기준에 기반한 노동거버넌스 : 특징과 작동방식
글로벌 공급사슬의 맥락에서 ‘사적 거버넌스(private governance)’는 공급사
슬에서의 기업 간 거래관계를 규제하는 일련의 규칙과 활동을 지칭하며, 일반
적으로 어떤 제품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언제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
정과 이에 수반하는 재무적, 물적, 인적 자원의 할당과 관련되어 있다(Gereffi
and Lee, 2016). 전통적인 의미의 사적 거버넌스가 공급사슬상의 분업, 자원과
가치의 배분과 할당에 초점을 두었다면(Gereffi et al., 2005), 오늘날에는 사회

글로벌 공급사슬과 노동조건: 역사적 배경과 최근 연구동향(이준구․ 정선욱) 

151

적, 환경적 성과를 둘러싼 ‘규칙에 기반을 둔(rules-based)’ 기업 활동들을 포괄
하도록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Lee, 2016).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행동강령
과 같은 각종 ‘사적 노동기준(private labor standards)’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적
노동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노동규제나 IL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규제와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표 1 참조). 우선, 사적 노동기
준은 공적 규제와 달리 개별 기업들이 주도해서 만든 기준이므로, 법적인 강제
성이 없으며 행위자의 자발적 준수에 기반을 둔다. 이 점에서 노동법에 바탕을
둔 강제성을 가진 전통적 정부규제와 구별되며, 자발성의 측면에서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기업관련 규범과 유사하다. 둘째, 사적 노동기준은 국적
이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구매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공급기업 일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초국적(trans-national)’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일국적 범위
를 가진 정부규제와 차이가 있다. 물론 한 나라로 한정해 보면, 공급망 안에 포
함된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
는 법률에 비해서 오히려 적용범위가 좁은 측면이 있다.5)
<표 1> 노동거버넌스 : 개념적 구분
공적 거버넌스

사적 거버넌스

주도 행위자

각 수준의 정부 및 국제기구

선도기업

규제 메커니즘

법적 강제와 처벌; 경제적 비
용부담(예: 과징금)

시장/계약적 지배력; 공급업체
간 경쟁; 공급망 퇴출압력

규제수단

노동법; 국제노동기준;
국제적 가이드라인

기업행동강령;
노동기준

감시방식

근로감독

각종

산업

수준의

사회감사(social audit)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사적 노동기준이 작동하는 원리는 보통 다음과 같다.
선도기업은 자사 공급망에서의 노동조건에 대한 NGO 등의 문제제기와 사회적
비판에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정한 또는 산업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강령을
5) 사적 노동기준이 노동법이나 ILO 국제노동기준과 같은 공적 기준과 배타적인 것은 아니
다. 대다수의 기업행동강령이나 사적 표준들은 국제노동기준이나 해당국의 노동법을 기본
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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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공급업체에 요구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감사
(audit)를 통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6)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공급업체가 기준을 준수한 경우 공급업체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인해
선도기업은 브랜드 가치의 훼손과 같은 사회적 리스크와 시민사회의 압력을 줄
일 수 있고, 공급기업은 선도기업의 공급업체로 남아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
다. 반대로 노동기준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선도기업은 해당 업체와의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공급망에서 퇴출시키며, 해당 주문을 기준을 지킨 공급기업에
이전한다. 이렇게 감사와 선별 과정을 반복하면 선도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출 수 없거나 그럴 의향이 없는 기업은 공급망에서 퇴출됨으로써 공급사슬
내 노동조건의 전반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000년대 이후 공급사슬에
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기준준수모델
(compliance model)은 바로 이러한 유인 구조와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Fransen,
2012; Distelhorst et al., 2015; Stroehle, 2017).

3. 기준준수모델 : 전제조건과 한계점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기준준수모델이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Locke, 2013). 우선 구매기업이 공
급기업에 대해 정해진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공급업체가 그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건에 대한 감사결과가 신뢰할 만해야 하고 노동조건의 개선 결과 등의
정보가 신속하게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장감사의 결과가 부정확
하거나 왜곡된다면 이를 통한 노동조건의 감시와 실질적 개선은 어려워진다.
더불어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 기준
위반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에서 퇴출되지 않거나 주문 감소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공급업체는 노동조건 개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준을
6) 자체감사(first-party audit, internal audit)는 공급업체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구매업체 감사(second-party audit, buyer audit)는 구매업체 감사팀이
공급업체의 공장을 방문하여 행하는 것이다. 제3자 감사(third-party audit)는 독립적인 외
부 감사를 통해 기준 준수를 보증(verification)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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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한 업체에는 개선에 상응하는 주문량 증가, 장기거래계약과 같은 인센티브
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구매기업의 영향력이 기준준수 모델이 전제하듯이 공
급업체의 개선 노력을 이끌 만큼 항상 강력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공급업
체는 낮은 노동기준을 용인할 수 있는 구매업체(예, 내수업체)로 공급선을 변경
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Miller, 2014). 또한 주어진 점검표에 단순히 O,
X 표시만 하는 식으로 감사가 반복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감사피로(audit fatigue)
를 느껴서 형식적으로만 기준을 준수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Boiral, 2007). 또한 미준수 업체의 공급망 퇴출이라는 제재는 구매업체
스스로의 필요로 또는 고용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우려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
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Pike and Godfrey, 2014).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들이 사적 노동거버넌스의 효과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노동조건의 향상이 일정한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
냐는 평가가 제기되었다(Locke, 2013; Rossi et al., 2014)
비슷한 맥락에서, 기준준수모델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지적도 제기된다(Distelhorst et al., 2017). 실제로
법정 노동시간 초과와 같은 문제는 구매기업의 꾸준한 준수요구와 모니터링에
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간을 줄였는지 여부만 감
시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초과노동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근본 문제를 외면하였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준수에 대한 감시와 처벌 중심의 기준준수
모델보다는 교육과 학습을 통한 공급기업의 관리역량 계발과 ‘근원분석(root
cause analysis)’을 통한 문제해결식 접근에 초점을 맞추는 ‘역량강화(capabilitybuilding)’ 모델이 새로이 대두되었다. 이 모델은 단순히 기준을 위배하는 사항
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준준수를 제약하는 제반의 조
직 내외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공급업체 스스로
분석과 개선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리자의 관리역량을 배양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Milberg and Amengual, 2008; Locke, 2013).7)
7) 일례로, 의류나 전자산업 글로벌 공급망에 만연한 과도한 초과노동의 경우, 일부 사례는
적시에 자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품일을 맞추기 곤란하거나, 구매기업이 시장수요
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주문량을 불시에 갑자기 늘리거나 납품 기한을 당기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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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2000년대 사적 노동기준에 기반한 기준준수모델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고 일정 정도 개선의 성과
를 거두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 사이 이러한 접근법이 가진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는 과연 ‘어떤 조건에서’ 감사와 같은 개입이 노동조건 개
선에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보다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Rossi et
al., 2014).

Ⅳ. 최근 연구동향

2010년대 초 애플사의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대만계 회사 폭스콘(Foxconn)
중국 공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노동자 자살사태나 2013년 천여 명의 노동자들
의 목숨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다카의 라나플라자 붕괴와 같은 일련의 비극적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노동조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다시
금 환기시키는 동시에, 선도기업의 자율규제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접근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공급사슬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로운 노동거버넌
스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ocke, 2013; Bair and Palpacuer,
2015; Lee, 2016),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관련 연구들은 작업장 수준의 미시적
인 관점부터 정치경제적이거나 제도적인 수준의 거시적 관점으로 논의와 관심
의 수준을 확장하고 있고, 기존의 현지조사와 사례연구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
의 자료와 방법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크게 세 가
지 관점(1. 미시적 관점, 2. 거시적 관점, 3.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 시도)에서
최근 연구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공급망 관리를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구매기업과 공급 기업은 보
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수 있다(IL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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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시적 관점의 연구
그동안의 연구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노동기준(labor
standards)을 향상시켰으나 여전히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Anner, 2012;
Locke et al., 2013; Lund-Thomsen and Lindgreen, 2014). 따라서 지난 10년간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고, 많은 연구가 미시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러한 연구를 분류, 소개하고자
한다.

가. 장기적 관계 및 구매 연계(long-term relationship & sourcing practices)
2000년대 들어 공급업체 노동기준 논의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 중
하나가 구매업체-공급업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Vogel, 2005; Anner et al.,
2013; Locke and Samel, 2018). 이 논의의 출발점은 공급사의 노동조건 악화의
주범 중 하나가 구매업체와 공급업체의 잦은 계약관계 종료라는 것이다. 즉 거
래적인(transactional) 단기적 계약관계에서는 곧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바이어가 공급업체의 노동조건에 신경 쓸 유인이 부족하고, 설사 압력을 행사
한다 하더라도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단기적 계약이기 때문에 위반비용
(violation costs)이 낮아서 바이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된다. 좀 더 근본적으
로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경제적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기준 향상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 거래관계를 지지하는 역량강화 연구들에 따르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 속에 설득과 교육을 통해 생산성과 노동조건을 동시에 향
상시켜 상생(win-win)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업체의 노동기준 향
상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Distelhorst et
al., 2017; Porteous et al., 2015; Grossi et al., 2019). Distelhorst et al.(2017)는
공급업체의 린(lean) 생산시스템과 고관여작업시스템(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 도입에 도움을 제공하면서 생산시스템 변화와 노동기준 향상을 동시
에 달성하여 이를 통해 바이어와 공급업체는 상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Grossi
et al.(2019)의 최근 연구에서도 구매업체와 공급업체 관계에서 좀 더 관계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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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갭(Gap)과 그 반대인 제이씨 페니(JC Penny) 사례를 대비시키면서 관계가
좀 더 장기적일수록 지식전수(knowledge transfer)를 통해 공급업체의 노동기준
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장기 계약관계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며, 이
관계의 단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한다. 장기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오
히려 노동규범 위반 시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된
다는 것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서, Amengual et al.(2019)은 ‘중간지대의
딜레마(middle-range dilemma)’를 강조했다. 저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급
업체가 심하게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관계를 비교적 용이하게 단절
할 수 있지만, 중간단계일 경우에는 관계를 끊거나 주문 물량을 조절하기가 쉽
지 않다. 즉 공급업체가 노동규범을 향상시켰을 때 제공할 인센티브가 부족하
고, 반대로 공급업체가 노동규범을 잘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에 상응하는 페널
티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동규범 준수 정도가 하락했는
데 오히려 주문 물량이 늘어난 경우도 많았다고 밝힌다. 저자들은 결론적으로
장기적 관계만으로는 노동기준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좀 더 섬세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일련의 연구들이 구매업체의 구매전략이 공급사의 노동기
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Locke et al., 2009; Anner et al.,
2013; ILO, 2017; Amengual and Distelhorst, 2019). Locke(2013: 20)은 노동규
범을 어긴 공급업체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라는 것이 공공연
한 비밀이라며, 대부분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담당 직원은 구매부서 직원에 비
해 물량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후속 연구들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매부서의 의견은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의견과 충돌하는 경우
가 많았다(ILO, 2017; Dickson 2018). Amengual and Distelhorst(2019)은 Gap
공급업체들에 대한 9년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
였는데, 장기계약 관계만으로는 기준준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치 않고,
구매업체와 공급업체가 장기적인(long-term)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준준수가
구매업체의 구매전략과 연계되었을 때 효과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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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명성 프로그램 실행과 보상 시스템 도입(transparency program &
compensation system)
Robertson(2019a, 2019b)는 투명성 프로그램(transparency program)이 노동
기준 향상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각각 캄보디아(Better Factory Cambodia)와
요르단(Better Work Jordan)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저자는 기업의 재무자
료 공개(public disclosure)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글로벌 공급사슬망의 공급업체 노동감사 자료 공개에도
유의미하게 적용되는지 베터워크(Better Work)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캄보디아에서는 투명성 프로그램 실시(즉 공급업체 공장들의 노동감사
정보를 일반에 공개)를 통해 베터팩토리 캄보디아가 선정한 21개 주요항목
(Robertson 2019a: 11 참조)에서 기준준수가 향상되었음을 증명하였고, 베터워
크 요르단이 선정한 28개 주요항목에서 기준준수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
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노동감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글로벌 공급사슬망의
노동감사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일조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노동기준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측면에서 효과성을 높이는 연구가 계속
되었는데, Porteous et al.(2015)는 노동기준을 어겼을 때 받는 페널티와 순응했
을 때 얻는 인센티브에 대해 세세하게 측정을 하였다. 가령, 페널티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유무에 따라, 경고 없이 1) 계약 종료, 2) 주문량 감소, 3) 벌금을 부과
하는 경우와, 사전 경고 후 1) 계약 종료, 2) 주문량 감소, 3)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세분했으며,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공급사 교육훈련 제공, 주문량 증가,
우수공급기업 지위부여, 유리한 계약 기간 및 조건 부여, 우수공급기업 인증,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세세하게 나눠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인센티브 가운
데에서는 주문량 증가와 교육훈련기회 제공이 기준준수 수준을 높이면서 구매
기업들에 운영비용 감소를 가져왔고, 노동기준 위반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경고
후 계약관계 종료가 효과성이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Lollo and O'Rourke
(2020)은 공급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어떤 선순환을 가져오는지 분석하였
다. 의류공장의 노동자 임금상승은 생산성 향상과 이직률 하락을 가져왔는데,
이는 패스트패션화(化)와 노동자의 고몰입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의류산업에서
불량품 감소와 직원들의 빠른 대응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서, 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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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스템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상승이 뒷받침될 때 선
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다. 구매기업들의 공동 감사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구매기업의 감사활동 강화를 통해 컴플라이
언스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었다. Caro et al.(2018)은 방
글라데시의 최근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라자플라자 사
태 이후 유럽업체들과 미국회사들이 각각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joint)으로
공급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8) Caro et al.(2018)은 기존 모델의 단점으로 a.
개별 공급기업에 부과하는 패널티가 약할 수 있고, b. 감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구매기업들이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
면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면 기준준수 향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Lee et al.(2020)는 구매기업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전
시키며 공급기업들에게 압력의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Boudreau(2018)는 장기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구매기업들
의 개별 혹은 공동 감사활동이 공급업체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저자는 글로벌 바이어들이 방글라데시 공급업체들의 노동
기준 향상에 관여한 것이 공급업체의 기준준수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이러
한 노력들이 현지 공급업체 노동자들의 피로도를 높여 직무만족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결근율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공급업체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구매기업들의 하향식(top-down) 관여가 단기적으로
는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향후 전개될
글로벌 노동거버넌스 시도들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이다.

8) 구체적으로, 유럽 회사들은 “The 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
라는 이름으로, 미국계 기업들은 “The Alliance for Bangladesh Work Safety”라는 이름
으로 공동의 공급업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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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이 공급업체의 기준준수에 미치는 영향 및 역할에 대한 연구도 지속
되었다. 작업장 내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수행한다면 노동기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Morantz, 2012, 2013).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근로감독을 촉발시킬 수 있
고, 근로감독기관이 작업장을 감독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할 수
도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Morantz, 2013). Amengual and Fine(2017)은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와 미국 샌
프란시스코 사례연구를 통해, 근로감독기관과 작업장 노동조합, 상급노동단체,
지역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공동 노동법 집행(co-enforcement)’
이 각각의 지역에서 근로감독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실
질적인 변화로 귀결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글로벌 노동 거버넌스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구매기업에는 크
게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Anner(2012)에 따르면, 글로벌 구매기업들은 공
급기업 공장의 임금, 노동시간, 작업장 안전과 건강 등 가시적인 항목의 향상에
는 관심이 많지만,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문제에는 주저하
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급기업 작업장에 독립적이고 강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자칫 공급사슬망의 통제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Oka(2016)은 베터팩토리 캄보디아(Better Factory Cambodia) 자
료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공급업체 공장의 임금, 노동시간, 휴가
관련 노동기준 준수가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자는 캄보디아와 같은
저개발국의 노동조합은 주로 금전적인 면에 초점을 두는 까닭에 작업장 안전이
나 노동자 건강 측면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분야에서 공적 규제가 제대
로 작동한다면 글로벌 노동거버넌스와 진출국 노동규제가 상호보완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Amengual and Chirot(2016)은 초국
적 노동거버넌스에 있어서 공급업체 노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즉 글로벌
바이어나 글로벌 NGO와 같은 초국적 행위자들의 활동은 공급업체의 노동기준
위반을 적발하고 노출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공급업체의 노동기준을 실제
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기존의 하향식 노동조건 감시와 현지의 상향식(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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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역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저자들은 Better Work 인도네
시아 사례를 통해, 공급업체의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초국적 행
위자들의 감사 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 감사관(auditor), 감사전문기업(auditing firm), 감사산업(auditing industry)
글로벌 가치사슬 논의에서 공급업체 감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 왔으나,
주로 글로벌 바이어나 공급업체에 초점이 맞춰져 왔었다. 최근 들어 감사의 규
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화된 감사관, 감사전문
기업, 감사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Raj-Reichert, 2013, 2020; LeBaron
and Lister, 2015; Fransen and LeBaron, 2019; Bres and Gond, 2014).
크게 두 부류의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의 연구는 감사의 행위자, 즉
감사관, 감사전문기업, 감사산업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연구이고, 또 다른 부류
의 연구는 어떤 조건에서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다
루는 주제는 다르지만, 두 연구흐름 모두 궁극적으로 중간행위자 또는 중개자
(go-betweens)로서의 감사 행위자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공급사의 기준준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후술하듯이 최근 자료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LeBaron and Lister(2015)는 점점 대형화되는 감사산업체제(auditing regime)
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진단하였다. 저자들은 감사 전문기업들이 현재의 문제점
을 감추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실상은 고객사인 구매업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감사결과를 도출할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
다. Fransen and LeBaron(2019)은 최근 들어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가는 빅
4(Ernst & Young, KPMG, Deloitte, PwC) 감사기업들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노
동거버넌스에서 이들 빅4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회사들은 단순히 감
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다양하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연성화된 노동거버넌스(soft-law labor governance)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Raj-Reichert(2020)는 자칭
‘리서치 NGO(research NGO)’인 VERITE가 말레이시아의 전자업계에서 수행
한 감사 역할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이 단체가 감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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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정부, 글로벌 바이어, 여러 공급업체등과의 밀접한 관계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는 한편, NGO로서의 지위를 통해 글로벌 노동 거버넌스에 있어서 조
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Raj-Reichert(2013)은 작업장 수준에서의 개개 감사관(auditor)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말레이시아 페낭에 소재한 5곳의 전자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 PCB) 제조공급업체에서의 보건 및 안전담당관(Safety and Health Officer :
SHO)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 회사들은 모두 HP사의 주요 공급업체인데,
전자회로기판 제조 특성상 노동자들이 여러 화학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보건 및
안전문제는 제조공급업체는 물론 이들의 공급처인 HP의 공급망 감사에도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 저자는 이 공급업체들에 상주하는 보건 및 안전담당관(SHO)
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보건 및 안전문제에 관여하는지, 그러면서 소속회사의
본사와 HP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에 대해 일상의 활동(daily activities)을 살
펴보았다. 저자는 Foucault(1991)의 통치성(governmentality) 논의를 바탕으로,
보건 및 안전담당관이 1)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감사자’(governor),
2) 본사와 글로벌 바이어(HP)로부터 계속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피감사
자’(governed), 그리고 3) 말레이시아 정부, 시민단체, 현장 노동자, 본사, HP 사
이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시키는 ‘정보전달자(relays of information)’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미시적 시각을 가지
고 생산의 현장에서 사적인 자체감사(private, self-audit)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를 살펴본 연구로서 기준준수 효과성 제고에 대한 미시적 접근의 후속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감사 행위자에 대한 분석 연구와 더불어, 최근 들어 “어떤 조건하에
서 감사가 좀 더 효과성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Short
et al.(2016)은 조직이론을 적용하여 감사관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
고 있음을 밝히고,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감사관을 둘러싼 조직 내외 변수
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감사관을 반복적으로 같
은 작업장에 투입하는 것을 재고해야 하며, 감사관의 숙련이 필요하고 모두 같
은 남성으로 구성하면 감사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
로, 공급업체가 감사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역시 감사 효과를 감소시킨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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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글로벌 구매업체들은 감사 전문업체와 노동감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적으
로 그들에게 감사에 대한 업무를 일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연구는 구매업
체가 감사 전문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감사 프로세스나 인원 구성,
훈련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감사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 경영학의 조직연구
최근 연구 트렌드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경영학의 조직연구자들이
공급업체 노동기준 향상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다(Toffel et al.,
2015; Hugill et al., 2016; Bird et al., 2019). 일련의 조직 연구의 특징은, a.
기존의 노동기준 향상 노력이 제한된 성과만을 가져왔음을 지적하며 과연 어떤
조건하에서 노동기준 준수 혹은 향상이 극대화되는지에 초점을 두었고, b. 이러
한 연구들은 대규모 양적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본격화되고 있으
며, 그 주요 출처는 글로벌 감사전문 기업들이었고, c. 이러한 연구들은 조직
내 조건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소재 국가의 제도적 맥락, 혹은 구매업체 소재
국가의 제도적 맥락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Toffel et al.(2015)은 한 대형 감사전문기업의 47개국 44,000여 건의 감사 자
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는데, 공급업체 소재국의 제도적 맥락, 구매업체 소재
국의 제도적 맥락,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기준준수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음
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급업체 소재 국가의 노동규제가 강할수록, ILO 규약
(treaty)에 적극적으로 협력할수록, 언론자유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컴플라
이언스를 보였다. 또한 구매업체 소재 국가의 시민들이 소비 수준과 사회적 의
식 수준이 높을수록 공급업체의 기준준수 수준이 높았다. Hugill et al.(2016)은
조직 내외부의 특성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공급업체가 속한 지역의 제도적 맥
락, 공급업체와 구매업체의 관계, 감사관의 숙련도 등이 공급업체 기준준수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Bird et al.(2019)는 2012~2015년
3년 동안의 대형 감사전문기업의 8,323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조건에서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높았는가?”를 연구하였다. 저자들은 조직이론의 디커플링
(decoupling) 연구에 바탕을 두고 기업 내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논리(efficiency
logic)와 정당성을 중시하는 논리(legitimacy logic)가 공존함을 지적하며,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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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논리는 성과급제(piece-rate system)로, 정당성 논리는 경영인증제(Certified
management system)와 노조유무(union presence)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
과급제가 활성화된 기업에서는 기준준수의 디커플링(기준준수에 대한 대내외
의 요구와 조직 내 실행 간의 괴리)이 높았고, 경영인증을 하거나 노조가 설립
된 기업에서는 기준준수와의 디커플링이 낮았다.

2. 거시적 관점의 연구
가. 구매업체의 경영관행(upstream practices)
하청공장 생산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틀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노
동기준을 살펴봐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고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바이어들은 주문
량을 예측할 수 없어 수시로 물량을 변경하고 공급업체에 생산 시간 축소와 다
품종 소량생산을 압박하는 실정이다(Locke and Samel, 2018; Reinecke et al.,
2019). 이 상황에서 공급업체는 잦은 물량 변화 및 경기침체로 인해 최소한의
적정 인력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구매업체의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공급업체 노동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는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
산 패턴으로 인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노동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가치사슬 상류에서의 글
로벌 바이어들의 생산/주문방식(upstream practices)은 공급업체의 근로조건과
노동기준을 부차적인 이슈로 만들었다. Locke and Samel(2018)은 바이어들의
경영관행(business practices)이 공급업체의 노동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상황인데
도 불구하고 예전 연구들은 주로 생산의 현장에 초점을 두었다며 구매업체의
경영패턴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글로벌 노동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LO 보고서(2017) 역시 구매업체의 가격 인하,
충분하지 않은 생산시간, 정확하지 않은 주문 사양 등이 공급업체의 노동조건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Reinecke et al.(2019)은 현재 산업 구조
자체가 사적 규제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일련의 노력들은 반
창고(sticking plaster)에 불과할 뿐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즉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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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업체의 경영관행을 제대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국제정치경제적 접근
글로벌 바이어의 경영패턴이나 소비자 트렌드보다 좀 더 상위레벨에서 현 상
황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계속되었다. Anner(2019)는 국제정치경제학적 관점에
서 글로벌 의류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공급업체의 노동조건이 왜 악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여러 노력들이 제한적 성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
하였다. 저자는 우선, 글로벌 구매업체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적
인 존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압박에 처한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기
존 구매업체(Gap, 디즈니 등)는 새로운 경쟁자들(Amazon)이 등장하면서 더 극
심한 경쟁에 휩싸였고, 속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패스트패션은 글로벌 바이어들
의 생산패턴을 속도경쟁에 내몰리게 만들었다. 또한 글로벌 바이어들은 시장의
평가, 즉 주식가격에 더 민감해졌고 실적이 부진하면 곧바로 글로벌 인수합병
에 노출되어 소멸되었다. 한편 IT 기반 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구매업체들은
전 세계 하청공장에서의 생산시기, 생산량, 생산 품질 등에 대해 좀 더 명확하
게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공급업체에 좀 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 힘의 불
균형(power imbalance)이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200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경영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글로벌 바이어들
은 공급업체에게 두 가지 압력, 가격 압박(price squeeze)과 구매 압박(sourcing
squeeze)을 가하게 된다. 가격압박은 강한 협상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간접적으
로 단가인하를 압박하는 것이다. 심지어 공급사업체가 위치한 국가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편 구매 압박은 더 짧은 생산시간, 구매량
의 극심한 변동, 막판 스케줄 및 사양 변경 등을 강제하는 것이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두 압박을 동시에 받으면서 생산운영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한계지점에
다다르게 되어, 공급업체 작업장에서는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과도한 재
하청, 강제 야근, 비정상적인 스피드 생산 등이 일상화된다. 즉 Anner(2019)는
글로벌 의류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하면서 사적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공급
업체 공장들의 노동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Bird et al.(2019)은 비슷
한 맥락에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급업체 공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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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piece-rate system)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렇게 되면 자
연스럽게 사적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Dickson
(2018)도 재무적 압박이 글로벌 바이어와 공급사에게 똑같이 가해지는 상황에
서 공급업체 공장의 노동기준 향상을 논의하는 것은 피상적 접근일 수밖에 없
다고 강조한다.
다. 무역과 노동의 연계
21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자 간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과 노
동의 연계도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역과 노동을 연계하는 트렌드
는 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EU의 경우에는 무역협정
내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TSD)’이라는
독립된 장(chapter)을 두어 노동과 환경 등에서의 변화 및 개선을 상대국에 요
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초기의 이러한 노동 관련 규정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가?” (Harrison et al.
2019: 261)에 초점을 두고 있다. Harrison et al.(2019)은 세 사례 - 캐리비안국가
협정(CARIFORUM EPA, 2008), 한국-EU 협정(2011), EU-몰도바 협정(2014) 분석을 통해, 노동권 보호에 대한 EU식 접근법의 추상성, 약한 강제성, 각 나라
상황에 대한 낮은 이해를 지적하였다. 이는 후술할 논문에서도 공통적으로 제
기되는 바이기에, 특정 국가 혹은 무역협정을 연구 분석한 이하 세 편의 논문들
을 소개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Campling et al.(2019)은 한-EU 무역협정이 한국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자동
차의 공급사슬망의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제
시하였다. 첫째, 무역협정은 제한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정치경
제적 상황과 자동차 산업의 노사관계 특징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산별노조로 존재하지만 기업별 노조의 유산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현대차그룹 노동자들과 그 외의 공급사슬에
있는 노동자들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된 노동은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외의 노동자들은 제대
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되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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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는 한-EU TSD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공간을 협소
화시켰다. 한편 저자들이 강조하는 두 번째 분석결과는 한-EU 협정으로 한국
시장이 개방되고 독일차 등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이
익률이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이익 축소의 여파를 현대자동차의 공급사슬에 있
는 하청회사의 노동자와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게 되어,
오히려 한-EU 무역협정 이후 한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 고용안정성은 후퇴하였다고 강조하였다.
Tran et al.(2017)은 베트남에서의 두 가지 사례,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 TPP)과 EU와의 무역협정 협상 전후 과정이 베트남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저자들은 무역과 노동의 연계는 집행력
(enforcement)과 무역상의 제재 여부가 중요하다며, 무역협정이라는 외부의 강
제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저자들은 외부 강제력이 주어
졌을 때 베트남 내부에서 국가, 시민단체, 기업들, 노동단체 등의 이해관계당사
자들이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베트남 노동자의 단
결된 결속력과 협상력, 베트남 시민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Smith et al.(2018)은 EU-몰도바 무역협정이 몰도바(Moldova)의
의류산업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저자들은 EU 무역협정이 너무
추상적인데다가 몰도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아주 제한된 영향만을
끼쳤다고 강조하였다. 저자들은 몰도바는 법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
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등 서류상의 보호조항은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
지만, 몰도바 의류산업이 이탈리아와 영국 의류산업에 강하게 종속되어 강한
비용절감 압박과 빠른 대응력을 요구받고 있고 개별화된 성과급제가 만연하여
업무강도가 매우 높으며 노동조합이 힘을 잃어서 국가 노사관계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작업장 내에서 제2의 인사관리 부서 역할 정도에 머물
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러한 몰도바 내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EU의
TSD 조항들과 사회적 대화 장려는 몰도바의 의류산업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
고 있으며,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요약하면, 본 논문에서 소개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최근 네 편의 논문
은 공통적으로 노동조항들의 추상성, 약한 강제성, 협상 상대국의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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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해로 아주 제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추후 연구는 ‘효과성 제고’, 즉 상대국의 노동기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
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무역과 노동을 연계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국가의 제도적 맥락(national institutional context)
일련의 연구들이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가 위치한 국가의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s)과 공급업체의 기준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Distelhorst et al.,
2015; Locke et al., 2013; Amengual and Chirot, 2016). 공급업체의 제도적 맥
락은 양적, 질적 연구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 연구가
질적 연구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일부 대규모 감사 데이터의 접근이 가능해지면
서 양적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가령, 공급업체의 제도적 맥락으로 정부의 노동
규제와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공급업체 노동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
구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Stroehle(2017)은 FLA(Fair Labor Association)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를 살펴보았는데, 공급업
체가 위치한 국가의 제도적 변수들, 즉 법치(rule of law), 경제수준(GDP), 언론
자유(press freedom)를 대륙 및 국가별로 구분하였고, 분석 결과, 이러한 공급업
체가 위치한 국가의 제도적 맥락이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등과 같은 절차적
권리 위반(process rights violations)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Distelhorst et al.(2015)은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HP의
협력사 자료를 바탕으로, 세 국가(체코, 멕시코, 중국)의 제도적 맥락이 구매업
체의 전략과 공급업체 사업장의 노동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두 가지
기준(국가의 노동 규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따라 세 나라를 구분하였는데, 체
코의 경우 국가의 강한 노동규제와 시민사회의 활발한 역할,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였고, 멕시코의 경우 국가의 노동규제는 약한 반면 시민사회는 상대적으
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의 노동규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둘 다 미진하였다. 결과적으로, HP의 중국 공급업체가 가장 약한 기준준
수 수준을 보였고, 체코 공급업체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준수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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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체코의 경우, HP는 공급업체들이 체코의 강력한
노동법 규제와 벌금을 인식하게 하여 기준준수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냈고, 국
가의 노동 규제가 약한 멕시코의 경우, HP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공급업체 사
업장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노동규제가 약
하고 시민단체 활동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한편 지역 행위자들(local actors)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는 연구
들이 진행되어왔다. Amengual and Chirot(2016)은 베터워크(Better Work) 인도
네시아 사례를 통해 글로벌 행위자들의 하향식 노동조건 감사는 현지 공급업체
노동조합의 상향식의 적극적 활동이 존재할 때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뒤이어 Bair(2017)은 Amengual and Chirot(2016)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Better Work 니카라과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저자는 초국적 거버넌스 효과
성은 바로 공급사가 위치한 현지 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정치적 역동성이 어떻
게 상향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제 분과의 다양한 시도
최근 연구에서 주목할 사항 중 하나는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분과에서 진행
된다는 것이다. 각각의 분과에 따라 관심 초점이 조금씩 다른 가운데, 정치학,
사회학, 노사관계학은 물론 경제학, 경영학의 조직연구와 생산운영관리, 인류
학, 정책학 등 다양한 분과에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중
에서도 최근 연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분야를 꼽자면, 경영학(조직연구, 생산운
영관리)과 경제학이다. 경영학의 조직이론에서는 “과연 어떤 조건에서 좀 더 컴
플라이언스가 높아질 것인가?” 혹은 “어떤 공급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컴플라
이언스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Bird et al.(2019),
Hugill et al.(2016), Toffel et al.(2015)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 연구들은 앞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감사 전문기업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전략경
영분야에서도 Vogel(2010), Short et al.(2016) 등의 연구가 “노동기준 준수가
어떤 상황에서 향상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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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운영관리에서는 종래의 토픽에서 벗어나 공급망의 노동과 환경기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Porteous et al., 2015; Liu et al., 2019; Kalkanci and
Plambeck, 2020). Lee and Tang(2018)은 생산운영관리 분야에서 향후 좀 더 관
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 중 하나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노동과 환경기준 이슈
를 조명하였다. 경제학에서의 연구도 활발한데, 경제학 분과에서는 수출, 무역
과 같은 거시적 경제흐름이 공급사 공장의 근로조건과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고 있다(Tanaka, 2017; Harrison and Scorse, 2010; Boudreau, 2018;
Grossi et al., 2019). 일례로, Tanaka(2017)는 미얀마 사례를 분석하면서, 수출
이 공급업체 노동조건, 기업 성과 등 전반적인 면에서 향상을 가져왔다고 밝혔
다. 한편 최근 연구들은 대상 국가, 데이터 출처 면에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
다. <표 2>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의류 및 스포츠, 전자 등 글로벌 공급사
슬이 보편화된 산업들을 배경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공급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질적 연구 중심의 예전 연구와 달리,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글로벌 바이어들이 전 세계 공급업
체를 통해 다년간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표 4). 이와 관련하여, 조직연구들이 주로 활용한 글로벌 감사전문기업
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도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나 글로벌 NGO 데이
터를 활용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의미 있
<표 2> 산업 및 최근 관련 연구
산업

관련 연구

의류 및
스포츠

Tanaka(2017), Amengual and Chirot(2016), Amengual and Distelhorst
(2019), Amengual et al.(2019), Distelhorst et al.(2017), Stroehle
(2017), Oka(2016), Kim(2013), Bair(2017), Robertson(2019a, 2019b),
Alexander(2019, 2020)

농식품업

Barrientos and Smith(2007), Riisgaard(2009), Coslovsky and Locke
(2013), Dietz et al.(2019)

전자

Raj-Reichert(2013, 2020), Distelhorst et al.(2015), Yang and Gallagher
(2017), Locke and Samel(2018), Locke et al.(2013), Nadvi and
Raj-Reicher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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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 및 최근 관련 연구
국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요르단
체코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

관련 연구
Oka(2016), Robertson(2019a)
Tanaka(2017)
Lollo and O’Rourke(2018)
Raj-Reichert(2013, 2020), Nadvi and Raj-Reichert(2015)
Grossi et al.(2019), Boudreau(2018), Anner(2019)
Yang and Gallagher(2017), Distelhorst el al.(2015)
Amengual and Chirot(2016), Bartley and Egels-Zandén(2015)
Malesky and Mosley(2018), Kim(2013)
Ruwanpura and Wrigley(2011), ILO(2017)
Lee et al.(2020), Alexander(2019, 2020)
Robertson(2019b)
Locke et al.(2013), Distelhorst el al.(2015)
Coslovsky and Locke(2013)
Locke et al.(2013), Distelhorst el al.(2015)
Bair(2017)

<표 4> 데이터 출처 및 관련 연구
자료 출처

GAP

관련 연구
Locke and Samel(2018), Distelhorst et al.(2015), Locke et al.
(2013), Raj-Reichert(2013), Nadvi and Raj-Reichert(2015)
Amengual and Distelhorst(2019) Amengual et al.(2019)

NIKE

Distelhorst et al.(2017)

HP

APPLE

Yang and Gallagher(2017)
Schrage & Gilbert(2019)

H&M
감사
전문기업
Alliance &
Accord

Hugill et al.(2016), Short et al.(2016), Toffel et al.(2015), Bird
et al.(2019), Fransen and LeBaron(2019)
Boudreau(2018), Liu et al.(2019)

Better Work

Amengual and Chirot(2016), Robertson(2019a, 2019b), Bair
(2017), Oka(2016)

FLA
Verite

Stroehle(2017), Anner(2012)
Raj-Reichert(2020)

는 양적 연구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수출 및 무역거래 자료
등의 데이터를 통한 경제학적 분석 시도, 실험방법론(Lollo and O'Rourke,
2020)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측정변수도 세밀화되고 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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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ous et al.(2015)는 광범위한 양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구체화시켜 분석하고 있으며, Boudreau(2018)와 Lollo and O'Rourke(2020)은
연구대상의 전폭적인 협조와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작위대조시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등을 통해
분석하여 좀 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
면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글로벌 공급사슬에서의 노동조건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최근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연구주제를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문에서 글로벌 공급사슬에서의 노동환경에 대한 진단, 원인 분석, 해결책 모
색 등을 다룬 최근의 다양한 분과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연구 성과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주로
사적 거버넌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분석 및 제언에 초점이 맞춰져 다양한 연
구가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급업체와의 관계, 구매 관행, 감사 및 감사 프
로세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 조건, 현장 노동조합의 역할, 감사결과의 투명
한 공개, 보상 설계, 글로벌 바이어들의 공동감사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좀 더 큰 틀에서 공급사슬 내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전제로 거시적 관점의 연구도 수행되었다. 글로벌 바이어들의 사업관행에 대한
연구, 이보다 좀 더 상위 차원에서의 글로벌 공급사슬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
적인 접근, 양자 간 무역협정과 노동조건의 연계에 대한 분석, 바이어와 공급업
체가 위치한 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연구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여러 분과에서 실험
적인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사례연구 중심의 과거 연구들과
비교할 때, 이제는 대규모의 노동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양적연구가 경제
학, 경영학, 정책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과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문헌의 한계로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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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공급사슬을 연구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바이어들의 입장에서 서
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는 은연중에 공급업체들
을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급업체들, 특히 1차
공급업체에 대한 좀 더 심도 깊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는 공급사슬에서의 구매업체-공급업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단기간(short-term) 계약과 장기간(long-term) 계약의 장단점에 초점을 두
었는데, 아시아의 기업 간 관계, 특히 한국의 기업 간 관계는 서구 기업들 중심
으로 형성된 관계에 대한 기본 가정과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서구기
업들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매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독점적 하청관계도 빈번하고, 특히 재벌기업의 경우 친인척이라는 특수관
계로 형성되어 거래가격이나 이윤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장기적 계약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서구 기업의 맥락에서 발전되어온
기존 글로벌 공급사슬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는 최근의 변화들, 가령 스마트 팩토리화(化)가 글로벌 공급망의 노동
조건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국내 연구자들에게 향후 연
구 주제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글로벌 공급사슬 내에 1차
공급업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의류, 전자 회사들에 대한 연구이다. 글로
벌 공급사슬 내에서 주요 한국 기업들의 역할은 매우 독특한데, 글로벌 의류회
사 빅4(영원, 한솔, 세아, 한세) 등과 글로벌 전자 부품사(삼성전자 반도체, 하이
닉스 반도체, LG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등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회사임과 동시에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는 핵심 1차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즉 글로벌 바이어의 공급사슬 노동 감사의
1차 대상임과 동시에, 이들 한국 기업 자체가 자신들의 협력업체에 대해 노동
감사를 실시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 기업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가 은연
중에 전제하고 있던 공급업체들의 ‘수동성’, 즉 구매업체의 노동기준을 피동적
으로 수용한다는 전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이와 관련해서 한국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관계가 노동조건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시의적절하고 흥미로울 것이다. 앞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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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듯이, 기존 연구는 공급사슬에서의 구매업체-공급업체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나 일본식 기업관계의 특성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한국적
특색의 구매업체-공급업체 간의 관계가 노동 감사의 형식 및 결과, 그리고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것은 기존 서구 선도기업 중심의 연
구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화(化) 노력이 노동조건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 비용절감 압박, 그리고 생산
성의 급격한 상승 압박과 맞물려 현재 한국 기업들은 해외 제조공장에서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노동
조건 향상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것도 현 상황에
서 시의적절할 것이다.
본 논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데
주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개별 논문에 대한 학술적 비판보다는 큰 틀에서 핵심
주제별로 최근 연구흐름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데 치중한 면이 있다. 둘째, 본
논문은 주로 정책학, 사회학, 경제학, 개발학, 경영학 분야에서 중요 연구들을
선별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저자들의 분석 결과가 최근의 모든 사례와 논문
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분과의 다양한
논문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글로벌 공급
사슬의 노동조건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들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동시에 국내 연
구자들에게 향후 연구주제를 제언하였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본격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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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 Supply Chains and Labor Conditions : Historical
Contexts and Recent Research Trends
Lee Joonkoo․Chung Sunwook
As more Korean multinational enterprises emerged as major players in global
supply chains(GSCs), addressing labor issues in their production networks has
become a major challenge. Yet, little research has been devoted to this topic.
Against the backdrop,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cholarly discussion of labor conditions in GSCs and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recent studies in the evolving literature.
Three key trends are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on labor conditions in GSCs
and various forms of public and private labor governance. First, we witness
the increase of research focusing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labor governance from a micro standpoint, such as changing buyer’s sourcing
practices, increasing transparency in auditing process, and giving voice to
unions. Second, macro-level approaches have been on the rise, calling for
attention to the domains and issues beyond supplier factories. These focus
on a broader global political economic structure affecting both buyers and
suppliers, as well as the nexus of trade agreements and labor conditions, and
the national institutional contexts where suppliers and buyers are embedded.
Lastly, the recent studies exhibit a growing level of diversification in data
and methods used as well as in industries and countries investigated.
The paper concludes with our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in the Korean
context. These include more in-depth study of Korean first-tier suppliers in
GSCs, focusing on the effect of long-term supplier-buyer relationship on labor
audit practices and outcomes, as well as their investment in smart factories
and its impact on labor conditions.
Keywords : global supply chai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labor conditions,
labor governance, private labor standards, recent research trend,
research suggestions for Kore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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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리 행정시스템 전환에
관한 연구
김 증 호*

본 논문은 한국의 임금체불 상황과 임금체불 청산제도, 임금체불 행정시
스템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임금체불 특징은 매년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추세
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감소하지 않고 있
으며, 임금체불은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임금체불 청산제도와 고용노동부의 신고사건처리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데, 체당금 지급 등 임금체불 청산제도 이용 실적과 임금체불이 함께 증가
하는 것은 현재 임금체불 청산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라
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서 현
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임금체불 다발 사업장, 상습체불 사업장 등
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수시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신
고사건처리를 통한 임금체불 관리에서 사업장 감독에 의한 임금체불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처리하며 가장 큰 애로
점인 피신고인 및 피의자 불출석 문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 지원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 등을 위하여 (가
칭) 임금체불 추적수사팀을 운영함으로써 신고사건처리 과정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 신고사건 감소 및 효율적인 체불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신고사건처리, 사업장 감독,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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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가계의 주요 수입원으로 의식주 해결에 필수
적인 요소이므로 임금체불은 현재의 생계는 물론 미래 노동능력에도 심각한 장
애를 초래할 수 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비와 직결되지만 사용자에게는
생산비의 일부를 형성하고 국가경제에서는 구매력의 원천이다. 임금은 그 본질
적 차이로 인해 노사 양측에 긴장과 대립을 불러올 수 있으며, 임금체불은 국가
경제와 시장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 국가가 임금을 보호하는 이유는
노동력이 일반 상품과 다른 여러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Mashall, 1956).
노동력은 저장․보존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상품처럼 공급을 조절할 수 없고,
근로자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궁박하게 판매하거나 때로는 투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노동력은 근로자와 분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은 여러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며 사용자와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처럼 근로자들은 불
리한 여건에서 결정된 임금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도 적
절히 대응하는 것이 힘들다.
오늘날 임금체불 문제는 변방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임금체불이 사회적으로
그리 관심을 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임금체불이
라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 대다수가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제도화된 수단을 활용
할 수 없고 제도권 밖에 있으므로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정당화하거나 사회
적 이슈로 만들어 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재산이
빈약하거나 업무의 숙련도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
닥에 놓여 있어 스스로 투쟁할 힘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은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거나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취약계층 가운데 하나로 우선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사업의 규모․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법에 대한 무지와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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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법의 보호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더라도 임금체불은 매년 증가하는 등 만연화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 당사자인 피해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사회적인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
고 있다.
임금체불에 관한 논의는 가장 현실적이어야 함에도 그동안 임금체불 해소 방
안이나 관련 대책은 법․제도의 제․개정 등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
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임금체불에 관한 논의는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노동관계법․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 이유와 근로자들에게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 문제점이 어디
에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임금체불 문제를 거시적인 시각
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임금체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 등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체불관리 행정시스템인 근로감독제도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이 법․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논의를 지양하고 고용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신고사건처리와 사업장 감독을 통해 이루어지는 임금체
불 관리실태와 문제점,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의 전환, 임금체불 예방과 효율적
인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임금체불 현황과 임금체불 보호제도

1. 임금체불 현황
오늘날 임금체불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상황을 보면, 체불규모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 3,438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상회한 이래 그 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가 2011년 이후부터는 체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무려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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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체불근로자 수도 2009년도에 30만 명을 초과하였
다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부터는 증가하고 있으며 체불 신고사건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 임금체불 신고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수, 명, 억 원, %)

지도해결
건수
금액

사법처리
건수
금액

처리 중
건수 금액

신고건수

체불
금액

2006

127,626
(277,355)

10,297

81,296
(63.7)

3,614
(35.1)

39,957

6,159

6,373

524

2007

151,802
(194,381)

8,403

90,831
(59.8)

3,627
(43.2)

55,531

4,480

540

296

2008

169,490
(249,485)

9,561

109,746
(64.8)

8,171
(85.5)

52,856

3,945

6,888

445

2009

187,799
(300,651)

13,438

118,670
(63.2)

7,784
(57.9)

63,005

5,243

6,124

490

2010

186,363
(276,417)

11,630

121,673
(65.3)

6,037
(51.9)

57,830

5,090

6,870

503

2011

193,536
(278,494)

10,874

135,366
(69.4)

6,105
(56.1)

52,049

4,195

6,121

574

2012

186,624
(284,755)

11,772

121,664
(65.2)

6,252
(53.1)

57,614

4,873

7,346

647

2013

181,182
(266,508)

11,930

114,064
(62.9)

5,565
(46.6)

60,977

5,826

6,141

539

2014

195,783
(292,558)

13,195

131,052
(66.9)

6,452
(48.9)

59,025

6,264

5,706

479

2015

204,329
(295,677)

12,993

141,171
(69.1)

6,020
(46.3)

56,222

6,309

6,936

664

2016

217,530
(325,430)

14,286

152,290
(70.0)

6,866
(48.1)

58,951

6,623

6,289

797

2017

209,714
(326,661)

13,811

149,464
(71.3)

6,751
(48.9)

52,751

6,139

7,499

921

2018

224,781
(351,531)

16,472

151,504
(67.4)

7,292
(44.3)

66,454

8,217

6,823

963

자료 : 1)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2) 2006년부터 임금체불 통계 집계방식 변경(청산/미청산 → 지도해결/사법처리).
3) 지도해결=청산+행정종결(합의)+송치종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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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다. 당시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자 도산기업에서 퇴직
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는 1998
년 2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고 그해 7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을 정
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임금체불과 신고사건이 급증하
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행정수요 확대와
맞물려 근로감독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신고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노동
행정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 후 임금체불 조기 청산을
유도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 경감, 임금체불에 대한 불합리한 형사처벌의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1) 지연이자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가 각각 도입되었다. 그
후 명단공개 및 임금체불자료 정보제공 등의 제도가 신설되는 등 다양한 임금
체불 보호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들은 체불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하고 근로자 권리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것에 그치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2)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는 폐지 의견도 있으나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있으며,3) 지연이자
제도의 경우 지연이자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근로자들
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 권리구제 수단으로서는 한
계가 있다.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1)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
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처벌불원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2)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체불 신고사건 및 체불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지도해결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 2018년도 사법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
였는데 임금체불 청산이나 형사처벌 과다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3) 반의사불벌 폐지에 대해서는 송은희(2017), 이종수(2017)의 연구가 있으며, 제도개선에 관
한 입법 발의가 있었다.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2016. 8. 10) 근로기준법 제42조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 임이자 의원 대표발
의(2017. 9. 1)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아니함;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2018.
2. 14) 임금체불 등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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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명단
공개 시점에서는 휴․폐업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및 청산 효과는 그리 높지 않
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체불 청산시스템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2. 우리나라 임금체불의 특징과 문제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줄어들지 않는
다는 점이다. 연도별 임금체불 청산실적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더구
나 임금체불에 관한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였음에도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
해도 청산율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의 <표 1> 임금체불 신고사
건처리 현황을 보면, 반의사불벌죄 도입으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완화시켜 줌
으로써 범죄자가 될 개연성이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사법처리 건수는 크게 감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매년 5만~6만 건을 유지하고 있어 형사
처벌제도가 임금체불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임금체불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표 2>
연도별/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2018
년도의 경우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91.7%, 접수건수 기준으로 86.0%, 근로자
수 기준으로 76.6%, 임금체불액 기준으로는 67.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설명
해 주고 있다.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노동조합이 미조직 상태이고, 30인 이상 사
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노사협의회가 미설치되어 있는 등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
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근로감독관은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피해
근로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영세사업장 곳곳
에 노동행정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잠재된 임금체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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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단위 : 개소, 건수, 명, 원)

규모별＼연도별

전체

138,533
224,781
351,531

1,428,631,465,349

1,381,064,961,385

1,647,197,312,205

76,668
103,400
130,394

76,449
101,955
132,901

81,636
111,766
146,124

382,057,929,157

380,294,650,836

472,308,241,783

45,281
81,179
120,994

43,408
76,442
116,880

45,387
81,507
123,284

585,614,072,387

562,680,752,648

645,818,382,894

8,339
21,464
42,487

7,947
20,382
40,522

8,189
21,191
43,791

253,996,598,251

252,642,453,163

286,141,938,918

2,481
7,843
19,402

2,410
8,054
19,030

2,443
7,240
18,963

129,316,687,545

122,002,643,574

116,822,389,906

436
1,855
4,133

407
1,485
3,325

464
1,030
2,496

52,162,673,582

43,566,549,429

7,022,495,922

576
1,789
8,020

562
1,331
13,897

588
1,936
16,599

25,483,504,427

19,301,838,815

117,925,337,101

사업장 수
접수건수
근로자 수

-

55
65
106

88
111
274

체불금액

-

576,072,920

1,158,525,681

사업장 수
접수건수
근로자 수
사업장 수
접수건수
근로자 수
체불금액

30~99 인

사업장 수
접수건수
근로자 수
체불금액

100~299 인

사업장 수
접수건수
근로자 수
체불금액

300~499 인

사업장 수
접수건수
근로자 수
체불금액

500 인 이상

사업장 수
접수건수
근로자 수
체불금액

근로자 수
미입력

2018

130,996
209,714
326,661

체불금액

5~29 인

2017

133,546
217,530
325,430

사업장 수
접수건수
근로자 수
체불금액

5 인 미만

2016

자료 : 고용노동부노사누리/통계분석/신고사건처리/임금체불현황자료(http://nosanuri.
moel.go.kr.8001/sso/ssosesschk-n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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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퇴직 후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
며,4) 신고된 내용은 임금․퇴직금 체불이 대부분이다. 아래 <표 3>의 2018년
임금체불 신고사건 법조항별 현황을 보면, 접수된 신고사건의 위반법 조항을
통해 어떤 유형의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접수건수를 기준
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청산 위반사건이 117,701건, 체불금액
이 7천 11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위반사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위반사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사건 순으
로 나타났다.
<표 3> 2018년 임금체불 신고사건 법조항별 현황
(단위 : 건수, 원)

위반 법령
전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접수건수
224,781
5,308
117,701

체불금액
1,647,197,312,205
12,342,314,987
711,499,902,699

2,304

120,419,782,536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117

1,040,033,329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264

1,019,969,726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40

750,018,89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1

28,014,351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43

274,613,508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49

396,088,375

52,063

571,020,214,09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7조(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42

1,434,683,25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195

1,449,346,941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244

1,408,321,96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자료 : 고용노동부 노사누리/통계분석/신고사건처리/임금체불 현황 자료 중 법조항별 체불
자료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으로 미입력 건수, 접수건수 10건 미만은 제외하였음.
4) 2018년 임금체불 근로자 중 퇴직자는 92.7%(308,934명), 재직자는 7.3%(24,313명)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고용노동부 노사누리/통계분석/신고사건처리/임금체불 현황
자료). 또한 근로감독관(5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체불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진정 이
전에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한 횟수는 1∼2회 38.7%, 3∼4회 41.5%, 5∼9회 15.9%,
10회 이상 1.8%로 나타났다(강승복,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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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사건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사건
은 퇴직 후에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로 접수건수 및 체불금액은
169,764건, 1조 2824억 원으로 전체 대비 접수건수 및 임금체불액은 75.5%,
77.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와 대비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
반사건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고한
사건으로 근로자들은 퇴직 후에야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신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임금체불 통계는 사실상 잠재된 임금체불이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으
로 일부 표출된 결과일 뿐이다. 그동안 임금체불 해결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에 신고된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사후 권리구제를 하는 방식으로 사건처리를 통
해 해결되고 있어 각 사업장에 잠재되어 있는 임금체불은 언제든지 임금체불
신고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체불관리
는 임금체불을 줄이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 차이, 감정대립 등으로 인한 신고사건은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성격을 띠고 있다. <표 4> 2018년 임금체불 발생사
유별 현황은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하며 판단한 체불 발생
사유를 노사누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집계한 결과이다. 도산․폐업, 일시적
경영악화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법해석 다툼, 사실관계 다툼,
근로자 귀책사유, 노사간 감정다툼은 당사자 분쟁 사건으로 전체 사건의 33.9%
(76,213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전형적인 개별적 노동분쟁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몇 만 원에 불과한 소액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는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감정대
립으로 인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사업주의 낮은 법 준수의식5)과 임금
체불에 비해 현저히 작은 벌금액이 선고되고 있어 임금체불위반죄의 위하력(威
嚇力)이 낮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건수가 매년 5만~6만 건에 달
하고 있다.

5) 대검찰청의『2018 범죄분석』
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발생건수는 44,323건,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은 14,003건으로, 검찰이 분석한 114개 특별법 위반 범죄 중 발생건수가
각각 5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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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8년 임금체불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개소, 건수, 명, 억 원)

계

사업장
도산․
폐업

일시적
경영
악화

법해석
다툼

사실
관계
다툼

근로
자
귀책
사유

노사간
감정
다툼

미
입력

사업장 수

138,533

8,298

78,404

10,402

36,587

1,493

17,639

391

접수건수
(%)

224,781
(100)

16,308
(7.3)

131,517
(58.5)

11,857
(5.3)

43,277
(19.3)

1,583
(0.7)

19,496
(8.7)

743
(0.3)

근로자 수

351,531

43,366

201,628

19,115

59,103

1,736

25,639

944

체불금액
(%)

16,471
(100)

3,774
(22.9)

9,621
(58.4)

680
(4.1)

1,743
(10.6)

37
(0.2)

562
(3.4)

52
(0.3)

자료 : 고용노동부 노사누리/통계분석/신고사건처리/임금체불 현황 자료.

임금체불의 배경에는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 부족, 근로계약 문화의 미정착,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경영악화 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먼저 임금을 체불하
는 경향),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전근대적인 고용관계 등 다양한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6) 특히 한국인의 법문화․법의식의 특징으로 법에 대한 불신과 법행
위에 대해 ‘이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양현아 외, 2013). 우
리 사회는 법과 질서는 안 지키면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챙기는 데는 급급한
사회라고 평가된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준법의식 부족과 타인을 배려하는 의
식이 결여되어 있는 이기적 권리의식이므로 타파되어야 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시민의식의 함양이 실천적으로 필요한 법문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만연화되고 있는 현상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나
라의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제도를 통한 임금체불 관리
근로기준법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고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근로
감독제도이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
다. 근로감독제도를 통한 임금체불 관리는 1952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그 연
6) 이승욱 외(2016),『임금체불행정시스템 개편 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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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두고 있다. 법 제정 이후 오랜 기간 지도계몽과 홍보 위주 방식에 머물러
왔으며 1963년 노동청 발족 이후 비로소 시정위주의 감독을 하였고, 신고사건
처리는 1965년부터 실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노동행정사, 2006). 사업장 감
독과 신고사건처리는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되어 오늘
날까지 변함없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91호, 2019. 8. 30)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업무는 ①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등 16개
법률)7)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
리,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과태
료 부과 업무, ②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③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④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과 관련한 업무, ⑤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
지도에 관한 업무, ⑥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이 지시하는 업무 등이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업무 대부분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와 사업장 감독이다. 근로감독업무의 전형적인 모습은 근로감독
관이 사업장에 임검하여 행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감독이다. 현재 고
용노동부 47개 지방노동관서 소속 근로감독관(산업안전분야 감독관 제외) 업무
의 80% 이상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 업무이므로 근로감독관 본연의 업무
인 사업장 예방감독 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8)
<표 5> 2018년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현황을 보면 정기감독은 21,751개 사업
장에 대해 50,770건의 법 위반내용을 적발하였고 이 중 체불금품은 8,867건으
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당 적발건수는 2.3건, 체불금품은 2.5개로 사업장당 1
건 정도 적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장 감독은 임금체불 청산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개정) 제6조의2에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16개 법률을 규정
하고 있다.
8) 권순원 외(2018)의 연구에 의하면, 임금체불 관련 신고사건처리가 근로감독관 업무량의
82.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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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8년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 현황
(단위 : 개소, 건수)

처분내용
감독
업체수

사법
처리

행정
처리

계

법 위반 내용별 건수
근로
근로
금품 해고 시간
조건
청산 제한
및
미명시
휴가

기타

특별
감독

12

8

0

61

11

-

4

3

43

정기
감독

21,751

1,163

14,674

50,770

8,867

-

1,027

10,009

30,867

수시
감독

4,319

190

3,376

19,178

3,525

-

1,338

2,310

1,977

자료 : 2019년 고용노동백서.
특별감독은 정기 및 수시감독과 달리 법 위반 내용별 적출 개선건수를 의미함.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처리 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절차와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
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감독관이 처음부
터 끝까지 임금체불 해결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
조). 근로자 대부분은 법률정보가 무지하거나 부족하므로 통상 사건처리 후 발
급하는「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9)는 체불근로자가 임금체불 청산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근로자들은 이 확인서를
근거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소송을 하며 체
당금 지급과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의 업무도 지원받을 수 있다.「임금체불
등․사업주확인서」
는 체불사업주(실제사업주 또는 명의상 사업주), 사업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직상사업주(무면허건설업), 체불된 임금의 항목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소송요건을 대부분 구비하고 있어 체불근로자에게 승소판결
가능성을 높여 준다. 실제 체불사업주 상당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백간주’10) 등으로 빠른 기일
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2에는 서식 및 확인․발급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하고 있다.
10)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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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관리는 신고사건처리와 사업장 감독이라는 수단을 유
효 적정하게 행사하면서 발전해 왔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임금체불 청
산 및 관리는 주로 사후적 권리구제방식인 신고사건처리 방식에 의존하여 왔는
데, 사업장 감독을 활용한 임금체불 예방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은 근로감
독제도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임금체불 위반 형사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그 연혁을 두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처리는 1965년부터 실시되었는데 당시에도 오
늘날처럼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등 금품 미청산 등에 관한 사
항이 주요 신고사항이었다(노동행정사, 2006).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급증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만으로 보호하기 어렵게
되자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후 1999년 근로기준법 및
2000년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감독관 증원 등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임금
체불 조기 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업무 경감, 임금체불 사건의
불합리한 형사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반의사불벌죄, 지연이자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하
였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관하여 비교적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
제 임금체불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체불금액에 비해 현저히 작은 벌금형이 부과
되고 있어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는 임금체불 해결수단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근로기준
법 위반자에 대한 구속은 28명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
20,230명 중 88.2%(17,843명)가 구약식11) 처분되었다. 이들 체불사업주는 형사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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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대하여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근로자들로부터 반의사불벌 취하서
를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가벼운 벌금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의 경우 임금체불의 10% 내지 15% 수준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데 그치고 있어 임금체불 형사처벌제도가 임금체불 해결방안으로 실
효성 있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표 6> 체불금액 대비 벌금액 수준 현황을 보면 임금체불액의 10~15% 수준
에서 벌금이 결정되는 비율이 무려 42.6%에 달하고 있다. 이를테면 임금체불
1,000만 원을 미지급해도 벌금액이 15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사회적인 신
분이나 인격, 명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체
불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지급하는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법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통 사
람들과 마찬가지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본다면, 이들이 임
<표 6> 체불금액 대비 벌금액 수준 현황
(단위 : 건, %)

확정 일자

2009
건수

2010

비율

건수

전체

16,792

10% 미만

3,090

18.4

3,970

10~20%
미만

7,350

43.8

20~30%
미만

3,022

30~40%
미만
50% 이상

2011

비율

18,589

건수

2012. 6월 말

비율

건수

비율

합계
건수

비율

12,788

7,594

55,763

19.2

2,574

20.1 1,356

17.9 10,590

18.9

8,045

43.3

5,200

40.7 3,181

41.9 23,776

42.6

17.9

3,314

17.8

2,354

18.4 1,449

19.1 10,139

18.2

2,302

13.7

2,562

13.8

1,817

14.2 1,098

14.5

7,779

13.9

1,028

6.1

1,098

5.9

843

6.7

3,479

6.2

6.6

510

자료 : 20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2014. 10. 7), p.36(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제출자료, 201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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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체불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expected benefit)에서 기대비용(expected cost)
을 뺀 기대순이익(expected net gain)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12)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임금체불은
이익으로 여길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형사처벌의 효과가 높지 않은 이유는 처벌이 적시성(timely) 있게 결정
되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체불을 청산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죄가 발생하지만, 대부
분 근로자들은 즉시 신고(고소․고발, 진정 등)하지 않고 더 이상 임금체불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
도 공소제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등 범죄발생부터 형의 선고까지는 경우에 따
라 1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이미 상실된
마당에 뒤늦게 자유형(징역 등)이 아닌 재산형(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형벌
로 인해 범죄억지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는 사업주들로 하여금 임금체불을 범죄행위가 아니라 개인 사이의 단순
한 채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와 근로기준법 준수율을 낮추는 결
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3) 임금체불은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형벌 이외 체불사업주를 압박할 심리적 수단 등 적절한 제재
수단이 오히려 체불청산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반의사불벌제도는 근로자가 체불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표시하면 이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이다.14) 근로기준법은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
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7조
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각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

12) 박세일 외(2019),『법경제학』
, 박영사, pp.430∼434.
13) 권오성(2018),『임금체불죄에 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노동법이론실
무학회, p.96.
14)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재진정, 재고소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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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반의사불벌제도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권리구제 방법의 기회를 주고,
임금체불 조기청산, 체불사건의 과도한 형사사건화 방지, 근로감독관의 업무부
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먼저 처벌불원의
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처벌불원의사 표
시로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에 임금체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15)는 점을 알고 임금지급을 고의
로 미루는 행위 등은 반의사불벌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이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강도(형량)를 높이거나 또는 처벌확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중(重)한 범죄와 달리 경(輕)한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강도보다 처
벌될 확률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 즉 가벼운 범죄의 경우
에는 법 위반사실이 쉽게 적발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범죄행위를 줄일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점검이나 감독 횟수를 높여 임금체불 적발 가능성
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임금체불 청산 및 예방을 위해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신고사건처리는
형사처벌에 과다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16)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
불 사건을 사법처리로 종결하더라도 피해근로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등을 해
야 하므로 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Ⅲ. 임금체불 관리의 문제점과 평가

1. 현행 임금체불 관리의 문제점
현행 임금체불 관리는 고용노동부의 신고사건처리와 사업장 감독을 중심으
로 임금체불 청산을 직․간접적으로 해결 내지 지원하는 제도로 이루어져 있으

15)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16) 회복적 사법이론(Restorative Justice)은 전통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부작용 등에 대
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보다는 범죄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측면
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와 조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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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를 하나의 청산관리 시스템17)으로 묶어 논의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
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사업주 융자, 지연이자제도, 반의사불벌죄, 체불
사업주 공개,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은 주요한 임금체불
청산제도이다. 그중 임금체불 행정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처리하는 신고사건
처리와 사업장 감독이 핵심적인 업무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임금
체불 청산과 관련된 문제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
다.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도입된 여러 임금체불 청산
제도의 이용실적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론적으
로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처리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이 해결된다면 무료법률구
조, 체당금 지급 등 체불청산제도를 활용하는 실적이 현저히 감소해야 하기 때
문이다.
둘째,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효성 있는 임금체불 해결수단으로 기능
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전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보호 법익, 다른 형벌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현재 수준보다 크게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18) 대신
처벌의 확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장
에 대해 수시로 감독을 하는 방식이 처벌의 확률을 높이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
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처벌 수위가 낮아 임금체불 억제효과가
없다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질서벌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장 감독이 임금체불 청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는 근로감독관이 사후처리방식인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매달려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근로자 개인의 권
17) 일반적으로 관리시스템은 법과 조직, 조직운영, 정보화,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등을 포
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처리와 사업장감독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18)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임금 등 미지급 범죄들은 모두 일종의 ‘채무 불이
행’으로서 임금체불죄의 양형을 사기, 횡령․배임범죄 등의 이득범죄와 동일하게 바라보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2016 양형기준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결과
보고」
, pp.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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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제를 하는 신고사건처리와 달리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의 권
리구제와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 청산 이외에도 노동관계법령상의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지시할 수 있고, 감독결과를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
에게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체불 해소방안과 정책적 대안은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등
에서 찾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체불관리 행정시스템과 근로감독제도 개선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실천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 임금체불 관리 실태 및 평가
현행 임금체불 행정시스템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른 해
결지원제도가 체불청산에 적절한 제도인지 여부, 제도가 구제대상 근로자 범위
를 적절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구제 또는 지원방식이 적절한지 여부, 구제에
효과적인지 여부, 해당제도를 근로자가 쉽게 이용하며 체불청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해 볼 수 있다(이승욱
외, 2016).
임금체불 발생 원인에 따른 해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도산 또는 일시적 경
영악화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체당금제도․무료법률구조지원․체불사업
주 융자지원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 간의 다툼과 같은 비경제
적 요인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 등의 노력으
로 해결되거나 소액체당금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방식 등에 따라 직접지원 방식, 비용지원 방식, 대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지원 방식으로 일반 체당금제도, 소액 체당금제도가 있고, 비용지원 방식
으로는 체당금 조력지원 사업, 무료 법률구조지원제도가 있다. 대여방식으로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가 있다.
현재 임금체불 청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청산지원 실
적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데, 각 제도별 임금체불 해결실적은 <표 7>과 같다.
다만, 발생된 임금체불과 사건접수 시기, 청산금액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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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해당연도에 발생된 체불액과 청산액을 단순 비교하여 체불청산 현황
을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할 수 있다. 2018년도 임금체불액은 1조 6,472억 원이
며 이 중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처리를 통해 해결된 임금체불은 전체 임금체불
의 44.3%(7,292억 원)이고, 체당금(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은 3,724억 원이
지급되어 전체 체불액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 체당금 지급은 2017년도
3,724억 원에서 2018년도에는 3,739억 원으로 0.42%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2018년 127억 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사
업장 감독을 통해 청산된 임금체불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소액체당금은
2019년 7월부터 1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급 규모는 2017년 1,292억 원에서
1,865억 원으로 무려 33.6%가 증가하였다.
<표 7> 2018년 제도별 임금체불 청산 및 지원 실적
임금체불 발생
임금체불 신고사건처리(지도해결)
사업장 지도감독(금품청산)
체당금제도(일반 및 소액)
체당금 조력지원제도(공인노무사
비용 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임금체불 청산 및 지원 실적
1조 6,472억 원

151,504건, 7,292억 원
정기감독 21,751개소, 8,867건, 수시감독
4,319개소, 3,525건, 특별감독 12개소, 11건
15,055개소 92,376명, 3,739억 원

146건, 150백만 원
460건, 3,038명, 12,777백만 원
253억 원 출연,19) 150,447명, 95,137건, 9,834억
원 (소액 및 민사 본안,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자료 : 2019판 고용노동백서.

최근 10년간 임금체불 신고사건 수․체불근로자 수․체불금액․사법처리건
수․체불금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체당금 지급금액, 체당금 조력지원 비용,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지원실적,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신청인원 및 건수 등의
실적이나 지표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 청산제도는 근로감독관
의 임금체불 지도해결 실적과 역(逆)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 고용노동부가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
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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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처리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체당금, 무료법률구조 등 임금체불 청산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체
당금 지급이나 무료법률구조제도 등의 이용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
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의 신고사건처리와 사업장 감독이
라는 체불청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3. 향후 임금체불 청산수단으로서의 소액체당금 역할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
급하는 제도로서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도입된 이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재판상 도산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 재산
이 없을 경우 임금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체당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체당금
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체당금과 가장 큰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은 300만 원(2015. 7. 1), 400만 원(2017. 7. 1),
1,000만 원(2019. 7. 1)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소액체당금은 2015년 352억
원, 2016년 1,182억 원, 2017년 1,292억 원, 2018년 1,865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은 임
금체불 청산제도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체당
금을 통해 1,000만 원 이하 소액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체당금 지급에
있어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에
의존하기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당금을 받는 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
이다. 그 결과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이용실적과 함께 소액체당금 지급실적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소액체당금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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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보장하며 집행절차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체불청산제도의 근
간이 되고 핵심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종헌, 2018). 반면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임금
체불 청산율과 소액체당금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Ⅳ.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의 전환

1. 현행 임금체불 관리시스템
가. 신고사건처리
현재 노동분쟁의 해결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쟁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조
정적․판정적 기능을 갖는 전문화된 노동위원회제도와 개별적 분쟁사건인 신
고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근로감독관이 처리
하는 신고사건은 권리분쟁20)에 관한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건처
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법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에 따라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임금체불 관리는 근
로감독관 개인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신고사건처리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
동위원회와 같이 합의제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조사와 수사를 하고 행정종결하거나 사법처리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사건의 처리절차나 처리결과는 전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지식
과 경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와 달리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불만
등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접수되는 신고사건은 상담 및 접수, 사건 배정 등을
거쳐 진정사건은 ‘내사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고소․고발사건이
20) 권리분쟁은 이미 형성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해석 및 이행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다툼
에 관한 분쟁을 말하고, 이익분쟁은 임금 및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권리, 의무관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다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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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인지 사건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근로감독관이
처리하는 신고사건은 행정종결과 사법처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이 형사처벌이라는 제재수단을 갖고 있으며,
법적 분쟁해결은 모두 형사분쟁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은 대부분 임금지급 등 권리구제가 목적이므로 임금체
불이 청산되도록 합의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리방식은 사건처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손상
된 신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
다.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형사법적인 시각에서 사법처리로 종결하는 것은
행정종결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처리방식
은 근로감독제도의 취지와 근로자 권리구제 측면에서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비
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21) 특히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형사법적인 시각이 아닌 사회법적 시각에서 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측
면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사
자 간의 입장 차이, 감정대립 등의 사건은 화해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가장 크게 필요하며 노
동관계법 지식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 조정․중재 능력, 협상력, 심리학 등 다방면의 지식과 경
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신고사건처리의 문제점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처리하며 느끼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설문조
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전용일 외, 2015).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만족도
가 낮은 주된 요인은 업무량 과다, 악성 민원 등의 순으로, 신고사건처리에 있
어 근로감독관이 겪는 어려움은 피신고인 불출석, 자료 미제출․증거 부족 등
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감독관들은 업무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많고 사건 조
21) 임금체불 사건이 형사처벌(벌금형)로 종결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제
외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해 민사소송 등을 해야 한다.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범죄자로부터 벌금을 걷어 가고 있으나,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재범의 양산
도 막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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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계에서 사업주의 출석 불응과 비협조, 급여명세서 등 임금자료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권순원 외, 2018).
이 설문조사 및 BPR워크숍 결과는 오늘날 근로감독관이 처해 있는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량 과다는 신고사건 수가
많은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피신고인 불출석이나 자료 미제출․증거부족
등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수가 과다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의식과 법 준수의식 결여, 임금체불 위반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 상습
적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누범이나 가중처벌이 어려운 점, 사업주의 도덕
적 해이 현상 심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
신고사건처리의 문제점은 진정사건(탄원, 청원 등 포함)의 경우 사업주가 출
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사건처리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과다한 신고사건을 줄이고 피신고인 불출석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된다면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동
시에 해결될 수 있다.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단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업장의
자료 미제출․증거부족, 급여명세서 등 임금자료 부족은 사업장에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서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발
생하는 문제들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
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법 위반사항은 법 위반
사실 발견 시 시정지시를 하거나 사업장 감독을 통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고
용노동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관점을 달리하여 신고사건처리의 문제점으로 임금체불 발생 원인분석․평
가․대응전략이 미흡하였고 신고사건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노력이 크게 부
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업무 개선방안은 오래전부
터 논의되어 왔으며 다양한 개선방안22)들이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성과로 이
어지지 못하고 있다.
22) 체불임금 추심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노상헌, 2014),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가칭)한국노동분쟁조정원 설립(이승욱 외, 2016), 근로감독청 설치․운영
및 임금체불전담기구(가칭 임금채권보장본부)를 근로복지공단 내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권순원 외, 2018)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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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처리와 근로감독과의 업무 관련성
1) 사업장 감독 계획
사업장 근로감독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
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
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근로
감독관 집무규정 제11조). 고용노동부는 매년 1월경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
을 시달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자체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
독, 특별감독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말하며, 수시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법령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거나 본부에서 수시감독계획을 시달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
감독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 발생 우려가 있거나 근
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하며, 그 특성상 감독 사업장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고용노동부의「2019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
(2019. 2. 1.)에 따르면,
기존의 적발 중심에서 자율시정 중심으로, 정기감독은 사전계도를 통해 충분한
자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한 사업장은 예외 없이 수시․특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감독은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고, 수시․특별감독은 정책적 필
요 및 사회적 이슈 대응을 위해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감독물량은 정
기감독의 경우 본부 주관 17,000개소, 지방 자체 3,000개소, 수시감독은 본부
주관 500개소, 지방 자체 4,500개소를 선정하였다.23) 정기감독은 30인 이상 사
업장 중심으로 실시하고 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기초노동질
서점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노무관리 지원을 하며, 감독내
용은 정기감독은 분야별 중점사항 중심으로 부분점검을, 수시․특별감독은 종
23) 2020년 사업장 감독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정기감독은 5,000개소, 수시감독은 4,500개
소로 전년대비 감독 사업장 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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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감독 세부계획은 정기감독은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한 핵심분야(기초고용질서, 임금체불, 비정규직, 노동시
간, 부당노동행위), 취약계층(외국인, 장애인, 여성, 건설노동자, 공공분야 용역
노동자) 다수고용분야 및 지방관서에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기 및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특별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해
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집무규
정 제14조).
고용노동행정 주요 대상24)을 보면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체가 전체 사
업체 수의 96%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앞의 <표 2> 2018년 임금체불 현황 자
료에 의하면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은 전체 사업장
의 9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30인 이
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감독계획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과 서로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
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놓여 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3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기초 고용노
동질서 점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노무관리 지원을 하도록 하
여 사업장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사전예방이나 청산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
다. 특히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 근로자에 대한 노
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집무규정 제12조 2호 다), 사업장 감독계획은 매
년 증가하는 임금체불 청산, 신고사건 증가 등 당면한 노동현안과 지나치게 괴
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업장 감독 결과 및 시사점
사업장 감독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
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첫째, 감독사업장에 대하여
법 위반건수를 얼마나 적발하였는지, 둘째, 위반내용이 근로계약 명시의무 위
24) 2017년 12월 31일 기준 사업규모별 행정대상은 전체 2,017,707개소이며 이 중 1∼4인
1,253,681개소, 5∼9인 461,609개소, 10∼29인 222,693개소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전
체 사업체 수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다(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p.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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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임금대장 등 장부의 비치 및 보존 등 간접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령
위반에 국한하지 않고 상습적인 금품체불, 차별, 부당한 처우 등 적극적 근로조
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지, 셋째, 근로감독효과로 인해 사업장 근로감독이 진
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경각심을 갖게 되어 법 위반건수 감소 여부 등이 면밀히
평가되어야 한다.
<표 8>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감독 현황 자료로 개별 사업장 감독결과에 관한
자료가 없어 사업장 감독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2018년
도 정기감독의 경우 21,751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법 위반내
용 적발건수는 50,770건으로 사업장당 2.3건이며 금품청산 위반은 8,867건으로
나타났다. 수시감독의 경우 적발건수는 사업장당 4.4건이며 금품청산 적발건수
는 3,525건이고, 특별감독은 감독사업체 12개소, 적발 개선건수는 61건, 금품청
산 위반건수는 11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감독실적 분석
의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3년간 감독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사업장 감독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은 감독종류
를 불문하고 중점점검 및 감독 항목인 점, 정기․수시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1년간, 특별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면 사업장 감독이 당초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표 8> 사업장 감독 현황
(단위 : 개소, 건수)

정기감독

감독
사업체

수시감독

법위반
내용건수
소계

금품
청산

감독
사업체

특별감독

법위반
내용건수
소계

금품
청산

감독
사업체

법위반 적출
개선건수
소계

금품
청산

2016

6,297

17,646

3,269

15,770

31,621

6,940

27

128

38

2017

5,869

17,835

3,114

16,604

28,031

8,615

101

315

89

2018

21,751

50,770

8,867

4,319

19,178

3,525

12

61

11

자료 : 2016∼2018년 고용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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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장 감독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정책적 필요
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차치
하고라도 사업장 감독과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장 감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로 근로감독관들은 신고사건 등 업
무과다, 한 사업장에 2시간 이상 감독이 어려운 점, 기관평가를 의식한 형식적
감독 실시, 본부 중심의 감독계획 수립, 감독대상 선정기준 모호성 등이 부실한
감독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전용일 외, 2010; 권순원 외, 2018). 감
독결과를 감독과 계획과 대비하여 보면 핵심분야(기초노동질서, 임금체불, 비
정규직, 노동시간, 부당노동행위) 및 취약계층(외국인, 장애인, 여성, 건설노동
자, 공공분야 용역노동자)을 사업장 감독대상으로 설정한 의미를 찾기 어렵고,
실제 사업장 감독에 있어서 맞춤형 감독, 부분점검, 종합점검 등 구분은 명확한
감독범위와 감독방법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임금체불 신고사건과 근로감독관
의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집단체불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 상습 체불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업장 감독과 연계하는 데
서 찾아야 한다. 특히 상습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범죄전
력이 다수인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에 대하여 높은 학습효과로 인해 불출석․비
협조 문제를 대부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특별관리를 비롯하여 감독을 집중하
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감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감독을 원칙
으로 하여야 하고, 감독횟수는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연중 수시로 사업장 감독
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사업장 감독 방식의 임금체불 관리시스템 개선
가. 사업장 감독 방식의 임금체불 관리
현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처리 업무가 과다하여 근로
감독관 본연의 업무인 사업장 점검․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 기능이 실종되
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승길 외, 2017; 장홍근 외, 2015: 이병희 외, 2012).
기존의 신고사건처리 방식을 통해 임금체불 다발 사업장을 관리할 경우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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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사실에 국한하여 사건처리를 하게 되고, 잠재된 임금체불까지 조사범위
를 확대하기 어려워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연중 사건이 접수될 수 있다. 근로감
독관은 신고사건마다 일일이 임금체불 여부와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해 조사(수
사)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를 출석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액, 지급 여부 등을 확인
하는 등 사건조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로감독관 대부분이 신고사건처리에 매달려 있으므로 사업장 감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임금체불과 신고사건 수
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근로감독관
들이 신고사건처리에 매달려 효과적인 사업장 감독을 하기 어렵다면 임금체불
증가와 신고사건 과다 문제의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력이
부족한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처리를 하며 부딪치는 악성․상습 체불사건 조
사(수사),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 등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어려움과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야 한다. 아래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임금체불사건이 다발하는 사
업장에 대해 신고사건처리와 사업장 감독으로 체불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이다.
서울 소재 (의료법인)○○○○병원25)은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1
년 동안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150건으로
이 중 88건은 사법처리, 15건은 행정종결되었고, 4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이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2019. 10. 21. 사업장 감독을 한 결과, 퇴직자 7명의 임금 1
천9백만 원, 재직근로자 35명의 임금 8천6백만 원, 퇴직자 10명의 퇴직금 3천4백
만 원 합계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적발되어 같은 해 10. 24. 시정지
시(시정기한 2019. 11. 15)하고, 그 이후 임금체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2019. 12.
27. 범죄인지 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사건을 여러 근로감독관들에게 고루 배정할 경우 근로감독관마다
사건처리계획과 조사일정을 달리하게 되므로 한 명의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여
러 명의 감독관이 사건처리를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신고사건처리 결과가
25)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신고사건 목록 및 사업장 감독/반복․상습체불 사업장 감독자료 및
신고사건처리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http://nosanuri.moel.go.kr.8001/sso/ssosesschkn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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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될 수밖에 없다. 체불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은 당해 사업장에서 3년
간 청산되지 아니한 잠재된 임금체불 전체를 찾아내어 시정지시를 하고, 미시
정 시 범죄인지 등의 수사절차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종결하게 된다.
이 경우 나중에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모든 체불금품은
사법처리 절차 등을 통해 이미 확정․처리되었으므로, 근로감독관은 별도의 사
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
건조사 절차 없이「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
업장의 많은 신고사건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체불근로자들도 별도
의 사건조사절차 없이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아 바로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
다.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사건처리 방식에 비해 사업장 감독은
적극적․능동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게 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 등
<표 9>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처리와 사업장 감독 비교
배경
취지

조사
및
감독
내용

인원
처리
기간

조치
결과
업무
성격

신고사건처리
․근로자․사용자의 자율적 노
력과 책임으로 노동법 준수
․ 신고내용에 대해서만 조사
(신고내용 이외 조사 가능)
․ 신고인, 피신고인과 조사일
정 등 협의
․ 출석요구 시 사업장에 임금
대장 등 관련자료 등 제출
요구26)
․ 근로감독관 1명
․ 진정사건은 25일 이내(1회
내지 2회 연장 가능)
․ 고소․고발, 범죄인지 사건
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
내 수사완료
․ 법 위반사실 시정지시
․ 미시정 시 범죄인지 후 수
사, 검찰송치

․ 신고된 내용에 국한, 소극
적․수동적

사업장 근로감독
․ 국가가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 보장․
이행 여부 관리․감독
․ 감독 실시 전 근로조건 관련 자료 검토
분석, 필요한 정보 수집
․ 노동관계법령(16개 법률) 관련 사항 전
반에 대한 감독
․ 감독계획 일정에 따라 감독 실시
․ 필요 시 사업장에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등 제출요구
․ 감독 거절, 방해 등에 대한 제재
․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 조로 감독반 편성
․ 감독계획 감독 10일 전 통보, 불시감독
․ 감독기간은 통상 1~2일(필요시 연장)
․ 감독결과는 감독 종료일로부터 3일 또는
10일 이내 보고
․ 감독결과, 즉시 범죄인지,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타 행정기관 통보
․ 사용자는 시정지시서를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미시정 시 범죄인지 수사, 검찰송치
․ 법 위반사항을 적발, 적극적․능동적
․ 익명에 의한 청원 감독

자료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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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수시감독’을 할 수
있고,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감독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하여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업장 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근로감독제도 자
체에서 연유한다. ILO 협약27)은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권위를 보장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도 이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에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아래 <표 10>과 같이 위반 시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근
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을 위한 현장조사, 심문, 요구 등의 법 집행을 저해하는
<표 10> 근로기준법 제102조 사업장 감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위반행위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를 거절․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만 원)
1차

2차

3차

500

500

500

50

100

200

300

300

300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거짓된 진술을 한 자

자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
.
26)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출석의 의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①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
만 원, 3차 200만 원, ②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1․2․3차 모두 각각 300만 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권위 및 공정성을 어떠한 경우에
도 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호 협약 제3조제2항, 제129조 협약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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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하여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노동관계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규정이다.28)
오늘날 노동법의 준수와 이행은 노동법의 새로운 과제이다. 노동법은 기업의
자율적 이행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때 노동관계법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다.29) 즉 노동관계법
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 근로감독 협약
(제81호 협약 제16조 및 제129호 협약 제21조)은 사업장 감독은 관련 법 규정
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리고 철저하게(as often and
as thoroughly as is necessary)”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0) 따라서 사
업장 감독은 ‘감독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한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
나 <표 8> 사업장 감독 결과를 보면, 임금체불 청산뿐만 아니라 감독효과를 기
대하기 어렵다. 매년 20만 건 이상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신고사건처
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자료 미제출과 서면 증거부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
장 감독 시 법 위반 적발건수가 사업장당 평균 2건 내지 5건에 그치고 있고,
특별감독의 경우 정기․수시감독과는 차별화되어야 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부
실한 감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확대하여 논의하면 사업장 감독
을 포함한 근로감독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감독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
용하는 문제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어떤 시스템의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도입보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적극적
활동, 예산 지원 등 내용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8)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고지(제283조의2)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의 고지(제244조의3)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02조와 크게 대비된다.
29)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① 강력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집행(strong, fair, and
effective enforcement), ② 봉사 활동, 교육 및 규정 준수 지원, ③ 파트너십 및 기타 협
력 프로그램. 세 가지 기본 전략을 사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 있다. 사업주의 자발
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강력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집행(strong, fair, and effective
enforcement) 전략이다.(All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https://www.osha.gov/archive/Publications/osha2056.html).
30) ILO협약(제81호) 제16조에는 관련 법규정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을 수시로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Article 16, Workplaces shall be
inspected as often and as thoroughly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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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대효과
이와 같이 사업장 감독 방식을 이용한 체불관리는 신고사건처리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사업장 감독은 신고사건처리와 달리 감독관 개인역량
에만 의존하지 않고 ‘팀’ 등 집단방식에 의한 업무처리로 부족한 개인역량을 보
완하는 한편, 책임을 완화하고 감독관 개인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또한 감독결과는 감독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고, 즉시 범죄인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등 감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합의
등을 위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신고사건처리에 비해 기간이 현저히 단
축되고 관련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 제21조).
둘째, 신고사건처리와는 달리 정책효과와 감독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노동
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령 관
련사항 전반에 대한 감독31)은 물론 사업장 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하도
급 사실, 도급업체․수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기 때
문이다(집무규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7항). 또한 감독결과 시정지시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집무규정
제21조 제2항), 기업의 현안사항, 노사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
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사업장 감독은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노동
관계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이다.
신고되지 않고 잠재상태인 임금체불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사전적․사후적
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사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사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임금체불이 신고사건처리 방식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 체불사업주는
피해근로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해결에 나서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
식을 갖게 되므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예방감
독으로 전환하여야 사업주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사업장 감
31)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11호 감독점검표는 근로기준법의 경우 65개 조항
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이외 최저임금법 위반 4개 조항, 퇴직급여보장법 11개 조항, 기
간제법 6개 조항, 파견법 15개 조항, 근로복지기본법 26개 조항, 고용법 21개 조항, 근
참법 8개 조항, 건설근로자고용법 5개 조항을 점검하도록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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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받아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게 되고, 불시감
독은 그 자체로 긴장감을 높여 기업이 평소 자율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할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업장 감독은 그 역할과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활
용할 경우 노동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신고사건 전부
를 사업장 감독 방식에 의해 관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습체불 사업장, 임
금체불 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감독 방식을 활용한 임금체불 관리
는 기업의 자율적인 노동법 이행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3. 임금체불 수사시스템 구축 및 강화
가. 임금체불 사건처리 지원 시스템 구축
근로감독관들은 체불신고사건 처리가 어려운 원인으로 업무량 과다, 사업주
출석거부와 비협조적인 태도, 자료 미제출․증거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
다(권순원 외, 2019). 또한 가장 큰 애로사항인 피신고인 불출석에 대한 대처방
안으로 전화 출석독려(75.1%), 소재수사 후 출석독려(66.5%), 고소장 접수 유
도(33.3%), 신고인 주장만으로 인지(15.5%), 기타(3.9%), 과태료 부과(1.2%) 순
으로 나타났다(전용일 외, 2010). 근로감독관이 단 1건의 신고사건처리를 위해
10여 회 이상(우편․전화․SMS 등) 출석요구를 하고, 수회에 걸쳐 소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신고인 및 피의자 불출석은 신고사건처리에 있어서 가
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근로감독관들이 제시하는 피신고인 불출석에 대
한 대처방안은 근본적인 사건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관련규정에
따른 올바른 사건처리 방안이 아니다. 고소․고발사건과 범죄인지 사건은 형사
소송법에 따라 체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진정 등의 신고사건은 피신고
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사실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업무 전문성과 수사업무에 있어서의 역량, 즉 체포․구속․압
수․수색․검증 등 강제수사를 위한 지식과 수사기법 등이지만, 현재 고용노동
부가 처한 여건하에서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빠른 시일 내에 높이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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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가칭) ‘강제수사 지원팀’32)
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 정․현원 및 충원율 현황(2019. 7. 3)에 따르면, 충원율
은 73.2%(정원 2,213명 대비 현원 1,620명)로 매우 저조하고, 경력이 3년 미만
인 근로감독관 비율이 45%로 절반에 가깝고, 20~30대 비율이 근로감독관의
41% 정도를 차지하며 여성 감독관 비율이 전체 감독관 중에서 39.4%를 차지
하는 등 감독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령이 낮은 근로감독관들 상당수
가 근무하고 있다. 당연히 새로운 노동현안이나 복잡한 사건 등에 대한 대응력
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1~3개 과가
신고사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각 과별로 소수 정예감독관 중심으로 강제수사
지원팀을 운영하거나 또는 특정과에서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
다. 전담팀은 다양한 비강제적인 설득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노
력하여야 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악성 민원 대응,33) 고의․상습 체불사업
주의 출석과 검거를 전담하는 역할, 공휴일 피의자 관리, 과태료 부과 등의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피신고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행정적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34) 이를 통해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
는 임금체불 해결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체불청산제
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건수사는 법 위반에 대한 판단과 적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행력이 뒷받
32)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지방관서에 근로감독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체불청산
지원팀’을 운영하였고, 2011년도부터는 상담위주에서 조정위주로 기능을 변경하여 ‘체불
제로서비스팀’을 운영하였다. 2012년도부터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분쟁해
결지원팀’을 운영하였고, 2014년부터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된 ‘권
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체불사건 사전조정, 법률검
토 및 자문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33) 경찰은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피해경찰관 지원 현장법률지원팀 운영, 공권력 무력화 사
범에 대한 민․형사소송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4) 개리 베커(Gary Becker) 교수의 합리적 기대가설은 범죄행위의 기대이익을 낮추고 기대
비용을 높임으로써 범죄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를 단순화하여 1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50만 원(1차 위반), 100만 원(2차), 200만 원(3차)
합계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범죄의 기대이익은 100만 원인 데 반해 기
대비용은 350만 원이므로 체불로 얻는 순이익은 마이너스 250만 원이다. 만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업주라면 당연히 임금체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게 되
므로 범죄억제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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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되지 않을 경우 장식에 불과한 것이다.35) 법은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야 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갈수록
공권력의 무력화를 조장할 뿐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법 집행력 확보가 신고
사건처리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사업주의 불출석 문제가 해
결될 경우 업무량 과다, 출석독려, 자료 미제출, 민원처리 지연 사례, 근로감독
관에 대한 불신, 처리기간 준수, 상급기관 민원제기 등 신고사건처리를 둘러싸
고 발생하는 문제와 근로감독관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다.

나. (가칭) 임금체불 추적수사팀 운영
아래 <표 11>과 같이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20,230명 중 불과 11.8%(2,387명)만이 구공판36)으로 사건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88.2%(17,843명)는 구약식 처리되었다. 임금체불 사건 대
부분은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 검찰로 사건기록이 송
치되어 구약식으로 처리되고,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실상 형사처벌은 종결된
다고 볼 수 있다.
<표 11>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자 처분결과
(단위 : 명)

기소
계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소계

구공판
구속

불구속

구약식

기타(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41,724

20,230

28

2,359

17,843

15,908

9,638

4,720

7

895

3,818

4,260

자료 :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p.230.
35) “효율적인 근로감독기관의 존재는 국내 노동법은 물론 국제노동기준이 법과 관행으로 준
수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단(surest guarantee)이다.”-1964년 ILO 전문가위원회
(문기섭(2003),『노동행정과 근로감독, 한국노동연구원, p.15).
36) 구공판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식 처분은 범죄혐의가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해서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 처분을 요청하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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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감독관이 사건처리를 하며 사업주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임금
체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유무, 재산 은닉 여부 등을 찾아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체불사
업주의 지불능력 등이 검증되어야 하는데, 현재 임금체불 수사는 사업주의 진
술이나 자백에 크게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지급의사이므로 체불사업주의
지급능력을 파악하고 임금체불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업주 및 법인의 재산 관련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것으로 체불사업주 재산 파악은 임금체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임금체불 신고사건 업무량이 과다하고 금융거래, 회계분석 등에 관한 전문성
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재산 상태 및 은닉 여
부 등을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근로감독관이 임
금체불위반죄 수사를 하며 금융거래 등 자금추적 등을 원활히 하여야 사업주가
임금체불 지급을 회피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인(動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고액체불 사업주, 사업주가 임
금체불 청산 노력 없이 체당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 등에 대해서
는 사업주의 재산상황, 재산 은닉 여부 등에 대하여 검증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를 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 사건은 일종의 경제범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계자료 및 금융계좌 분석, 금융거래 추적 등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칭)‘임금체불 추적수사팀’을 설치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
자를 채용해 배치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담팀37)을 운영할 필요가 있
다. 초기에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두고 소속 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임금체불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게 됨으로써 체불사업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37)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의 운영이 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과 동결을 촉진하고, 금
융․회계 분야의 수사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6개 지방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부)에 회계․금융 분석․수사 전문가를 3~5명씩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업무는 금융계좌․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 시
현장지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등이다(경찰청 보도자료(2018. 8. 8),「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전국으로 확대」
, https://www.police.go.kr/user/search/ND_searchRes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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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금체불 중요사건에 대한 체불청산 실적과 수사역량
을 높이고 증거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현재 임금체불 상황, 체불청산제도, 신고사
건처리 및 사업장 감독,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의 전환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임금체불의 특징은 대부분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 신고하므로 잠재적
체불이 만연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영세사업장 임금체불이 대부분을 차
지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임금체불의 증가,
청산율 제고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잠재된 임금체불
을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근로자의 퇴직과 함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
금체불 신고사건으로 신고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과다한 신고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업무량 과다로 부실한 사업장 감독, 임금체불 청산율 하
락, 사건 처리기간 지연 등 악순환을 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임금체불
관리는 근로감독관 개인에 의한 신고사건처리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감독 경력 등이 부족한 근로감독관이 상습 체불, 악성 민원, 피신고
인 및 형사피의자 불출석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장 감독은 신고사건 감소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의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은 신고사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업무상 애로점으로 나타난 피신고인 및 피의자 불출석에 따른 문제점
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
다. 먼저 지방관서별로 상습 및 악성 체불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사건 다발 사
업장 등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체불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잠재된 임금체불이 표출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을 줄이고 신고사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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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체불사건 수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수사 지원팀을 운영하
고 (가칭)임금체불 추적수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강제수사
지원팀은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의 출석과 검거를 전담하는 역할과 공휴일 피
의자 관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규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상의 애로점과 신고사건처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다. 또한 임금체불 청산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지급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지불능력과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회계자료 및 금융계좌 분석, 금융거래 추적 등을 위해 (가칭)임금체
불 추적수사팀을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
래 추적 등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임금체불 추적수사에 나서게 함으로써 임금체불 예방․청산과 수사역
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임금체불 청산에 관련된 연구는 노동법학, 형법, 경제학, 사회학, 정
책학 등을 바탕으로, 또한 정부와 근로자의 시각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임금
체불 해결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지급의사에 달려 있다. 특히 사업주의 지급
의사를 북돋우기 위해 어떤 방법과 수단이 필요한 것인지, 현행 제도가 사업주
의 자발적인 임금체불 예방 노력을 촉진시켜 나갈 유인책이 부재(不在)하거나
불비(不備)한 것은 아닌지, 반대로 자발적인 임금체불 예방노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점을 밝히고 바람직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등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
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사업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함께 심리학, 행동경제학 등을 포함한 통섭적
사고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적 판단과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고 근로감독제도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현
재 임금체불 청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한편으로 오늘날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법․제도 개선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는 법 만능주의 사고, 사회적 병폐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잠금효과(lock-in-effect) 때문일 수 있다.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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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문제 해결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 개괄적이고 추상적이기보
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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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Overdue Wages Management
System
Kim Jeung-ho
This paper analyzes the wage delinquency situation in Korea, the payment
system for overdue wages,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overdue wages.
The characteristics of overdue wages include the increase in overdue wages
every year,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does not decrease despite strong
sanctions such as criminal penalties.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esolution of violation of labor
law and the wage payment liquidation system. The increase in the use of
the wage payment liquidation system and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are
the result of the current payoff clearing system not functioning properly. Based
on these findings, Presented a realistic and practicable way to solve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Occasional supervision of workplace with delay in
payment of wages or irregular late payments shall be reflected in the workplace
supervision plan. For respondent and suspected non-attendance, Forced
Investigation Team is organized and operated in the local employment labor
office.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workload of labor inspectors
and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case.

Keywords : labour inspector,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wage payment
liquidation system, workplace supervision,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of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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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유길상)
▪ 안전분위기 구성요소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문기섭․장영철)
▪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
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
제를 중심으로(장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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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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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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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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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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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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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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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고성과자

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연구(권기욱)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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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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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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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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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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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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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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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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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임찬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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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준)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제도 인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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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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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이직 전후 직무만족의 변화 분석(김진하․
정재윤․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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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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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이영면․나인강․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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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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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제4호(2017년 12월)

을 대상으로(김우영․이정만)
▪영유아기 양육형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업훈련과 이직: 직업훈련은 과소공급되고

영향(최경덕․안태현)

있는가?(유경준․이인재)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

◐ 제18권 제3호(2018년 9월)

을 주는 요인(김나영)
▪직무요구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퇴근 후

▪청년대상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의 정책설

모바일기기 업무사용과 일-가정 갈등의 다

계에서의 쟁점 진단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매개역할(박재춘)

중심으로(김태욱)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 및 개편방
안에 관한 소고(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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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제1호(2018년 3월)

▪TMT-종업원 임금격차와 조직성과(김재
엽․최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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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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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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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제4호(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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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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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제2호(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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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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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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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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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 제1호(2019년 3월)

가능성(이상아․이승윤)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

▪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

엄 :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권혜자․이혜
연)
▪ 프리랜서들의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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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가능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장종익)

▪ 어떤 대중음악가들이 지속적 예술활동을 전

▪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

망하는가? :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있어

치는 영향 :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를

사회자본의 효과(양종민․김서경․권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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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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