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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활용과 관련해서 사업체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비정
규직 보호에 대한 태도가 사업체의 비정규직 활용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2년 사업체패널 자
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석 결과는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에는 사용자와 관
련된 변수들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변수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용자 변수들의 경우 인건비 부담과 몰입형 인사전략이 모두 비정규
직 활용 비율과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노동조합 변수들의 경우 노
조 조직률은 비정규직 활용 비율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조직
률로 대변되는 노조의 힘이 클수록 사용자의 비정규직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나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보호에 대한 노동
조합의 태도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영향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과 추후 연구의 방향이 논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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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술발전, 세계화의 진전과 경쟁압력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의 신속성과 유연성의 확
보가 모든 기업의 중요한 경영전략이 되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정규직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이전 43%대에
머물고 있던 비정규직의 비중이 경제위기 이후 53% 수준까지 급증한 바 있으며, 비정규직
의 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직도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
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과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있으나 비정규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
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천적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보호문제가 노조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인수, 1997; 이주희․장지연, 1999; 이광택, 2000; 강명세 외, 2003) 정작 비정규직의
활용을 둘러싼 학문적 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직 시작 단계에 머
무르고 있다. 이제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나 직무만족과 같은 개인 변수들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박우성, 2002). 많은
연구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제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한가, 혹은
얼마나 열악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이 정규직에 비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가 등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장은미, 1995; 김용석․이영면, 1999; 박우성,
2002; Hall and Gordon, 1973; Miller and Terborg, 1979; Rotchford and Roberts, 1982;
Pfeffer and Baron, 1988; Belous, 1989; Feldman et al, 1994, Dyne and Ang, 1998).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일부 연구들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
어 기업이 왜 비정규직을 활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활용 동기 및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김주일, 2001; 김동배, 2003; Davis-Blake
and Uzzi, 1993; Uzzi, 1998; Houseman, 2001). 이러한 현상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활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혹은 경영측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연구 결과들은 고용의 유연성과 인건비 절감
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중요한 동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역시 비정규직의 활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이론적 관점들이 존재한다
(Uzzi, 1998). 하나의 관점은 노동조합의 힘이 클수록 비정규직의 활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조합의 힘이 클수록 사용자는 그러한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조직화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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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상반되는 다른 하나의 관점은 노동조합의 힘이 클수록 비정규직의 활용이 감소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활용에 반대
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Smith, 1997).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 결과들은 그리 많
지 않지만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의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연구들이 이제 그 시작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
규직의 활용과 관련된 노조의 역할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2년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비정
규직의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조의
조직률로 대표되는 노조의 교섭력이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노조의 태도가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목적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노
동조합이 전국적 센터 수준에서 강령이나 정책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사업
체 수준에서도 비정규직의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에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분석 결과를 기초로 토론 부분에서 정리될 것이다.
II. 선행 연구의 검토

비정규직의 활용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론적 설명
이 존재한다(Uzzi, 1998). 하나의 관점은 노동조합의 힘이 클수록 비정규직의 활용이 증가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힘이 클수록 사용자는 그러한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조직화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Pfeffer and
Baron, 1988).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상반되는 다른 하나의 관점은 노동조합의 힘이 클수록 비정규직의 활용이 감소한
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조직기반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으로 인한 근로조
건의 위협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활용에 매우 강력하게 반대할 것
이기 때문이다(Smith, 1997).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의 활용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활용 사이에는 정(＋)의 관계와 부(－)의 관
계가 모두 존재한다. 결국 실증 결과에 의해 두 가지 가설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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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이루어진 실증연구들의 결과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예컨대 Abraham and Taylor(1990)의 연구는 노조 조직률과 용역근로자의 활용
사이에 정(＋)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활용과는 의미있는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Davis-Blake and Uzzi(1993)의 연구 결과는 노조 조직률이 파견
근로자의 활용 정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독립적인 용역근로자의 활용
과는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Abraham(1988)의 연구는 노조 조직률과 파견근로자의 활
용 사이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Hunter et al.(1993)의 연구 결과는 비정규
직의 활용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표 1>은 이제까지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의 활용 비용에 관한 실증적 연
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이론적 관점과 실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Uzzi(1998)는 노조의 영향력
과 비정규직의 활용 간에 선형관계가 아닌 역U자형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경우 사용자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
으며 따라서 비정규직의 활용을 증가시킬 이유가 없게 된다. 또한 노조 조직률이 매우 높
은 경우 사용자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자 하나 이를 실행하
기 위해서는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의 경우 모두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가 저조하게 나타나게 된다. 한편 노조 조직률이 중간 정도에 있는 기업에서의
<표 1> 노조와 비정규직 활용에 관한 연구 문헌 요약
연구자
Montgomery (1988)
Harrison & Kelly (1993)
Davis-Blake & Uzzi (1993)
Abraham & Taylor (1996)
Uzzi & Barsness (1998)
Houseman (2001)
Gramm & Schnell (2001)
이상우 (2001)
김주일 (2001)

․

김동배 김주일 (2002)
김유선 (2003)
박우성 (2003)

․

이병훈 김동배 (2003)
권순식 (2003)
안주엽 김동배 이시균 (2003)

․

․

노조관련 독립변수
노조 조직률*(-)
노조 유무
노조조직률*(+)
노조유무
조직률(+)*, 조직률 제곱*(+)
조직률*(-)
조직률*(-)
노사갈등*(+)
노조유무
노조유무*(+)
노조유무*(+)
노조유무*(+)
노조유무(-)
조직률*(-), 조직률제곱
노조유무(+)
조직률
기업인원 대비 조합원 비중*(+)
비율제곱*(-)
노조유무*(-)
노조유무*(+)

종속변수
파트타임 활용정도
하청 여부
임시근로 활용여부
하청 유무
용역 및 파트타임 사용정도
비정규직 활용여부
비정규직 활용여부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중
비정규직 증가율
비정규직 활용여부
비정규직 증가여부
비정규직 활용비율
비정규직 활용비율
비정규직 활용여부, 증가여부
비정규직 활용여부, 증가여부, 활용정도
비정규직 활용여부, 증가여부, 활용정도
비정규직 활용비율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증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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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활용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의 활용 사이에
는 뒤집어진 U자 모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설에 대한 Uzzi 자신의 실
증분석 결과(1998)는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에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조직률의 제곱항 역시 유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곱항의 부호가
가설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으며, 회귀계수가 거의 영에 가까워 가설
에서와 같이 역U자형의 관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노동조합과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비정규직의 활용과 부정적 관계를 상정하는 관점의 경우 그러한 입장은 사용자의 비정규
직 활용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
정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활용은 비용절감과 고용유연
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Houseman, 2001; 김동배, 2003), 노조
의 약화는 예외적으로 혹은 부수적으로 추구되는 목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한편, 노조와 비정규직 활용 간의 부정적 관계를 주장하는 이론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
한다. 비정규직의 활용이 항상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고용유연성을 담보하면서도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비정규직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힘이 강한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우 노조의 조직률이 높은 경우 비정규
직의 활용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게 된다.
Uzzi(1998)가 제시하는 역U자형 관계에 대한 가설 역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는 근본적으로 Uzzi 역시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동기를 단순히 노조의 교섭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곱항의 회귀계수가 거의 영(零)
에 가깝다는 점에서 실증 결과가 그 자신의 이론을 지지해 준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III. 연구 모형과 가설의 설정

비정규직의 활용에 개입하는 노조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용자나 노조의 태도 혹은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이론적 관점에서 일정한 가정을 하여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 후에 노조의 조직률이 비정규직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만
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용자나 노조의 태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변수로 간주되어야 하고 정확한 실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
수들이 분석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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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사용자>
∙인건비
∙경쟁전략
∙HRM전략

비정규직
활용정도

<노 조>
∙조직률
∙태 도

지나 강도는 사용자가 어떤 인사관리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인건비 부담이 얼마나
높은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노조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의 활용이나 보호에 대
한 노조의 태도는 모든 노조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노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노조의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그림에 나타
난 것과 같이 사용자와 관련된 요인과 노조 조직률, 그리고 노조의 태도를 모두 포함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1. 사용자측의 영향요인

비정규직의 활용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고 그 기본적인 동기가 비용절감
과 유연성의 확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노조의 존재 유무나 영향력과
는 무관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압력이 사용자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압력에 대해 모든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비정
규직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사용자가 느끼는 인건비 부담의 정도나 사용자가 추구하는
제품의 경쟁전략, 그리고 인사관리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활용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는 비용절감이다
(김동배․이주일, 2002).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유사한 일을 하는 정
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주엽․김
동배․이시균, 200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사용자가 느끼는 인건비 부담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정규직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며 그 결과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도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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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설 1-1: 기업이 느끼는 인건비 부담이 클수록 비정규직 활용 비율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 활용 정도는 기업의 경쟁전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경쟁전략은 크게 비용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으로 구분된다(Porter, 1980; 1985).
비용우위전략은 가격경쟁력을 통해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반면, 차별화전략은 가격 이외의
다른 차별적 요인, 예컨대 품질이나 디자인, 기술 등으로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비용
우위전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비정규직의 활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격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차별화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활용에 대해 신중
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높은 숙련과 강한 애사심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설 1-2: 차별화 경쟁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비정규직 활용 비율이 낮게 나타날 것
이다.

기업이 취하고 있는 인사관리전략 역시 비정규직의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관리전략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기업이 종업원들을 인건비 차원에서 비용
으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인적자원으로 간주하는가 하는 것이며, 현대적 인적자원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종업원을 자산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통해 차별
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김식현, 1999; Noe et al., 1997; Pfeffer, 1994). 종업원을
인적자원으로 간주하는 인적자원관리방식은 저자에 따라 몰입극대형(Arthur, 1992)이나
내부노동시장형(Delery and Doty, 1996)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경쟁적인 임금수준, 능력개발과 승진, 기업성과의 공유, 고충처리와 종업원 의사표현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종업원의 몰입을 강조하는 인사관리전략을 가지고 있
는 경우 비정규직의 활용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으
로 대변되는 비정규직의 기본적 특징들이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상치되
기 때문이다.
가설 1-3: 몰입을 강조하는 인사관리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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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의 영향요인

비정규직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의도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며 그러한 압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특
성 가운데 이제까지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은 실증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조직률이다.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시장의 경쟁압력이나 전술한 사용자의 특성
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런 제약요인이 없다면 사용자의 의지는 그대로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비정규직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노동조합과의 영향력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과 실증분석 결과들이 존재한다. 따
라서 노조의 조직률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실증연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을 배제하고 단지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조직률과 비정규직 활용 정도 간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통해 상반되는 관점 중에 어떤 것이
지지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가설 2-1: 노조의 조직률은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노조가 비정규직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노조 조직률로 대표되는 노조의 힘이나
교섭력뿐 아니라 노조가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노조의 태
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노조가 교섭력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비정
규직의 활용과 부정적 관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힘이 센 노조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활용을 추진하는 경우 비정규직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노조
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을 개방
하는 경우 사용자의 비정규직 활용이 제한되게 될 것이다. 정규직 노조의 보호하에 들어옴
으로써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동기인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경비절감
효과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가 비정규직의 보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하는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이 크게 감소될 것이고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사용함
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효과가 감소될 것이므로 비정규직의 활용이 제한되게 될 것이다.
가설 2-2: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의 보호적 태도가 강할수록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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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의 표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샘플은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업체 인적자원관리
패널조사이다. 이 조사는 고용보험 자료에 기초하여 사업체를 기본 조사 단위로 이루어졌
고 사업체 규모별로 균형적인 표본을 설정하기 위한 층화추출법에 의해 표본이 구성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인사관리자와 노무관리자 각각에 대한 두 개의 설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사관리자와 노무관리자가 응답한 자료 모두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전체 응답 사업체의 수는 총 2,368개였으며 이 중에서 노조가 있는 사업체는 994
개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는 노조가 있는 994개의 사업체만이 사용되었다.
사업체패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조사자료이며 인사노무와 관련된 자료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샘플이라는 점과, 우리나라 사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이라는 점에서 사업체패널 자료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자료의
응답, 특히 노조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에 결측치가 많아 실제로 회귀분석 모형에 사용된
관측치의 크기가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조사가 최초로 실시되
는 경우 응답업체들과의 신뢰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
사가 매년 진행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상당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은 사업체에 고용된 전체 비정규
직 인원을 전체 종업원 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10% 정도로 나타
나고 있고 표준편차는 15%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체에 따라 비정규직 활용 비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 중 사용자측 영향요인
과 관계된 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경쟁전략, 그리고 인사관리전략이었다. 인건비 부담
정도는 지불능력과 비교해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인건비 부담이 큰 것을 의미한다. 경쟁전략은 경쟁전략과 관련된 4개 설문항목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 값을 사용하였다. 인사관리전략 역시 종업원의 몰입을 지향하
는 정도와 관련된 6개의 항목을 요인분석한 후 요인값을 사용하였다. 양자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으며 자세한 설문항목과 요인분석 결과는 부표에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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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영향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은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노조의 태도
이다. 노조의 조직률은 조합원 총수를 전체 종업원 수로 나누고 이에 100을 곱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직률은 조합원 수를 조직대상 근로자로 나눈 수치이지
만 조직대상 근로자 자료에 상당한 결측치가 존재하고 수치의 신뢰성이 높지 않아 전체
종업원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조의 조직대상이 과장 또는 대리 이하
로 규정되고 있고 중간 관리자 이상의 종업원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된 노조 조직률이 엄격한 의미의 조직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조 조직률의 평균은 54.2%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보호와 관련된 노조의 태도는 비정규직의 보호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를
7단계로 측정하였다. 사업체패널 조사는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와
“정규직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노조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7단계로 측정하고 있다. 원래 설문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규직의 이익
을 우선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코딩되어 있었으나 이해와 자료 해석의 편의
를 위해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투입된 자료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노조가
비정규직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 태도의 평균은 3.15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태도가 평균적으로 비정규직의 보호보다는
정규직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1.41로 나
타나고 있어 그러한 노조의 태도는 각 노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의 규모와 업종이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 규모의 경우 총 종업원 수
를 로그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업종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아래 표는 변수의 측정방법과 기초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변수들의 측정
N

평균

표준편차

사업체 규모

변수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의 로그값

측정

649

5.81

1.19

사업체의 업종

더미변수(제조업=1, 비제조업=0)

994

0.47

-

몰입형 인사관리전략 인사관리 특성에 대한 6개의 설문항목에 대한 요인값

632

-

-

경쟁전략

경쟁전략에 관한 4개 설문항목의 요인분석 결과에 의한 요인값

516

-

-

인건비 부담 정도

지불능력과 비교한 인건비 부담 정도(5점 척도)

622

2.71

0.88

노조 조직률

(조합원수/총종업원 수)*100

322

54.20

25.4

노조 태도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태도(7점 척도)

490

3.15

1.41

비정규직 비율

전체 종업원수에 대한 비정규직 비율

649

0.10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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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석 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회귀분석은 두 개의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 1은 기업규모와 제조업 여부만을 포함
시킨 통제모형이며, 모형 2는 통제모형에 사용자측 영향요인과 노조측 영향요인들을 모두
투입한 분석모형이다. 아래 표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수가 994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귀분석에 사용된 사업체 수가 114개로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특히 노조 관련 변수들에 적지않은 결측치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먼저 통제변수 중에서는 제조업 더미변수가 비정규직 활용 정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곧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활
용 비율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는 달리 재고를 통해 수요의 변
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가설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회귀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활용 비
율에 사용자측 요인과 노조측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세부적으
로 살펴 보면 인건비 부담 정도는 비정규직 활용 비율에 대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
<표 3>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표준오차)
모형 1
상수항

0.144(0.068)

모형 2
0.283(0.086)

log(기업규모)

0.004(0.010)

0.004(0.01)

제조업(더미)

-0.10(0.027)***

-0.09(0.027)***
-0.02(0.01)*

인건비 부담 정도
차별화 경쟁전략

0.006(0.01)

몰입형 인사전략

-0.03(0.014)***

노조 노직률

-0.01(0.000)***

노조 태도

-0.002(0.008)

R

0.098

0.229

R2 변화

0.098

0.131**

114

114

2

N
주: P*<0.1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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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우리가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인건비 부담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몰입형 인사관리전략 역시 비정규직 활용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몰입형 인사관리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인력활용을 기피할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전략
은 비정규직의 인력활용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조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조직률이 비정규직 활용 비
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보호에 대한
노조의 태도는 비정규직 활용 비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노조 조직률의 경우 부(－)의 회귀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률로 대변되는 노조
의 힘이 클수록 사용자의 비정규직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보면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노조와 관련된 변수, 특히 노조의 조직률은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태도가 비정규직 활용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의외의 결과이며 이에 대해서
는 토론 부분에서 다시 상술하기로 한다.
VI. 토

론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정규직의 활용에 미치는 노조의 영향을 보
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사용자측 요인과 노조측 요인을 모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사용자측 요인 중에서 인건비 부담 정도와 몰입형 인사관리전략이
비정규직 활용 정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활
용하는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가 비용절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김동배․김주일, 2002),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 부담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분석 결과는 몰입형 인사관리 전략을
택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의 활용이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을 지지하
고 있다. 몰입형 인사관리 방식이 비정규직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 연구들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변수이며, 우리의 분석 결과는 몰입형 인사관리 방식이 비정규직의 활
용 정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쟁전략은 비정규직의 활
용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사관리전략이 고용
형태나 비정규직의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쟁전략은 고용형태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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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조의 조직률과 비정규직 활용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
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의 활용에 대해 부(－)의 관계를 상정한 입장
(Smith, 1997)을 지지하는 것이다.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에 대해 정(＋)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관점(Pfeffer and Baron, 1988)이 기초하고 있는, 노조의 힘이 클수
록 사용자가 비정규직 활용을 늘릴 것이라는 가정은 적어도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에 있어
서 비정규직의 활용에 개입하는 제약조건으로서의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는, 힘을 가진 노조가 실제로 사용자의 비정규직의 활용
정책에 대해 의미있는 압력이나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실증분석 결과는 노조가 비정규직의 보호에 적극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이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을 지지
하지 않고 있다.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우리의 가설과 일치하지만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의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측정을 위한 설문항목 자체가 다분히 노조측 응답자들에게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요구하는(socially desired behavior) 것이어서 응답자들이 노조의
진실된 태도 대신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에서 응답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
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이유로 인해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즉, 실제로는 대부분의 노조들이
비정규직의 보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으며 비정규직의 활용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노
조에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편익이나 손실에 따라 사안별로 대응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결과나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
다.
다른 한 가지 설명은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노조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비정규직의 활용
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노조의 태도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그러한
구체적 활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사용자의 비
정규직 활용 의도를 감소시켜 비정규직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며 향후 연구의 중요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주어진 자료로서는 관련 변수들이 결측치가 많아
실증분석이 불가능하였다. 경로분석을 활용한 추후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의 보호에 대한 노조의 태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전국 총연맹의 수
준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강조되는 비정규직 보호가 사업체 현장 수준에서는 아직도 조
합원이나 노조간부들에게 충분히 수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추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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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보호보다는 정규직 보호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의 특징이자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노조와 관련된 변수들에서 상당한 결측치가 발생하여 노조의 태
도와 실제 행동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수 없었던 점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한계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체패널이 1차 조사라는 점과 대부분의 1차 조사는
아직 조사 설계나 참여기업들의 협조가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라고 볼 수 있다. 2차년도 조사자료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모형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문제로 인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노조의 태도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경우
에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고용의 경우 정규직의 불안을 증가시켜 보
호적 태도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은 반면 간접고용의 경우 노조가 이를 방임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분석에 있어서 산업이나 업종의 영향을 충분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비정규직의 활용 규모에 관한 사용자의 의사결정은 비정규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나 직종이 해당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나 시장에서 이들 인
력을 조달할 수 있는 용이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은 동일한 직종인 경우에도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Lepak
and Snell, 1999).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모형에 산업이나 업종을 세분화하여
더미변수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측치 자체가 매우 적은 상태여서 많은 더미변
수를 추가하는 경우 연구 모형의 유의도 자체가 크게 감소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졌
다.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하여 세부적 업종이 통제된 실증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노조의 태도와 종속변수인 비정규직 고용 비율 사이에는 독립변
수의 내생성 문제(endogeniety problem)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직의 규모나 활용
비율에 따라 노조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의 태도가 비정규직 활
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생성의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실증 결과에서 노조의 태도가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난 것에는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와 같은 종단면 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자료는 사업체패널의 1차 조사였기 때문에 패널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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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2차, 3차년도 자료의 활용이 가능해지는 경우 내생성을 통제한 추가 분석이 이루
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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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인사관리 전략의 요인분석 결과>
노사는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는 공헌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상호 포괄적인
의무와 책임을 진다

0.674

인사관리의 일차적 목표는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을 높이는 데 있다

0.700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기고용을 통해 내부에서 육성한다

0.750

가능한 정규사원을 주로 활용한다

0.649

인사관리는 팀웍과 인화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0.704

인사관리는 종업원의 장기적인 육성과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0.808

(아이겐 값)

3.07

(설명된 분산의 비율)

51.26%

<제품전략의 요인분석 결과>
제품/서비스의 품질이 뛰어나다

0.925

제품/서비스의 품목이 다양하다

0.932

신제품/신 서비스의 개발속도가 빠르다

0.936

기술력이 뛰어나다

0.918

(아이겐 값)

3.44

(설명된 분산의 비율)

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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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ons's Role in the Use of Contingent Workers:
a Korean Evidence

Woosung Park and Jaeyong Park
The number of contingent workers continues to increase with an accentuated speed in
Korea. An important question is what is the role of unions in the use of contingent
workers. Do they contribute to its increase or help to limit its use through pressures on
the employers? In this regard, there are two different theoretical perspectives that offer
an opposite prediction. And empirical results are also contradictory. Our study aims to
examine the attitudes and roles of the unions and their impact on the protection of
contingent workers. We hypothesize that union power represented by its number of
members would be negatively related, and that its protective attitudes be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 of contingent workers. The results show that unions have different attitudes on
the protection of contingent workers, and that they tend to prefer their own interests to
those of contingent workers in spite of the strong directives of national centers. The
unionization rat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 of contingent workers. To our surprise,
however, unions' attitudes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use of contingent workers.
The implications and alternative explan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union, contingent workers, unionization rate, labor cost, competitive strate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