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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새로이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화
문제를 노동조합 가입성향과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한시적 근로, 파견․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근로 등 비정규고용형태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고용유형별 비정규근로자의 가입성향과 대표성 격차의
유형별 차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비정규근로자는 한시적 근로, 파견․용역근로 등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조합 선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계약제 근로자 등 한
시적 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유사한 가입성향을 갖는 반면, 파견․용역근로
자는 임금수준, 산업별 조직률, 교육수준 등이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났으며,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에도 사회심리적 요
인이 노동조합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비정규근로자와 다르게 나타났다.
비정규부문에서의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는 6.3%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
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길 희망하는 비정규근로자 중 6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성 격차 역
시 비정규 유형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8.3%로 대표성 격차가 가
장 높고,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에도 6.8%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근로자가 고용형태별로 상이한 노동조합 선호구조를 갖는다는 점은
비정규근로자의 속성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 노동계
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화에도 중요한 시사점
투고일 : 2005년 2월 1일, 심사의뢰일 : 2005년 2월 21일, 심사완료일 : 200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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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노동계는 비정규 유형에 따른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인 조직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성 격차는 현재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와 함께
비정규근로자의 잠재적 조직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잠
재적 조직대상은 전체 비정규근로자의 10.4%로 추정되며, 이는 비정규근로
자의 수를 540만 명(전체의 37%)으로 볼 때, 약 54만 명에 해당된다. 현재
조직된 비정규근로자(4.1%)를 제외하면 약 34만 명의 비정규근로자가 노동
조합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계는 효과적인 전
략을 통해 비정규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조직해 나감으로써 보다 사회통합적
노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주제어: 비정규근로자, 노동조합 가입성향, 대표성 격차
I. 문제의 제기

비정규고용의 확산은 1980년대 이후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가중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노동력 외부화(Labor
Externalization), 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Pfeffer & Barron, 1988; Cappelli, 1999), 이로 인해 비정규근로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증가한 비정규근로자의 수가 8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노동부, 2004), 최근의 불황국면, 일자리 창출 능력 둔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확산,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 등을 고려하면 비정규근로자의 증가는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근로자는 고용불안,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사회보장 수혜 배제
등으로 인해 직장 불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는 통계청(2004)이 실시한 조사에서 잘 나타나
고 있는데, 전체 비정규근로자 중 22%만이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고, 40% 이상의
비정규근로자는 다른 정규직의 자리를 구할 수 없어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규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4.1%에 불과하다. 정규근로자
의 16.4%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비정규근로자들의 조직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설명하는 수
요․공급이론의 관점(Farber, 1982)에서 보면, 수요측에서는 비정규근로자의 낮은 노동조
합 선호도를, 공급측에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조직화 노력 부재를 각
각 들 수 있다 (TUC, 1996; 박영삼, 2002). 특히, 수요측 요인인 노동조합 선호도는 구조
적․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
조적 요인은 산업․직종별 특성과 함께 비정규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기회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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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적 요인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비정규근로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산
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따라서 노
동조합에 대한 선호가 낮다(Walters, 2002; Booth, 1986). 제도적 요인의 대표적인 예는 노
동조합 가입자격 제한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
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기회가 없으며(노사정위원회, 2003) 따라서 이들의 노동조합 선호도는 낮을 가능성이 높
다. 이처럼 비정규근로자의 낮은 조직률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들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낮은 조직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성(representation)에 문제를 제기한다. 대표성은 노
동조합에 대한 수요(또는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고자 하는 수요)가 공급주체인 노동조합
에 의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Charlwood (2002)
는 ‘대표성 격차(representation gap)’의 개념을 통해 영국의 미조직근로자 중 약 40%가 노
동조합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을 제시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표
성 격차는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어느 정도 조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므로 노동조합의 효율성 정도와 잠재적 조직대상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도 한
다.
본 연구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과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비정규 고용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형태별로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호구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이는 비정규
근로자의 속성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비정규근로자를 어
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비정규노동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나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화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다만, 윤진호의 연구(2002)가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 대표성 격차(12.5% 77.1%), ‘은폐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문제제기 등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성향을 분석함에 있어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과 형태상 다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유형별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경험적
분석도 단순 로짓(Logit) 모형에 의존함으로써 상술하게 되는 동시성(simultaneity)에 의한
내생성 편향(endogeneity bias)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표성 격차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분석 시점의 차이 로 인해 정확성에 한계가 있고, ‘은폐된 수요’도 다소 과대 계측되고
1)

1)

윤진호(2002)는 대표성 격차를 논의함에 있어 2000년 조사된 한국노동패널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2000)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표성의 격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홍성
우(1996)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어, 분석 시점상의 차이로 인해 추정치의 정확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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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 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여 고용유형별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과 노동조합 대
표성 격차에 대해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노동조합 가입성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변화,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며, 비정규고용의 형태상 다변화로 인해 비정규부문 내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근
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도 상이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대표성 격차에 대한 분석
을 통해 비정규부문에서의 노동조합의 효율성 정도와 향후 확대가능성을 논의한다. 본 연
구는 모두 VI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비정규 고용유형별로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비정규근로자의 조직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
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IV장은 경험적 분석을 위한 통계모형을 제시한다. 비
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호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 주요 변수인 노동조합 선호와 임금수
준 간의 동시성 문제를 고려하여 노동조합 선호함수와 임금함수를 함께 구성하고 이를 2
단계 프로빗 모형(Probit Two-stage Method)를 통해 추정한다. 대표성 격차는 프로빗 모형
검증 결과에 대한 기대확률값(predicted probability values)을 추정하여 분석한다. 통계자
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 원자료를 사용한다. 제V장에서는
검증 결과를 통해 노동조합 선호경향을 비정규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고, 대표성 격차를
논의한다. 마지막 제VI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고 아울러 연구의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삼고자 한다.
2)

II. 비정규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조합 조직현황

1. 비정규근로자란 누구인가? - 형태상 다변화를 중심으로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특
성이기도 하다. Fallick(1999)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호황국면에서도 파트타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네덜란드, 독일 등 EU 국가들의 경우
에도 파트타임의 고용비율이 1991년 13.9%에서 2000년에는 17.7%로 높아지는 등
(European Commission, 2001) 비정규고용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유럽국가 중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정규노동의 양을 보이고 있는데, Alba-Ramizez(1998)은 계약직
2)

은폐된 수요를 추정함에 있어 표본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한 근로자를
최대치로 보고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윤진호(2002)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모두
노동조합 가입에 선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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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임시․일용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김유선, 2003)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
반을 넘어서는 등(통계청, 2000)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고용(contingent employment arrangement)이란 1985년 Audrey Freedom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Polivka & Nardone, 1989), 통상적으로 정규근로와 대비하여 “정
규근로의 전형적 특성에서 벗어나는 제반 형태의 고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Hipple, 2001;
Polivka, 1989, 1996, 1996a, 1996b; 김성환, 1992; 권혜자․박선영, 1999). 정규근로의 전
형적인 특성은 고용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전일제근로가 일반적이며, 단일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으므로 (고용주와 사용주가 동일함), 이에 대비하여 고용계약 기간이 정
해졌거나, 근로시간의 정규근로에 비해 짧은 형태의 고용, 또는 고용주와 사용주가 불일치
되는 고용 등을 비정규근로라 정의할 수 있다 (Bronstein, 1991; 한국노동연구원, 1999).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개념 구성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변
화이다. 미국 및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파트타임근로자와 같은 전통적인 비
정규근로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Polivka et
al.(2003)은 비정규노동(nonstandard workforce)을 파견근로(agency temporaries), 대기(호
출)근로(on-call workers), 용역근로(contract company workers), 직접고용임시근로(directhire temporary workers),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정규자영업자(regular selfemployed), 정규파트타임 근로자(regular part-timers) 등 7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를 통해 정규/비정규
근로자를 구분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고용계약 기간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고용계약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고용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정의하여왔다(통계청, 2000). 그러나 비정규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상용근로 부문에 속하고 있으나 정규고용으로 보기 힘든 고용형태가 출현하였다. 예를 들
면,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파견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으나 고용주와
(fixed-term)

3)

3)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는 종사상 지위에 의한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용근로자
는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을 의미하며,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 적용 여부, 퇴직금,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수혜 여부 등
을 고려한다. 임시근로자는 상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
자를 의미하며,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 단순업무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 수
당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을 포함한다.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로 매일매일 고용
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 다니면
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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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전형적인 정규근로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형태상 다변화에
초점을 둔 비정규근로자의 새로운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경수(2001)는 고용의
지속성 여부, 근로제공 방식, 근로시간 등 세 가지 차원에서 한시적/비한시적 근로자 (고용
의 지속성 여부), 전형/비전형근로(근로제공 방식, 예를 들면 파견, 용역, 독립도급(특수고
용), 호출근로, 가내근로 등), 근로시간제(전일제근로 및 시간제 근로) 등으로 구분한다. 박
기성(2001)도 비슷한 분류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다양한 속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자군(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2000년부터 고용형태에 관한 설문을 포함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노동부(2004)는 이에
기초하여 비정규근로자를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적 근로 등 세 가지로 구
분하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란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정규근로자가 고용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반면,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고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정규근로자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다. 한시적 근로자는 주로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이며 이는 정규근로자가
고용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비교되는 개념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기간
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
고 이후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
의 법리를 적용토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노동부, 2004).
단시간 근로자란 파트타임근로자를 의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
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 21조), 이들의 근로조건(각종 수
당, 상여금, 휴일, 휴가 등)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례보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하갑래, 2000). 이에 기
초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취업자를 조사하고 있으
며 이를 단시간 근로자로 본다.
비전형적 고용은 파견․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근로, 가정내근로(재택 또는 가내근로
자), 일일(호출)근로로 구성된다(노동부, 2004). 파견근로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파견사업주가 근로
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노동부, 2004; 김
4)

4)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일부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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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영면, 1999). 용역근로자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용역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로서,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업
체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특수고용형태근로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비독립적 형
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
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는 근무형태를 의미한다(노동부, 2004; 노사정위원
회, 200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이 특수
고용형태근로의 전형적인 예이다.
가정내근로란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의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근무형태를 의미하며, 일일근로란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
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씩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를 말한다.
비정규 고용형태는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정부의 정책적 개념을
기초해 볼 때, 비정규 고용형태는 크게 직접고용, 간접고용, 배제적 고용, 기타 고용 등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은 고용주와 사용주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
로 분류되는 개념으로서 직접고용 비정규근로는 한시적 근로와 파트타임 근로가 포함된
다. 반면, 간접고용은 고용주와 사용주가 일치되지 않는 고용형태로 파견근로가 대표적인
예이다. 배제적 고용은 실제로 사용종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상 고용(근로)계약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근로자의 범주이다. 특수고용형
태근로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기타 고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가내근로와 일일근로
등을 의미한다.
2. 비정규부문의 노동조합 조직현황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주화 직후인 1989년에 최고치인 19.8%에 이르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 현재는 11%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노동부, 2004). 통
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활용하여 정규/비정규부문의 조직률을 살
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정규근로자의 조직률은 16.4%인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4.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대의 조직률은 비정규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비정규부문에서의 유형별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특수고용형태근로자가 6.8%로
조직률이 가장 높고, 한시적 근로자 5%, 파견 및 용역근로자 3.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의 조직률은 0.47%로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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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정규부문의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 (2004년)
(단위: %)
비정규직
구분

조직률

정규직

16.4

전체
4.1

한시적 근로 단시간근로
5.0

0.47

․

비전형적 근로

파견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근로

기타

3.9

6.8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년 8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비정규부문에서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근
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므로 조직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상 보호되고 있는
근로3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행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
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한 활동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는 대부분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지속적으로 고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정규근로자와 비슷한 상용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신은종, 2004) 노동조합 조직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계약갱신 여
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율성이 크고 이로 인해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 노동
조합 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파견․용역근로자의 조직률도 3.9%로 매우 낮다. 이는 고용형태의 성격으로 인해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있는 삼각고용구조(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Bronstein, 1991). 예를 들면, 법적으로 해고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의 지위에 서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휴
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며, 사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조합의 활동도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
되므로 임금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따라서 파견근로부
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단시간 근로자의 조직률은 0.47%로 비정규부문에서 가장 낮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높은 이동성(job mobility)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
의 경우에도 파트타임근로자의 조직률이 8.4%에 이르며(BLS, 2003), 영국의 경우에는
20% 이상이어서 고용형태상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영
5)

5)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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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파트타임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상용고용(permanent employment)만 허용되고 있기 때
문에(박영삼, 2002)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많아 단순비교는 곤란하다.
III. 이론적 접근

1. 선행연구 검토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은 노사관계 분야의 전통적 주제 중 하나로 그동안 많은 이
론적․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비정규근로자에 대해 초점을 둔 논의는 매우 부족
하다. 정규/비정규를 고려하지 않은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근로자의 개별
적 속성이나 사회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노동조합 가입성향을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Farber and Saks, 1980; Brief and Rude, 1981; Premack and Hunter,
1988; Guest and Dewe, 1988; Strauss et al., 1991).

반면,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
는데, Walters(2002)는 영국의 파트타임 여성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을 분석하고 파
트타임 여성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일수록 노동조합에 대
한 선호가 높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은 개별적 속성
등 전통적 요인 외에도 경험 기회의 부여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윤진호(2002)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대한 연구에서 개별적
속성 이외에도 고용형태, 임금수준, 업무만족도, 산업 및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
석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은 미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등 다
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선행연구의 예처럼 개별근로자의 속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 성, 결혼 여부 등 인구학적 특성과 교육수준, 경력 등 인적
자본 축적 정도는 노동조합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심리적 요인도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7)

비정규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구
조적 요인과도 연관성이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산업이나 업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높아져 노동조합에 대한 보다 높은 선호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Walters, 2002)
7) 윤진호(2002)는 통계청의 분류인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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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Hunter(1988)의 전통적 연구는 부조화이론(dissonance theory)에 근거하여 직장
불만족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가입에 가장 중요한 동기임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
는 비정규근로자의 낮은 직무만족도를 불평등한 분배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는데,
Davis-Blake와 Uzzi(1993)은 비정규근로자는 보상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직무만족과 근
로의욕이 매우 낮아 조직몰입도가 낮다고 보고 있다. Feldman 등(1994)은 비정규근로자가
주변적(marginal)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며 고용불안정도가 높아 직무만족도가 매우 낮
다고 본다. 우리나라 비정규근로자의 직장불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2004년 경활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는 비정규근로자의 비율은 22.7%
로 매우 낮으며, 정규근로자의 58.2%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직장만족도 정도가
노동조합 가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경험 기회와 관련하여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구조적 요인은 산업․직종별 특성과 이에 따른 조직률의 차이, 고용형태의 특성을 포
함한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산업 또는 직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조직률이
높은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가정한다
(Booth, 1986; Grint, 1991). Booth(1986)은 제조업 등 전통적으로 조직률이 높은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
한 직․간접적 경험이 많아 노동조합 가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비
정규근로자들의 경우 조직률이 서비스부문 등 조직률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
아 경험 기회가 적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선호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Walters, 2002). 이는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representation) 또는 조합원으로의 활동이 일종의 경험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논의(Bryson et al., 2001)와 맞닿아 있다.
구조적 요인 중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요인은 비정규고용의 형태이다. 앞서 논의한 바
와 같이, 비정규고용의 형태는 과거 파트타임 근로자가 주를 이룬 반면, 최근 들어서는 기
간제․계약직근로, 파견․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노동이 확
산되고 있다.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유형은 차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조직률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비정규고용 유형별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선호구조가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중 중요 요소는 가입
자격에 대한 제한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어야 한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성이 있는 근로자임
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방식, 보수지불방식,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의 형식
등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제도적
Prem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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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약이 크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부문 내에서 노동조합 조
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던 시점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가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에도 특수고용형태근로자들은 노
동조합을 조직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성의 불인정으로 인해 노동관계법상 근로3권을 온전
히 향유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에 대한 합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개별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는 향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도 비정규근로자의 가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
인이다. 이는 비정규근로자의 낮은 조직률이 노동조합의 조직화 노력 부재에 기인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은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발전해 왔
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우선 비정규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이 낮아 조합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Walters, 2002).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윤진호, 2002).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비정
규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주변적(marginal)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간 연대
(solidarity)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TUC, 1996). 뿐만 아니라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내의 유입은 조합원간의 이질성을 증가시켜 연대를 훼손한 우려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의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조직화 노력 부재는 비정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
표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가입성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2. 분석 범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호에 대한 분석은 다차원적 분석이 필
요하다.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은 비정규고용형태의 다변화에 주목하여, 고용형태별로 비정
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호구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는 것과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로 나타는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앞서 논의한 요
인들을 함께 고려하되 분석의 초점은 유형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선호구조에 둔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모든 요인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노동
조합의 조직화 전략과 가입자격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결
8) 예를 들면 고용안정성이 높은 정규근로자들은 높은 임금과 부가복지를 원하는 반면, 비정규근로자들
은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 근본적인 이해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정규근로자들은 비정규근로자
의 임금이나 부가복지가 증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의 근로조건 저하를 우려하므로 비정규근로자의
조직화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고용조정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는 정규근로자는 자신의 일자리를 유지
하기 위하여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비정규근로자의 증가가 일정
정도 정규직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이해의 일치에 기인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비정규노동센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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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은 산업별 조직률 변수를 통해, 가입자격 제한
의 문제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정 정도의 추론만이 가능할 뿐이다.
사회심리적 요인인 직무만족도는 다차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기대와 실제 경험 간의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결정되기 때문에(Albanese & Vanfleet, 1983), 직무성격, 직업안정성,
승진기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Wexley & Yukl, 1984; James & Jone, 1980;
Glisson & Durick, 1988).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보다 진전된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들의 지속적으로 보완되길 기대
한다.
IV. 실증 모형

1.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호함수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 분석은 개별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함수를
설정하고 이를 통계모형으로 검증함으로써 가능하다. 우선, 비정규근로자는 노동조합가입
을 결정함에 있어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
다고 가정하면,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nion* = Xβ + ε,
Union = 1,
Union = 0,

＞ 0, (노동조합 가입)
if Xβ + ε ≤ 0, (노동조합 미가입)
if Xβ + ε

(1)

이 때, 노동조합 가입으로 인한 효용은 관측이 가능하지 않은 변수(Union*, Latent
Variable)이며 단지 선택된 결과만을 알 수 있다. 즉, 노동조합 가입의 편익이 비용보다 높
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며(Union=1), 그 이외의 경우에는 미가입 근로자
(Union=0)로 남게 된다. 식 (1)의 X는 노동조합 가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금
수준, 직장만족도, 노동조합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비정규고용형태, 인구학적 특성, 인
적자본 정도 등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한다. 이는 뒤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식 (1)을 프로빗 모형[ℙ(Union=1∣X) = Φ(Xβ)]으로 검증하면 개별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프로빗모형을 통한 검증은
동시성에 의한 편향(simultaneity bias)을 내포한다. 다시 말하면 주요 변수인 임금수준과
노동조합 가입은 동시성 관계(simultaneity relations)에 있다(Ashenfelter & Johnso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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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은 노동조합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임과 동시에 노동조합 가입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종속변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상술하면, 우선 노동조합 가입 선호함수와 임금함수로 분리하여 식
(2)와 식 (3)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Schmidt & Strauss, 1976; Duncan and Leigh, 1980).

Union = λWage + X1β +

ℯ1 ..... (노동조합 선호함수)

(2)

Wage = θUnion + X2β +

ℯ2 ..... (임금함수)

(3)

이 때, 식 (2)에서 임금수준(Wage)과 오차항(ℯ1) 간에 상관관계(correlation) 가 존재하
므로 단순프로빗모형을 통한 검증은 동시성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Maddala,
1999). 본 연구에서는 동시성 편향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Lee, Maddala 및 Trost의 모델
(1980)에 기초하여 노동조합 선호함수와 임금함수를 2단계 프로빗모형(Probit Two-stage
Method, P2SLS)을 통해 검증한다.
본 연구는 비정규근로자의 대표성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조직률과 현재조직률을 비
교하여 그 차를 대표성 격차로 본다. 비정규고용 유형별로 표본을 분리하고 각 표본의 노
동조합 선호함수를 프로빗 모형으로 검증한 후, 노동조합 선호의 기대확률값(predicted
probability values)을 구하면 이를 잠재 조직률로 볼 수 있다.
9)

10)

11)

2. 자료와 변수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는 통계청이 2004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포함)의 원시자
료를 이용하였다. 동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하여 1,629개 조사구의 33,000가구를
표본으로 만 15세 이상에 대해 경제활동 현황을 조사한다.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9)

이를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식 (2)를 (3) 에 대입하여 식(4)를 구할 수 있다.
Wage = θβ/(1-θλ) X1+β/(1-θλ) X2+(θ/1-θλ)ℯ1+(1/1-θλ)ℯ2

(4)

따라서 Wage는 식 (2.1)의 오차항(ℯ1)과 상관관계(correlations)에 있으며 이는 동시성에 의한
내생성 편향(endogeneity bias)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10)
(model identification)을 위해 임금함수에 노동조합 가입 선호와 상관관계가 없는
성장성 변수(산업별 매출액 증가율)를 확정자(identifier)로 사용하였다.
11) Pr(Union=1∣X)= Φ(Xβ)을 추정하고 β^값을 MLE를 통해 추정하면, Pr(Xβ^)=P^
(Union=1∣X)을 통해 노동조합 선호확률을 구할 수 있다.

축약모델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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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산업 및 직종 특성, 규모별 고용 현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유무 등 고용관
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2000년부터 매년 8월에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가조사는 기간제․계약제근로, 단
시간근로, 파견․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근로, 가내근로 등 다양한 비정규고용형태에 대
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반으로 표본을 추출하므로 전체 노동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같은 성격의 정
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또 다른 장점이다. 다만, 공개되는 원시자료
는 기업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연구에 있어 다소 한계를 갖기도 한다. 자
료의 특성은 표본별로 다음과 같다.
<표 2> 표본의 기술통계량 (정규/비정규)

노동조합원 유무(%)
시간당 임금(원)
직장만족도(%)12)
연령(세)
여성(%)
기혼(%)
가구주 여부(%)
경력(월수)
교육(연수)

정규직 (N=17,245)
평균
표준편차
16.4
37.9
8,502
5,902
75
49
37.9
10.7
38.5
48
66.1
0.47
60.7
48
70.7
87
12.9
3.1

비정규직(N=8,068)
평균
표준편차
4.1
19.7
6,079
5,794
58
43
41.2
13.7
51.4
50
62.7
48.4
49.7
50
21.1
40.7
11.4
3.9

<표 3> 비정규 유형별 기술통계량

조합원 유무
시간당 임금
직장만족도
연령
여성
기혼
가구주 여부
경력(월수)
교육(연수)

12)

한시적 근로
단시간 근로 (N=1,912)
(N=4,35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9
21.7
0.47
6.8
6,275
6,040
6,571
9,051
59.2
49.1
65.8
47.4
39.9
13.9
40.7
15.1
46.1
49.8
74.8
43.3
58.2
49.3
59.1
49.1
51.4
49.9
32.3
46.8
22.1
40.9
11.1
25.1
11.7
3.9
11.4
4.3

파견․용역근로
(N=956)
평균
표준편차
3.9
19.2
4,777
3,836
50
50
46.9
14.1
45.5
49.8
70.8
45.4
59.3
49.1
24.1
35.9
10.2
3.6

특수고용형태근로
(N=1,260)
평균
표준편차
6.8
25.2
7,561
5,539
73.1
44.3
39.2
10.4
59.4
49.1
69.7
45.9
46.7
49.9
37.1
54.1
12.6
2.9

직장만족도는 경활인구조사의 일자리 선택 동기항목 중에서 “만족스런 일자리를 구할수 없어서”에
응답한 경우에는 불만족 (직장만족도=0)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만족(직장만족도=1)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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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설명

비정규고용형태는 통계청과 노동부가 정의하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다변화되고 있는
비정규고용의 다양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을 분석
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였다.
개별적 속성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 가구주 여부, 결혼 여부 등)
과 인적자본 변수(교육수준과 경력)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사회심리적 요인의 영향력 여
부를 분석하기 위해 직장만족도 여부를 고려하였다.
경험기회와 관련성을 갖는 구조적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산업별 조직률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산업별 조직률은 비정규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서 활용된다. 기타, 노동조합 가입과 상관
관계를 갖는 임금수준을 포함하였으며, 비선형성(non-linearity)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의 제
곱값도 함께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변수의 설명은 붙임1 참조).
V. 실증결과 분석 : 유형별 노동조합 선호와 조직률, 그리고 대표성
격차

1.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호와 조직률

(1)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

표 4>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조합 선호함수를 2
단계 프로빗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결정 (또는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임금수준은 노동조합 가입과 양의 상관관계
를, 임금의 제곱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
자일수록 노동조합 가입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금의 제곱값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일정한 임금수준 이상의 근로자는 오히려 노동조합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
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보다 높
은 선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는 노동조합 조직화에 대한 구조적 접
근에서 초점을 두는 것처럼, 부문내 조직률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

58

産業關係硏究 제15권 제1호

<표 4>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 (P2SLS 검증결과)
비정규직
종속변수: 노동조합 가입 여부
임금
임금^2
산업별 조직률
직무만족도
연령
여성
가구주
기혼
교육수준 1
교육수준 2
교육수준 3
경력
<산업․직종 특성>
산업변수
직종변수
N
Log-Likelihood
Pseudo-R2

4.301*
(2.33)
-18.37
(0.13)
0.2***
(0.002)
0.192***
(0.071)
-0.012***
(0.003)
-0.11
(0.083)
0.082
(0.085)
-0.12*
(0.07)
-0.22*
(0.119)
-0.17**
(0.089)
-0.36*
(0.21)
0.003***
(0.0007)
통제
통제
8,068
-1004.2816
0.27

주: 1) (
)는 Robust Standard Error.
2) ***, **, * 는 각 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이 높아지고 가입기회도 증가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호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앞
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고자 하는 수요는 경험재적 성격을 띠고 있
다는 점을 반증하며, 따라서 향후 비정규근로자의 조직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격
부여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을 시사한다.
사회심리학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직무만족도는 노동조합 가입결정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만족도가 높은 근로자가 낮은 근로자보다 오히려 노동조
합 가입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직무만족도의 저하를 노동조합 가입의 주된 원인으
로 보는 부조화이론(Dissonance Theory)의 불만족가설(Premack & Hunter, 1988)과 상반
되는 결과이다. 이는 업무만족도와 노동조합 가입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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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의 연구(2002)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이시균(2002)도 KLI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
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성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도가 노동조합 가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차원적 성격을 갖는 직무만족도와 노동조합 조
직률 간의 상관관계는 부조화이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계를 가지며, 향후 별도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본 연
구가 활용하고 있는 경활인구조사는 직무만족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적자본변수도 노동조합 가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졸자를 준거로 비교할
경우, 학력이 낮은 고졸 이하의 근로자들은 보다 낮은 노동조합 선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도 역시 대졸자에 비해 노동조합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력변수의 경우 경력이 높은 근로자가 낮은 근로자에 비해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에 비해 직장이동이 빈번
하여 일정 정도 경력이 있는 비정규근로자만이 노동조합 가입을 의미 있게 고려할 수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학적 속성을 살펴보면, 높은 연령의 비정규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보다
노동조합 가입성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이 노동조합의 조직
률 저하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부분적으로 젊은 근로자들의
주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갖는 낮은 직급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 기타 통제 변수인 성별 변수는 가입성향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혼근로자일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14)

15)

(2) 고용유형별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

비정규고용은 과거에는 파트타임 근로가 주된 형태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기간제․계
약제근로, 파견근로, 특수고용형태근로 등 고용형태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비
윤진호는 그의 연구에서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13)
.
14) 다만,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기는 직장불만족
해소라는 소극적 목적보다 근로조건의 지속적인 개선,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작업장에서의 의사결
정 참여 욕구, 사회적 활동 욕구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15)

경활인구조사 원자료는 직장을 선택한 동기항목으로 ①일자리의 내용과 근로조건에 만족하기에 ②
만족스런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③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④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⑤학업 등을 병행하기 위해 ⑥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⑦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수 있어서 ⑧업무 부담이 적고 직장생활에 얽매이기 싫어서 등 8가지의 문항을 제
시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항목 2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장에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직장만족도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60

産業關係硏究 제15권 제1호

정규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노동조합 가입
성향도 상이할 수 있다.
<표 5>는 비정규유형별로 노동조합 가입성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통계적 유의성이 높
은 변수를 중심으로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금수준이 노동조합 가
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 근로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
는 음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특수고용직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낮은 근로자에 비해 노
동조합 가입성향이 높다. 반면, 파견․용역근로자는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가 보다 높은
노동조합 선호를 갖고 있다. 이는 삼각고용관계(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의 특성
<표 5> 유형별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P2SLS 검증결과)
종속변수: 노동조합 가입여부
임금
임금^2
산업별 조직률
직무만족도
연령
여성
가구주
기혼
교육수준 1
교육수준 2
교육수준 3
경력
<산업․직종 특성>
산업변수
직종변수
N
Log-Likelihood
Pseudo-R2

한시적 근로
7.33**
(3.28)
-0.28
(0.19)
0.015***
(0.003)
0.302***
(0.094)
-0.01**
(0.004)
0.21**
(0.11)
-0.24**
(0.11)
-0.29***
(0.096)
-0.001
(0.157)
-0.178
(0.11)
-0.47**
(0.23)
0.004
(0.0009)

비정규고용유형
단시간 근로
파견․용역근로
8.76
-14.01*
(8.34)
(8.64)
-0.52
0.91*
(0.51)
(0.51)
0.013
-0.27*
(0.01)
(0.016)
0.33**
(0.168)
-0.002
0.005
(0.015)
(0.01)
0.14
0.32
(0.352)
(0.233)
0.59**
0.11
(0.243)
(0.21)
-0.25
0.16
(0.39)
(0.186)
-

-

-0.98
(0.76)
-0.28
(0.448)
0.004
(0.005)

0.45
(0.44)
0.51
(0.37)
0.003**
(0.002)

특수고용형태
-8.39
(6.8)
0.41
(0.39)
0.022***
(0.006)
-0.29*
(0.16)
-0.38***
(0.009)
-0.643***
(0.19)
0.14
(0.18)
0.32*
(0.19)
-0.76***
(0.30)
-0.22
(0.18)
0.06
(0.81)
0.01***
(0.002)

통제
통제
4,357
-621.2263

통제
통제
961
-44.4412

통제
통제
875
-124.701

통제
통제
1,152
-180.9253

0.28

0.13

0.19

0.41

주: 1) (
)는 Robust Standard Error.
2) ***, **, * 는 각 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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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중간 착취의 가능성이 높아,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자 하는 성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 조직률의 영향력도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시적 근로와 특
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파견․용역근로의 경우에는 음
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경험재적 성격이 한시적 근
로와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파견․용역근로부문은 고용관계의 특
수성으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가입 선호가 다소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직무만족도 변수도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수고용직의 경
우, 불만족 가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노동조합 가입을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직무만족도가 반드시 노동조합의 가입을 꺼려하
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한시적 근로자와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에
서 발견된다.
교육수준과 경력 등 인적자본 변수의 영향력도 고용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 고학력 근로자가 대졸학력 근로자에 비해
낮은 노동조합 가입성향을 보였으며 그 이외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 반면, 특수고용직 부문에서는 고교졸업 이하의 학력자가 대졸학력자에 비해 노동
조합에 대한 선호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집단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경력 변수의 경우에는 대졸학력 근로자에 비해 높은 학력을 보유할수록 노동조합에의 가
입 열망은 다소 낮아진다. 반면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대졸 이하의 학력을 갖는 근로자의
경우 준거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노동조합 가입 성향을 보이고 있다.
개별적 속성이 노동조합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한시적 근로부문
과 특수고용형태근로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령근로자일수록 노동조합 가입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성이
보다 높은 노동조합 가입 열망을 보이는 반면, 특수고용직은 여성일수록 낮은 선호를 보여
대조적이다. 결혼 여부도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혼
자일수록 노동조합 가입을 기피하는 반면,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비정규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비정규고용의 유형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구조(Preference Structure)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수준과 만족도가 높고 여성근로자인 경우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높은 선호
를 보이는 반면 고령근로자, 기혼인 가구주, 학력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 선
호를 보이고 있다. 파견․용역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와 달리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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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임금수준은 노동조합
가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노동조합 가입을 선호한다는
점이 한시근로자와 다르다. 또한 고령근로자와 여성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조합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저학력근로자보다 고학력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선호가 높다.
유형별로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점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비정규근로자
를 조직함에 있어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유형
별 차이를 고려하여 주요 대상그룹을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한다면 조직화에 있어 효율성
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 - 정규/비정규부문의 차이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노동조합이 조직대상인 근로자를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가?”
의 문제이다. Charlwood(2002)는 ‘대표성 격차’(Representation Gap)를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나 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상태로 남아 있는 근로자의 비율과 현재 조직된
근로자와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영국의 근로자에 대한 연구에서 미조직근로자 중
약 40%가 노동조합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을 제시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
하였다. 윤진호(2002)는 Charlwood(2002)의 개념을 원용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잠재적 수
요를 분석하고 있다.
‘조직대상 근로자’는 넓은 의미로는 노동조합이 조직하고자 하는 동일 범주의 근로자
전체(동종 산업 또는 동종 직종 등)를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동일 범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로 한정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조직
대상 근로자가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가 개별근로자마다 다르며, 노
동조합을 수요하지 않는 경우 대표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대표하는가?”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양적․질적 대표성을 포함한다. 양적으로는 조직대상 근로자 중 얼마
나 많은 수의 근로자를 대표하는가가 문제이고, 질적으로는 조직된 근로자의 수요를 얼마
만큼 충족시키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표성 격차란 양적 측면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을 선
호하는 조직대상 근로자와 조합원인 근로자 간의 양적 차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질적 측
면에서는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다. 양적 대표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체결된 단체협약
은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체협약의 적용범
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는 조합원 규모에 기초한 양적 대표성에 초점을 두며 질적 대표성은 향후 과제로 미룬다.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는 두 가지의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노동조합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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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조직가능한 잠재조합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제시한다. 특히, 후자는 경기상
황, 실업률 등 노동조합 조직률에 미치는 현실적 제약요건을 고려한 노동조합 조직률의
잠재적 상한선을 제시한다.
<표 6>은 비정규근로자 유형별로 노동조합 조직률, 잠재조직률, 그리고 이들간의 차이
인 대표성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잠재조직률은 앞 절의 노동조합 선호함수에 대한 기대확
률값(Predicted Probability Values)을 통해 추정되었으며 이는 노동조합 가입에 선호를 갖
는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대표성 격차는 잠재조직률과 현재 조직률과의 차이이다.
16)

<표 6> 정규/비정규부문의 노동조합 조직률, 잠재조직률 및 대표성 격차( 단위:%)
정규직
조직률 (A)
잠재조직률(B)
대표성격차(B-A)

16.4
16
-0.4

전체
4.1
10.4
6.3

한시 근로
5.0
10.2
5.2

비정규직
단시간근로
0.47
5.1
4.6

파견․용역
3.9
10.7
6.8

특수고용직
6.8
15.1
8.3

비정규부문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양적 대표성은 실제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비정
규근로자 전체를 표본으로 분석하면 10.4%의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
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조직률(4.1%)과 비교할 때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는 6.3%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 중 60% 이상
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잠재조직률은 비정규부문에서의 노동조합 운동의 확대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10.4%의 잠재조직률은 현실적 조건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최대한 조직할 수 있는 비정
규근로자의 범위이며, 전체 비정규근로자를 540만 명(전체의 37%)으로 볼 때 (노동부,
2004), 약 54만 명에 해당한다. 이는 현재 조직된 전체 근로자(155만 명)의 1/3 수준이며,
현재 조직률을 감안하면 확대 가능한 노동조합원 수는 약 34만 명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비정규근로자의 유형별로 대표성 격차를 살펴보면, 특수고용직이 8.3%로 가장 높게 나
16)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기초한 잠재적 조직률 추정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개념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잠재적 수요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실제 조직률
은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률은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뿐
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 변화,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다 하여 잠재적 조직률이 현실적으로 의
미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잠재적 수요가 모두 채워지지 않고 상쇄되는 경향
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동시에, 잠재적 수요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는
일정 정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전략적 요인들로 인해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공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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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파견․용역근로자가 6.8%, 한시근로자가 5.2%, 단시간근로자가 4.6%의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되지 않은 은폐된 수요(hidden
demand)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은폐된 수요와 관련하여, 윤진호(2002)는 홍성우의 연
구(1996) 결과를 기초로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은폐된 수요의 규모를 12.5~
77.1%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진호(2002)도 밝히는 것처럼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노
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노동조합 가입을 희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대치 이상의 의미는 없다. 다만, 구조적 요인에 의해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는 은폐된 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대표성 격차
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부문에서는 양적 대표성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노동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여, 이는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990년대 이후 11%
대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 또한, 정규부문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현
실적인 상한에 도달해 있어 포화점을 지났다고 판단된다.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
재 조합원들 중 비록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기는 하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불만족을
보이고 있는 근로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VI. 결

론

비정규노동이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화 문제가 새로운 쟁
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조직화는 이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상 차별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노동조합의 정
체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비정규근로자의 조직화 문제를 노동조합 가입성향과 대표성 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비정규근로자의 속성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
전국단위 노동조합연합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비정규근로자 조직화에도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비정규근로자는 비정규고용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상이한 노동조합 가입성향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유형별로 특성
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조직화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근로자의 낮
은 조직률은 비정규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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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는 경험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비정규근로
자의 노동조합 선호는 노동조합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에 의존한다. 산업별 조직률이 비
정규근로자의 조직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아질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현재의 낮은 조직
률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비정규근로
자에 대한 조직활동을 통해 보다 사회통합적인 노동조합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는 정
체와 위기의 조짐을 보이는 노동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비정규부문에서의 노동조합은 대표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정규근로자 중 10.4%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조직률은
4.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고용형태부문은 15.4%가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불인정 등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실제 조직률은 6.8%
에 머물고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노동계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도적 제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
표성 격차에 대한 분석은 비정규근로자의 잠재적 조직대상의 범위를 제시하기도 한다. 추
정된 잠재조직률 10.4%는 향후 노동조합의 확장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
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의 부산물은 정규부문에서의 노동조합 조직화의 포화
점을 지났다는 점이다. 정규부문에서의 대표성 격차가 음의 값으로 추정된 점은 정규근로
자의 조직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특히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도 다수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는 비정규근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갖는다. 비정규고용형태가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직
접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아직까지 유형별 속성과 본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제도적 제약과 노동조합의 전략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직무만족도와 노동조합 조직률 간의 관계 역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정한 추정만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성 격차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이론적
논의가 다소 불충분하다. 또한 좁은 의미의 양적 대표성만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만족
도 조사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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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변수의 정의
변 수

설 명

<노동조합가입 선호함수>
<종속변수>
노동조합 가입 (0, 1)
<독립변수>
임금
임금^2
산업별 조직률
직무만족도(0, 1)
연령
여성 (0, 1)
가구주 (0, 1)
경력
교육수준 0
교육수준 1
교육수준 2
교육수준 3
산업
직종

-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1, 나머지는 0
-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
-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의 제곱값
- 20개 산업의 평균 노동조합조직률
-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1, 나머지는 0
- 만 나이
- 여성인 경우 1, 나머지는 0
- 가구주인 경우 1, 나머지는 0
- 경력월수
- 대졸학력자 (준거집단)
- 중졸 이하 학력자
- 고졸 이상 전문대 이하 학력자
-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
- 표준산업 분류 20개
- 표준직종 분류 10개

<임금함수>
<종속변수>
임금
<독립변수>
노동조합 가입 여부 (0,1)
비정규직 여부 (0, 1)
산업별 성장률
근로시간
연령, 성, 가구주 여부, 교육, 경력,
산업, 직종

- 시간당 임금의 로그 값
-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1, 나머지는 0
- 비정규직인 경우 1, 나머지는 0
※ 비정규직의 개념은 노동부 개념을 사용
- 20개 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2004년 말 기준)
- 주당 근로시간
․- 노동조합 선호함수의 독립변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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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ingent Workers' Attitudes to Unionization and Union
Representation Gap: Focusing on Diversities Within
Contingent Work

Eunjong Shin
As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s have increasingly grown, special attentions are
paid to the issue of unionization for contingent workers. This study is aimed at empirically
examining both contingent workers' attitudes to unionization and union representation gap
within the contingent work. It places an emphasis on diverse outcomes along with the
different types of non-standard employment including fixed-term work, temporary help
agency work, and independent contractors.
Korean contingent workers show varied preferences to unionization along with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rrangements. While fixed-term workers show similar attitudes to
unionization to standard full-time workers, the 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attitudes
to unionization differ in terms of education, wages, and the impact of industrial
unionization. It is also noted that contingent workers' exposure to unionized environment
is a critical factor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preference to unionization.
Union representation gap is estimated to be 6.3 percent within the non-standard sector.
It implies that Korean unions fail to organize six out of ten contingent workers who have
a positive attitude to unionization. The representation gap also differs along with varied
types of the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Independent contractors, who are legally
excluded to unionization, show the higher desire to unionization.
This study brings new insights to the attributes of contingent workers providing Korean
unions with a practical implication for their organizing efforts. Korean unions need to
implement the effective organizing strategy allowing for various features of each group
of contingent workers. Empirical outcomes also suggest the potential scope of unionization
for contingent workers; 540 thousands contingent workers are likely to pref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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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ization, which is equivalent to 30 percent of the total organized workers. Korean
unions have to make an every effort to organize the potential contingent workers which
will give an opportunity for a new integrative labor movement.
Keywords: contingent work, attitudes to unionization, representation g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