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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가가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
조 규 준* ･ 강 수 돌**

현대 사회가 지식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이 하나의 자산이 되고 전략이 된
다. 이에 조직구성원 간 지식공유가 중요함에도, 많은 경우 기업 세계는 과거
행동에의 집착, 관료주의 만연, 집단사고의 경직성, 고용불안 등을 보인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 갈등수준은 OECD 27개국 중 2위이고 노사갈등도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지식공유는 지지부진하고, 높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직장 불만족을 느끼는 구성원들은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중
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조직공정성, 지식공유 의도, 이직 의도와 맺는 관계를
실증 검토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에 주목한다.
자료는 경영참가를 비교적 충실히 시행 중인 ㈜우진교통과 그렇지 않은 ㈜
명성운수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총 400부의 설
문지 중, 최종적으로 29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우선, 경영참가를 시행하는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은
㈜명성운수보다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가 높았고 이직의도는 낮
았다. 그리고 경영참가는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에 정(+)의 영향을 끼치며,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특히, 조직공정성은 경영참가와 지식공유
의도,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점도 제시된다.
▶주제어: 경영참가, 자주관리, 조직공정성, 우진교통, 지식공유,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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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는 지식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식이 하나의 자산이 되고 전략이 되는 시대가 되
었다. 과거에 비해 지식의 가치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지식을 공유하는 행위는 어느 때보
다 필요해졌다.
특히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영 현실에서 지식공유의 과정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개인과 조직구성원과의 적극적 상호작용으로 평가된다. 지식경영 차원에서 지식공유
는 조직의 생존을 담보하고, 성과를 증대시키며, 내부적인 효율성에 기여하므로 조직경영
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Small & Sage, 2005). 따라서 조직에서 지식경영을 실천하
고, 내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지식공유
가 선행되어야 한다(Hendriks, 1999; Nonaka, 1994).
동시에 지식을 구성원 간에 널리 공유하는 것이 지식경영의 목표이기도 하다. 지식공유
행위는 개인 및 기업의 문제해결과 경쟁우위 확보에 기여한다. 나아가 이는 지식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중시된다.
한편, 오늘날 조직차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의 높은
이직률이다. 2015년 신문․인터넷․모바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 구인구
직’이 직장인 705명을 대상으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몰래 이직을 준비한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한 결과 91.5%가 ‘있다’고 했다(조상윤, 2016).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의 2015년 세계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Brain Drain) 지수’는 10점
만점에 3.98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교육 자원을 투입해 애써 키운 인재 10명 중 6명이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것으로, 한국은 조사 대상 61개국 가운데 44위였다(사설, 2015). 이
는 단순히 구성원의 불만족이나 이직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경제 구조에 치명적
인 문제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나아가, 조직 구성원들에 의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조직 성과로 유효하게 이어지기 위
해선 단순히 이직률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그런 아이디어들이 경영과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 특히, 대규모 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처럼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과거
행동에의 집착, 관료주의 만연, 집단사고의 경직성 등 때문이다(Sharma, 1999). 2013년 삼
성경제연구소 조사 결과, 한국의 사회 갈등수준은 OECD 27개국 중 2위였으며, 그 사회적
비용은 매년 82조∼246조원에 이른다(삼성경제연구소, 2013). 반면, 독일이나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편으로 조직 구성
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경영성과로 연결해내고 다른 편으로는 이직률 감소와 만족도
제고를 통해 노동의 인간화를 제고한다. 과거 노사 간 단체교섭은, 생산된 경제적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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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과정에서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 본질적 과제였다면, 노동자 경영참가는 노사 간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위한 조직 과정에 노사가 공동 참여함으로써
공통의 이해를 해결하고자 한다(최종태, 1981).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참여 형 경영방식이 지식 공유 및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서, 기존 노사관계 및 조직관리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경영 실
무에도 일정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경영참가가 지식 공유 및 이직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만이 아니
라 경영참가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즉, 본 연구에서는 조직 공정성 인식이라는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얼마나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핀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경영참가가 잘
이뤄진다 하더라도 조직 공정성이 별로 높지 않게 인식되는 경우 지식 공유나 이직 의도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영참가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영참가 수준이 높고 비교적 충실히 실행
되고 있는 충북 청주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우진교통과 그에 대비되는 (통상적 기업)
경기도 광명의 명성운수를 포커스 집단으로 삼아 실증 분석을 했다. 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경영참가 변수, 조직 공정성 변수, 지식 공유 의도 변수, 그리고 이직 의도 변수 등으로
구성되었고, 2017년 1월∼2월 중 수집된 유효 응답지 총 29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검토에서는 관련 주요 문헌들을 고찰하고 본
연구 가설을 설정했다. 둘째, 연구방법에서는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에 대해 약술한다. 셋
째,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 요약 및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I. 문헌 검토 및 가설 설정
1. 문헌 검토
경영의 새 패러다임인 자발적 참여를 통한 경영참가는 구성원들이 기업에 대한 영향력
을 증대하고, 노동소외의 감소와 기존의 극심한 노사갈등의 예방에 도움이 되며, 결국 조
직 유효성 증가로 이어진다(최종태, 1981). 이미 선행 연구들은 경영참가가 노동환경의 개
선, 고용안정, 더 나은 보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만족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
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고한다(Alchian & Demsetz, 1972). 나아가 노동자 경영참가는 경
영전반의 혁신과 구조조정에 따른 자신들의 고용불안과 작업환경 변화에 직면, 경영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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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언을 증진할 수 있다(Levine, 1990).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조직에도 유리한 결과를
낳는데, 생산성, 품질향상, 원가 절감, 고객서비스 향상 등이 그것이다(Erez, 1993).
경영참가는 크게 소유 참가, 결정 참가, 분배 참가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최종태,

1981). 그런데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경영참가는 의사결정 참가가 핵심이다. 영역 별로 보면
소유, 결정, 분배가 상호 배타적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영역이 의사결정의 대상이다. 따라
서 협의의 경영참가는 결정 참가다(손동희, 2007).
조직공정성 개념은 Homans(1961) 및 Adams(1963)의 사회교환 이론 등을 기초로 발전
되었는데, 오늘날 경영학 문헌에서는 주로 개인이 교환관계 속에서 자신이 투입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때 공정성을 지각한다고 본다(김명희, 2014). 물론, 조직공정성 개념에도, 분
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 등 여러 하위 개념이 있다(Leventhal, 1980). 본 연구에서도 이
런 다차원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하나인 ‘지식공유 의도’란 정보나 지식, 업무 노하우 등의 공유
를 자기 목표화하여 조직 내에서 이를 실제로 전달하려는 의지를 말한다(Kramer, 1999;

Szulanski, 1996). 지식 공유 의도가 있어야 실제로 지식 공유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
식공유 의도가 조직관리의 중요 변수로 등장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는 구성원들이 현재의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나 의도의 정도이다. 이직의도는 전술한 두뇌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선행변수로, 조
직 내 구성원들의 창의적 역량이 상실될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이기에 조직관리의 중요 변
수로 등장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설정
산업사회에서 노동윤리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내생적으로 연결된다. 일례로, 무임승차나
기회주의(도덕적 해이)는 인간의 자연성이 아닌 자본주의의 재산권 구조와 관계있다. 따라
서 경영참가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직원들의 적극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Bowles & Gintis, 1990). 또, 경영참가를 통한 통제력(자율성) 증대는 직원들의 심
리적 주인의식을 고양한다(Pierce et al., 2001). 즉, 직원이 대상을 통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 조직을 자신의 일부로 보게 되고, 이는 소유의식과 목표설정과 같
은 참여의식을 증대 시킨다. 이렇듯 경영참가는 직원들의 자발성과 만족도는 물론 조직성
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Cotton, 1993).
즉, 경영참가가 이뤄지면 직원들이 조직과 일체감(identification)을 느끼고, 일 자체의 활
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회피행동 및 감독비용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Bowles & Gintis, 1990). 이렇게 경영참가는 노동에 대한 의식 및 태도 그리고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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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바꿀 수 있다. 증가된 선호는 구성원들의 목표설정 참여를 통해 직무만족과 같은
직원들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상사로부터 받은 목표에 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 목표설정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 및 관여한다면, 절차적으로도 과정이 공정하다
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상사로부터 목표설정의 권리를 제공받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자아실현 욕구와 같은 욕구 등을 충족시켜 직원들의 만족도도 증가시킬
수 있다(Locke & Schweiger, 1979).
특히 경영참가와 조직공정성의 관계를 보면, 조직의 목표설정에서부터 참가하는 정도와
구성원 의사결정 시 자기 의견을 표현할 기회, 그리고 공정한 기준, 일관성, 윤리적인 절차
형성 등은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Bies et al., 1986). 또 직원들이
의사결정이나 조직 내에서 참여할 기회가 충분하며, 직원들의 참여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직원들은 조직이 공정하다 느끼고, 설사 의사결정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 또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면, 절차적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한다(Kernan & Hanges, 2002).
특히, 최근 여러 기업에서 시행하는 다면평가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인사고과에 참여하
게 되면 결과 인식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평가자들이
다면평가제도가 가지는 발전적 목적과 평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Waldman & Bowen, 1998).
이 모든 선행 연구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직원들의 경영참가와 조직공정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제시한다.
가설 1 : 경영참가는 직원들의 조직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경영참가는 구성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기대된다

(Cotton et al., 1988). 경영참가를 취하는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들의 제안을 권장하며, 최
종적 의사결정에서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Chen & Tjosvold,

2006). 또, 경영참가는 구성원들에게 경영과정에 주인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고,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지식공유 활성화와 신뢰 구축까지 이루어 낼 수 있다

(Huang et al., 2010; Srivastava et al., 2006). 실제로 구성원들은 참여를 통해 다른 구성원
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긴밀히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업무에 필요한 다양
한 기술과 경험들을 습득함과 동시에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낸다(Huang et al., 2010).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참가는 구성원들 간의 지식공유의 질을 높여주고 상호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메커니즘을 유도하고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개발하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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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vatava et al., 2006).
또, 결정참가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직무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자
신의 직무에 대해 더욱 열정을 갖게 하고 도전적인 성향을 높인다(김정식․차동옥, 2013).
참가를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창의적 행동들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의사결정참가와 지식공유간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 경영참가는 직원의 지식공유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사람들이 통제, 참여, 자존심, 자아실현과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자신들의 과업을 통제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을 느낄 것
으로 예측된다(Lawler, 1988). 반면 참여의 결여는 불만족의 심각한 원인이 될 것이며, 참
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높은 결근과 이직이 초래될 수 있다. 경영참가 실시 조직
은 직무확대, 자율성 부여, 의사결정참여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참가를 독
려하며, 그 결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한다(Dachler & Wilpert, 1978). 작
업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참가의 효과는 직무만족이다. 즉, 참여는 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권한과 책임감,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해 직무만족을 증가시킨다.
경영참가를 하는 작업환경은 기술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등을 조직구성원들
에게 인식시켜, 구성원들이 작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받고, 최종적으로 구성원 개인들은 높
은 직무만족, 동기부여, 성과, 그리고 이직률과 결근율 저하와 같은 결과를 낸다(Hackman

& Oldham, 1975). 또 경영참가는 직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 이직을 감소시키고 이직
의 감소는 기업특유의 기술 축적을 낳는다(Kato & Morishima, 2002). 실제로, 직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고, 이직의도는 낮게 지각되었다(이향희, 1997;
이진화․이승연, 2006). 조직몰입이나 의사결정참가는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장
수환, 2015). 이런 선행 연구들은 의사결정참가와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으며, 이에 본 논문은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 경영참가는 직원의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대인관계에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자신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고 느낀다(Martinez, 1988). 조직공정성과 지식공유 간 관계를
검증한 연구도, 분배공정성이나 대인 관련 공정성은 지식공유와 긍정적 관계를 지닌다고
했다(김미숙․홍관수, 2013; 박희태 외, 2011). 결국 조직의 공정성은 개인의 ‘지식공유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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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마’를 감소시켜 지식 공유 의도를 증가하는 중요 요인으로 기대된다. 이런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4 : 조직공정성은 구성원의 지식공유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조직공정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건, 조직신뢰나 조직몰입을 매개
로 해서건 이직의도와 부정적 관계에 있다(배성현․김미선, 2009; 이정훈 외, 2012). 이러
한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조직공정성과 이직의도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5 : 조직공정성은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선행연구와 가설을 통해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 이직
의도 사이의 관계를 가설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는 조직공정성 변수가 경영참가와 지식공
유 의도, 또,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
다. 그것은, 조직구성원들의 경영참가가 조직공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 동시에
조직공정성이 지식공유 및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직공정성은 공정성 이론에 기반하고 있고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과
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스스로가 가진 지식을 공유 할 수 있으며, 이직의도도 감소할
수 있음이 추론된다. 실제로 조직의 교환관계에서 공정성을 인식한 구성원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협력적 행동을 보인다(Blau, 1964; Cropanzano et al.,

2002). 이는 지식 공유나 이직과 같은 다른 변수들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한편, 조직공정성을 매개변수로 다룬 국내 연구에 따르면 개인과 조직, 개인과 상사, 개
인과 동료 간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시민행동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분배공정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성지영 외, 2008). 반면, 상사의 모욕적 행위는 부하의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부하의 조직시민행동 등 다양한 변수에 부(-)의 영향을 준다

(Ambrose & Schminke, 2009; Aryee et al., 2007; Tepper, 2000).
따라서 본 논문은 경영참가가 조직공정성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지식공유의도를 증가시
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6 : 경영참가와 지식공유의도 간 관계는 조직공정성에 의해 매개된다.
동일한 논리로 조직공정성이 경영참가와 이직 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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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미 유한양행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이덕로, 박광진, 2010). 경영참가는 의사결정
전반의 과정에 직원들의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인다. 실제로, 직무
의 자율성, 다양성, 공식화 과정, 승진기회, 사회적 일체감, 공정성, 임금수준 등이 높으면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게 되는 만족은 높아지고, 조직헌신이 높아지면서 이직 의도는 점차
감소, 이직률이 낮아진다(Blanden, 1996). 공정성의 지각은 직무만족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가 되기도 한다(Colquitt et al., 2001). 즉, 조직공정성은 과업수행,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등 다측면의 태도 및 이직의도나 결근, 이직과 같은 철회행동(Withdrawal)에 매개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 역시 조직공정성
으로 매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7 :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 관계는 조직공정성에 의해 매개된다.
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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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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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
H7
H3

H5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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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론
1. 조사자료
본 논문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영참
가가 실시되고 있는 업체 및 실시되지 않는 업체를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수집했다. 경영참가가 착실히 실행되는 업체로는 충북 청주의 우진교통을, 경영참가
가 실시되지 않는 업체로는 경기도 광명의 명성운수를 선정했다.
경영참여 대표 사례로 선정된 ㈜우진교통은 2001년에 창립, 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이
나 과거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 등의 문제와 심각한 노사갈등과 시련을 겪은 후, 2005
년부터 노동자 소유의 자주관리 기업으로 전환했다. 우진교통은 협동조합형 공동체 기업
조직(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2011년에 지방세 성실납부 법인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엔 버스안전대상을 수상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적 회사로 평가된다. 2017년 우진교
통의 총 차량대수는 119대(일반시내버스, 좌석버스, 저상버스), 종사원 수는 317명, 자본총
액 29억 원으로, 2016년 기준 매출액은 250억을 넘는다.
우진교통의 경영참가는 노동자 자주관리의 모범적 형태를 보이며, 크게 경영자치와 현
장자치로 나뉜다. 경영자치는 인사, 자주관리협약, 공동복지, 선거관리, 채용평가, 우진공
제회, 교통안전관리 등 7개의 자치위원회에 노동자들이 참가하며, 현장자치는 총 11개 분
임조에 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뤄진다. 또, 매월 1회 경영설명회를 통해 인사,
재정 등 경영 상황을 전 구성원이 공유한다.
또 다른 표본 회사인 경기도 광명의 명성운수는 1977년 7월 5일에 설립된 시내버스 운
송 회사이며 자본금은 2억 1,000만원, 매출액은 598억 4,150만원, 사원수는 732명이다. 버
스 보유대수로는 322대, 보유노선으로 19개 노선을 가지고 있다. 2006년 5월 경영난과 더
불어 타 회사와의 인수합병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었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노선 운
행을 다시 재개함으로써 정상 운행되고 있다. 현재도 일반 버스회사와 같이 형식적인 노사
협의제 외는 특별한 경영참가 제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2017년 1월에 6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총 400부가 회수
되었으나, 그 중 불성실 응답지 107부는 제외했다. 결국, 총 293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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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293)
성별

연령대

학력

근속기간

직급

업무직종

고용형태
자주관리

근로시간
(주 평균)

구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고졸
전문대졸
학사
대학원이상
수습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부장급 이상
관리/사무
생산/기술
판매/영업
연구/개발
운수/운전직
기타
정규직
계약직
실시
미실시
40시간 미만
40시간 – 45시간
46시간 - 50시간
51시간 – 60시간
60시간 이상

N
292
1
0
34
138
121
218
56
19
0
5
12
18
34
33
122
69
277
6
3
4
3
0
19
2
1
0
271
0
290
3
148
145
9
104
72
71
37

%
99.7
0.3
0
11.6
47.1
41.3
74.4
19.1
6.5
0
1.7
4.1
6.1
11.6
11.3
41.6
23.5
94.5
2.0
1.0
1.4
1.0
0
6.5
0.7
0.3
0
92.5
0
99.0
1.0
50.5
49.5
3.1
35.5
24.6
24.2
12.6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설문은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
으며,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영참가가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조규준･ 강수돌)

11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경영참가는 의사결정 참가를 핵심으로 측정했다. 의사결정 참가
란 상사와 구성원이 함께 의사 결정을 하며 서로 간 영향력을 나누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
서는 Locke & Schweiger(1979), 김치풍(2003)에 의해 사용된 문항들을 7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의사결정 참가를 측정하기 위해 크게 4측면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첫째, 과업자체와
관련된 이슈의 결정(업무의 할당, 즉 과업량의 결정,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의 결정, 둘째,
과업진행 절차의 결정, 과업기준 및 속도의 결정, 품질관리나 작업의 효율 증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셋째, 과업조건과 관련된 이슈의 결정(휴게시간의 결
정. 근무교대시간의 결정, 과업도구나 사용 장비 및 배치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 인사기능과 관련된 이슈의 결정(직원의 배치, 이동에 관한 결정,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결정, 부서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율의 결정, 인사고과에 관한 사
항 등에 있어서 발휘되는 영향력의 정도), 넷째, 부서, 과(課), 및 기업레벨의 이슈 결정(직
원들 소속 부서 차원의 문제 해결과정이나 업무방침의 결정, 회사의 전반적인 정책수립
등에서 어느 정도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의 한 축인 지식공유의도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성과를 증진하는 데 유용
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Bock & Kim, 2002)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바 있는 Bock et al.(2005)의
측정도구 5문항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한 축인 이직의도란,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직구성원이기를 포기
하고 현 조직을 떠나려는 마음의 강도로 정의된다(Meyer & Allen, 1990). 본 연구 역시
아직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으로 가려는 마음의 정도로
측정하고자 했으며, 설문문항은 Meyer & Allen(1990)을 응용, 7점 척도로 측정했다.

(3) 매개변수
매개변수로 사용된 조직공정성은 크게 세 차원, 즉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측
정되었다. Price & Mueller(1986)는 분배공정성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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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임금, 승진 및 조직 내에서의 인정 등의 결과물에 대한 분배와 연관하여 조직구성원
들이 느끼는 공정성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본 논문 역시 Price & Mueller(1986)
가 개발한 5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조직 구성원들과 인적자원시스템을 통해 자
신에게 할당되는 일련의 보상(평가, 보상, 승진 등)들을 자신의 투입과 비교할 때, 공정하
다고 인식하는가를 묻는 5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절차공정성은 결과 획득을 위해 활용되는 절차 및 과정과 연관하여 지각된 공정성을 의
미한다. Leventhal(1976)의 도구에 따라 본 연구 역시 인적자원시스템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묻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상호작용공정성은 보상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자가 보여주는 대인적 처우와 연관된
다. 즉, 정책 및 절차의 실행과정에서의 구성원이 지각하는 대인적 처우의 공정성으로, 공
식 절차의 시행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구성원이 존중 내지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가를 뜻한
다. 측정내용은 Moorman(1991)이 개발한 5문항으로 측정했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및 분석방법
전체 변수를 놓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이 0.958(p<.01)로 나타나,
분석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공통성이 낮거나 교차적재 되는 일부 문항을 제외한 변수
들의 요인분석 결과 및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Crobach’s α)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해 데이터 코딩과 클리닝 과
정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 및 Process macro로 분석되었다. 첫째,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둘째,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분
석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셋째, 변수들 간의 관련성
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했다(표 3). 넷째, T-검
정을 통해 의사결정참가가 활발한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과 일반 기업인 명성운수
의 주요 변수별 차이를 검증했다. 다섯째, 상기 7가지 가설 검증을 위해 우선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Ba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일차 검증한 뒤,

Hayes(2012, 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를 이용, 매개효과를 재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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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N=293)
구분
C2
C4
C1
C3
C5
C6
C7
C8
C15
C9
C11
C10
A12
A11
A14
A13
A10
A9
A15
E2
E5
E1
E4
D4
D3
D1
D5
D2

조직
공정성

경영
참가

이직
의도

지식
공유
의도
고유값
분산%
누적%

요인1
.831
.828
.827
.818
.809
.774
.745
.699
.643
.633
.624
.619

요인2

요인3

요인4

.977

.887
.871
.829
.813
.801
.794
.743

.944

-.820
-.806
-.799
-.785

8.335
29.767
29.767

Crobach's α

5.822
20.792
50.558

4.606
16.451
67.009

.961

.765
.757
.737
.722
.702
4.331
15.467
82.476

.965

KMO=.958, p<.001,
2
χ =11477.186,
d.f.=378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
<표 3>은 본 연구에 사용된 293개 표본의 기술 통계로서, 본 논문에 사용된 모든 변수
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경영참가 변수와 조직공
정성 및 지식공유의도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성이, 이직의도 간에는 부(-)의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직의도 변수를 기준으로 볼 때,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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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평균

표준편차

1

2

3

4

1. 경영참가

3.55

1.2437

1

2. 조직공정성

4.39

1.4499

.556**

1

3. 지식공유의도

4.61

1.5588

.515**

.818**

1

4. 이직의도

2.81

1.7945

-.403**

-.764**

-.733**

1

주: N=293, *p< .05, **p< .01

등 다른 모든 변수와 부(-)의 상관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영참가가
지식공유의도 및 이직의도, 나아가 조직공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공정성 역시
다시 지식공유의도나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 설정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T-검정을 통해 의사결정참가가 활발한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과
일반 기업인 명성운수의 주요 변수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
교하였다. 그 결과 <표 4>처럼 우진교통과 명성운수라는 두 포커스 그룹에서의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 이직의도 등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가설
처럼 경영참가 기업인 우진교통에서의 조직공정성 인식이나 지식공유의도가 비교 집단(명
성운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반면, 이직의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낮았다.
<표 4> 경영참가 기업(우진교통)과 비참가 기업(명성운수) 간 변수의 T-검증
평균치
변수 별 평균값 비교

우진

4.0434

명성

3.0552

우진

5.2506

명성

3.5276

우진

5.4703

명성

3.7490

우진

1.7111

명성

3.9397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 의도

이직 의도

주: N=293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9882

.13339

.72572

1.7229

.14358

1.7213

-2.2285

평균차이

자유도

p

1.25081

287.852

.000

1.44039

2.00556

291

.000

.15202

1.42211

2.02050

291

.000

.16448

-2.55223

-1.90478

29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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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유의미한 인구통계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 및 종속변수 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표 5>, <표 6>을
얻었다. 인구통계변수 중 성별, 직급, 업무 등 변수는 표본의 쏠림이 강해 제외했고, 연령,
학력, 근속, 자주관리 여부, 노동시간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근속, 근로시간이
길수록 지식공유의도는 낮은 반면 이직의도는 높았고, 자주관리를 할수록 지식공유의도는
높은 반면 이직의도는 낮았다.
<표 5>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 간 관계 검증을 위한 단계적 회귀모형
종속변수/
투입변수
연령
학력
근속기간
교대근무
자주관리
근로시간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R²변화량
R²
F

지식공유의도
β
모형1
.179
.099
-.126*
.250
1.251***
-.261**

.341
24.684***

조직공정성
β
모형2
.252*
-.018
-.194***
.258
.866***
-.264***
.435***

모형3
.077
.171
-.116*
.371
.843**
-.170*
.436***

.514
43.024***

.097
.438
31.713***

지식공유의도
β
모형4
-.102
.170
.036
.141
.240
.020
.793***
.336
.677
88.621***

모형5
-.112
.184*
.029
.178
.194
.027
.110*
.749***
.252/.013
.690
79.114***

*p<.05, **p<.01, ***p<.001
<표 6>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이직의도 간 관계 검증을 위한 단계적 회귀모형

연령
학력
근속기간
교대근무

이직의도
β
모형1
-.036
.166
***
.223
-.243

조직공정성
β
모형2
.252*
-.018
***
-.194
.258

자주관리

-1.817***

.866***

종속변수/
투입변수

근로시간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R²변화량
R²
F

**

.272

.444
***
38.048

*p<.05, **p<.01, ***p<.001

***

모형3
.024
.123
***
.217
-.313

이직의도
β
모형4
.214
.102
.079
-.145

모형5
.208
.110
.075
***
-.124

-1.578***

-.917***

-.944

.021

.025
.064
***
-.733
.182/.001
.651
***
66.321

-.264
***
.435

.219*
***
-.255

.514
***
43.024

.025
.469
35.945***

-.707***
.206
.650
75.632***

16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4호

여기서 가설1에 해당하는 경영참가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영향력은 +.435로 유효했고(모
형 1), 가설 2에 해당하는 경영참가의 지식공유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436으로 유효했다

(표 5, 모형 3). 또, 경영참가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가설 3처럼 -.255로 유효했으며
(표 6, 모형 3), 가설 4에 해당하는 조직공정성의 지식공유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793로
유효했고(표 5, 모형 4), 가설5에 해당하는 조직공정성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707
로 유효했다(표 6, 모형 4).
나아가, Baron and Kenny(1986)의 3단계 인과접근법(causal steps approach)에 따른 조
직공정성 변수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도, 가설 5는 부분매개 효과가(표 5, 모형 5), 가설 6

(표 6, 모형 5)은 완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3. Process Macro 방법을 이용한 가설 재검증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Hayes(2012, 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를 이용, 연구 가설을 재검증했다. 신뢰구간은 95%수준으로 했고, 부스
트래핑을 이용, 5000회 재표본 작업을 한 결과가 <표 7>이다.
굳이 Hayes(2012, 2013)의 ‘PROCESS Macro’ 기법을 통한 재검증을 한 까닭은 이

‘PROCESS Macro’ 기법이 가설 검증의 엄밀성을 높이는 도구로 갖는 의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2) 지난 30년 이상 많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접근법과 Sobel(1982)이 제시한 Sobel Test가 애용되었다. 그런데
이 두 방식 모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되었다(Hayes, 2012). 특히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법은 OLS 회귀분석을 활용,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조절효과 등을
별도의 과정 없이 ‘일괄’ 검증하는 장점이 있다(이현응, 2014; 백혜경, 양명환, 2017).
2) Hayes(2013)는 특히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정에 다음과 같은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본
다. 첫째, 왜 M이 매개 변수인지를 세 개의 검정을 통해 검정하는가? 단 하나의 검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검정과 세 개의 검정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결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검정력이 낮다. 셋째, Y∼X의 계수의 유의미는 총효과(total effect)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총효과
가 0이면서 부분매개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1은 부적 매개 효과를 나타내고, M2는 양적
매개 효과를 나타낸다면 총효과는 0이 될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조절변수(moderator)가 존재하고,
때에 따라서는 + 총효과와 - 총효과가 나타날 때에도 총효과가 0이 될 수 있다. 넷째, 완전 매개/부분
매개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다. 어떤 변수 M이 X→Y를 완전 매개한다는 결론이 다른 매개 변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부분 매개 효과는 모형을 잘못 상세화(specification)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모든 총효과는 어떻게든 매개되기 마련인데, 남은 총효과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매개변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총효과에 대한 검정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검정력이
높아진다. 이 말은 같은 모형과 모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표본이 작을수록 “완전 매개” 결론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완전 매개” 효과를 선호한다면 그들은 일부러 표본의 크기를
줄일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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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프로세스 매크로’ 방식에 따른 가설 재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3단계 검증을 하는 Baron & Kenny(1986)와는 달리 Process Macro 방식은 AMOS나
LISREL 등 구조방정식 모형처럼 ‘한꺼번에’ 제 변수 간 관계는 물론, 조절․매개효과까
지 검증하는 장점을 지닌다. 여기서 LLCI와 ULCI 값은 각기 부트스트래핑(BS) 최소․최
대 계수로, 95% 신뢰수준에서 양 추정치 사이에 0이 없으면 변수 간 유의성이 확인된다.
첫째, 독립변수인 경영참가가 매개변수인 조직공정성에 미치는 영향(가설1)에 대한 모
형의 F값이 128.2717(p<0.001)로 유의해,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된다. 경영참가의 영
향력은 0.6708(p<0.001)로 유의했다.
둘째, 경영참가가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가설 2, 총효과)에 대한 모형 역시 적합
했고 분석 결과, 회귀계수 0.6456으로 유의했다.
셋째,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 영향(가설3, 총효과)을 검증하는 회귀 모형 역시 적합했
으며, 분석 결과 회귀계수는 -0.5816으로 유의미했다.
넷째, 조직공정성이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가설 4)를 분석한 결과 모형은 적
합했으며, 회귀계수는 0.7994(p<0.001)로 유의미했다.
다섯째,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설 5), 회귀계수는

-0.9350(p<0.001)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독립변수인 경영참가와 매개변수인 조직공정성이 종속변수인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가설6)과 관련, F값이 279.9579(p<0.001)로 유의해, 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된
다. 여기서 경영참가의 회귀계수(직접효과)는 0.1094(p<0.05)로 유의하면서도, 매개변수가
없을 때에 비해 영향력이 현저히 줄었다. 즉,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암시한다. Sobel

Test 및 부트스트래핑(BS) 결과, 간접효과는 0.5362이며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했다.
일곱째, 독립변수 경영참가와 매개변수 조직공정성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가설7)에 대한 모형의 F값도 269.63(p<0.001)으로, 모형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경영참가(독립변수)와 조직공정성(매개변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영참
가의 직접효과(0.0455)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했다(p>.5). 부트스트래핑 추정치에서도

95% 신뢰구간 안에 0이 위치해 관계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및 부트스트래핑 결과, 간접효과는 -0.6271로 나타났으며, Z값이 -9.6069로 유
의했고 부트스트래핑 추정치도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조직공정성의 매개 없인 경영
참가와 이직의도 간 인과성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완전 매개)을 암시한다.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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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rocess Macro를 이용한 가설 재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β

S.E

t

p

BC LLCI

BC ULCI

.6708

.0592

11.3257

.000

.5542

.7873

.5188

.7723

R=.5563, R²=.3094 F=128.2717(p=0.0000)
경영참가

지식공유

.6456

.0644

10.0248

.000

R=.5151 R²=.2654 F=100.4967(p=0.0000), 총효과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

.1094

.0545

2.0071

.0457

.0021

.2167

.7994

.0436

18.3507

.0000

.7136

.8851

R=.8209, R²=.6738, F=279.9579(p=0.0000), 직접효과
BS 95% 신뢰구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접효과

S.E

Z***

경영참가

지식공유

조직공정성

.5362

.0557

9.6276

.4329

.6515

경영참가

이직의도

-.5816

.0861

-6.7586

.000

-.7509

-.4122

BC LLCI

BC ULCI

R=.4031, R²=.1625 F=45.6781(p=0.0000), 총효과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이직의도

.0455

0.759

.6004

.5487

-.1038

.1949

-.9350

.0513

-18.2098

.0000

-1.0360

-.8339

R=.7643, R²=.5841, F=269.6330(p=0.0000), 직접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접효과

S.E

경영참가

이직의도

조직공정성

-.6271

.0653

BS 95% 신뢰구간

***

Z

BC LLCI

BC ULCI

-.7586

-.5098

-9.6069

*p<.05, **p<.01, ***p<.001

이 검증 결과를 가설 별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2).
[그림 3] PROCESS macro에 의한 가설 검증 결과 종합

지식공유의도

H2
.646***
H6
.536***
H1

H4
.799***

.671**

조직공정성

경영참가

H5
H7

-.935**

-.627***

H3
-.582***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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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경영참가가 지식공유 의도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그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가설 검증을 위해 경영참가가 충실히 실
시되는 ㈜우진교통과 그렇지 않은 기업인 ㈜명성운수 근로자 총 293명의 유효 응답지를
분석에 사용했다.
그 결과 앞서 제시된 가설 7가지는 모두 지지되었다. 첫째, 경영참가는 조직공정성에 정

(+)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둘째, 경영참가는 지식공유 의도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째, 경영참가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넷째, 조직공정성은 지식공유 의
도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섯째, 조직공정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력을 행사
한다. 여섯째, 조직공정성은 경영참가와 지식공유 의도 간 긍정적 영향 관계에서 ‘부분 매
개’ 효과를 지닌다. 일곱째, 조직공정성은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 부정적 영향 관계에서
는 ‘완전 매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경영참가 기업과 일반 기업의 대조적 사례를 통해 그전까지 한국 노사관계가
양측 모두 임금과 고용, 근로조건 등 보상적 차원의 이익갈등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참가가 착실히 이뤄진다고 파악할수록 노동자들은 조직공정성이 높다고 인지
하고 동시에 지식공유 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자존
감, 협동심을 촉진하는 경영참가가 활성화할수록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조직몰입을 고양함으로써 지식공유 의도가 상승하고 다양한 조직시민행동까
지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참가로 인해 직원들의 심리적 소유
의식이 증대되어 경영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Bies et al.(1986), Bowles &

Gintis(1990), Cotton(1993), Hackman & Oldham(1975), Kernan & Hanges(2002) 등의 연
구, 그리고 김미숙․홍관수(2013), 김정식․차동옥(2013), 박희태 외(2011) 등의 연구와
상통한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비용 요인
이나 효율성 저해 요인으로 보는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오히려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영진들이 갖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다양한 시선과 아이디어, 체험, 비공식 정보(암묵지)를 근간으로 생산성, 제품
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 노동과정의 개선, 사고 예방 등 조직의 제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개방적 소통은 불필요한 갈등 예방과 효과적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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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경영참가는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론은 결국, 경영참가가
이직률 감소에도 기여함을 의미한다. 이는 Kato & Morishima(2002)나 Lawler(1988) 등의
연구, 그리고 이진화․이승연(2006), 이향희(1997), 장수환(2015) 등의 연구들과도 일관된
다. 특히 조직에 꼭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역량을 보유한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오래
머물게 될 때, 기업 특유의 기술 축적은 물론 조직 분위기의 활성화, 나아가 직원 간 다각
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조직학습 과정이 촉진될 것이다(Huang et al., 2010; Srivatava et

al., 2006). 이러한 점은 경영참가를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여기는 시각이나 그 결과 기
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마침내 고용안정도 해칠 것이라 보는 일각의 견해를 실증적으로 반
박한다.
셋째, 조직공정성 인식은 경영참가와 지식공유 의도 간 관계, 그리고 경영참가와 이직의
도 간 관계에 매개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 점은 동일한 경영참가 기업들이라도 조직공정
성이 잘 인지되는 경우 지식공유 효과 및 이직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
다(이덕로, 박광진, 2010). 또 이는 Cabrera & Cabrera(2002)가 지적한 ‘지식공유의 딜레
마’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라도 경영참가 활성화와 조직공정성 제고가 필요함을 암시
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기업에서 지식과 경험을 쉽사리 공유하는 직원들은 회사에
서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한

Martinez(1988)의 통찰과도 통하는데, 여기서 실질적 경영참가 등을 통해 존중받는다는 느
낌은 곧 조직공정성 인지도를 높여 결국 지식기반 경제에 필수적인 학습조직을 촉진하고
나아가 유능한 직원들의 이직도 예방하게 된다.
넷째,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도 일정한 시사를 한다. 기존 매개효과 검정에서 사용되던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인과접근법에 대해 Hayes(2012, 2013)가 상당한 문제제기
를 하면서 ‘프로세스 매크로’ 기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건 신선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두 가지 접근법은 상호 보완 내지 호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상충
내지 대립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후속 과제로 남는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경영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경영진은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비용 요인이나 경영의 장애물로 여기는 시각을 탈
피하고 ‘지속가능 경영’의 새 방식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뚜렷이 드
러난 실증 결과에서는 물론, 이미 노동자 경영참가가 착실히 실시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당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나 경비 등 비용요인을 훨씬 상쇄하고도 남는 생산적 효과가 존재한다. 이 생산적 효과의
핵심 내용은 본 연구에서 입증된 바, 조직공정성 인지를 높이고 지식공유를 촉진하며 이직
을 줄인다는 것이다. 오늘날 ‘경영은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널리 수용되는 바,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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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생산적 협력관계가 없이는 그 어떤 조직 경영도 목적한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흔히 ‘경영 전제주의’(신광영․박준식, 1995)라 불리는 ‘한국
식’ 경영 모델을 시급히 탈피하고 참여적 경영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설사 한국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를 넘어서는 경영참가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공정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원래의 효과는 감소하거나 별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즉, 동일한 경영참가가 이뤄지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조직공정성 인식도가
높아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구성원들이 분배공정성이나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분배 차원, 의사결정의 절차 차원,
그리고 상하 및 수평적 관계와 소통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표적 경영참가 기업으로서 포커스 그룹이 된 (주)우진교통은 직원

300명 내외, 자본금 3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속한다.3) 흔히 우리는 자본과 기술, 경영 등
에서 우수한 자원을 가진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에서만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가능할 것이
라 생각한다. 그러나 (주)우진교통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본금의 규모나 직원의 수와
무관하게 노동자 및 경영진의 의지와 철학이 ‘참여 형 경영 패러다임’을 가능케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우진교통은 2005년에 노동자 자주관리 방식으로 경영참가를 실시함
으로써 지금까지 매출액이나 순이익 차원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4) 이런 점은 경
영참가를 통해 조직공정성 인식을 높이고 지식공유 의지를 촉진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이
직을 예방하면 그 생산적 에너지들이 개인의 직무 만족도는 물론 조직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으로 귀결됨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끝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어,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참가에는 소유참가, 분배참가, 결정참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의사결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 범위에 관해,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이거나 자본금 30억 원 이하,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히 구분하며, 상시근로자수 기준
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 원부터 50억 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4) <표 12> 노동자자주관리 형 경영참가 기업 (주)우진교통의 경영지표 변화
(단위: 백만 원)

연도

2005

2006

2007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

12,700

13,594

14,157

21,605

22,103

25,130

25,580

26,680

일일대당수익(천원)

330

350

365

399

415

440

412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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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가를 경영참가의 내용으로 보아 이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소유참가나 분배참가는 계
량적 측정이 쉽고 명확하나, 의사결정 참가는 설문 응답자의 인식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측정의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 경영참가 기업인 (주)우진교통
의 경영참가 평균점수가 7점 중 5점이 안 되고 있는 점이나, 비경영참가 기업인 (주)명성
운수의 경영참가 평균점수가 3점을 넘는 점은 이러한 인식상의 오류 가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경영참가에 대한 인식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동일 응답자가 설문지에 답한 내용이기에 변수들 간에
다소 과장된 연관성, 즉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응답 원천을 달리하는 연구 디자인
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셋째,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래 조직 수준의 변수(예, 경영참가)와 개인 수준의 변수(조
직공정성 인식, 지식공유 의도, 이직 의도)로 이뤄진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수준(multilevel)
으로 수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차원 분석을 하는 것이 옳았지만, 연구자들의 한계로
인해 다차원 측정과 다차원 분석을 시행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다수준 분석으로
실증 연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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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anagement Participation on Knowledge Sharing and
Turnover Intention of Workers
Kyujun Cho․Sudol Kang
Although the study of organizational justice has increased markedly in the past few
years, little work h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among justice perceptions, participative
management practices and their outcome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fairness and participative management, and also the one between
perceptions of fairness and their outcomes such as knowledge sharing intention or turnover
intention.
The research samples (N=293) were drawn from two bus service firms in Korea. Not
only the multi-variate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but also the PROCESS macro by
Hayes(2013) found support for seven hypotheses, including support for a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ve management and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the
latter’s mediating effect between participativ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outcomes
like knowledge sharing intention or turnover intention.
Practical as well as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empirical analyses are discussed.
Keywords : management participation, self-management, organizational justice, Woojin
Transport, knowledge sharing,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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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로 구체화되면서, 비정규
직 노동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1,923만 3천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615만 6천 명으
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많은 기업이 비정규직 수를
늘림으로써 고용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에서는 글로벌화된 시장 환경과 급속한 기술 변화로 인해 고용을 유연화하고 비용
을 절감하고자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증가시키고 있다(노용진, 2007; Lepak, Takeuchi, &

Snell, 2003).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이는 몰
입도 부족, 높은 이직률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조직의 낮은 생산성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려한다(노용진, 2007; 이명주․조봉순, 2015).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직위와 보수를 비롯한 차별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해 왔다. 비정규
직 고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비교
차원을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보다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의 주변인
이 아닌 노동 주체이자 주요 관리 대상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고, 그들이 자신의
직무 관련 조건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
자의 직무태도를 비교하는 데 그쳤다. 횡단 연구는 특정 시점에 복수의 대상자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 선택 편의(selection bias) 경향이나 제3의 변수와 교락됨으로
써 다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Singer & Willet, 2003). 또한 동일
시점에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 두었기 때문에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 문제가 존재하며,
시간에 따라 변수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들은 비정규직 연구가 아직 일관성 있는 결론에 도달
하지 못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며,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을 얻고 있다(신은종, 2005; 이명주․조봉순, 2015; Connelly & Gallagher, 2004).
본 연구는 추적 조사를 통해 종적 분석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7년간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유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데이터는 복수의 대상을 복수의 시간에 걸쳐 관측하는 것으로, 대상 간 변동과
시간에 걸친 변동을 구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한치록, 2017). 이 연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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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 따른 비정규직 직무태도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에 주목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정규직 직무태도 변화
개인 수준의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개인이 구성하는 역동
적인 삶과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Dobrow Riza, Ganzach, & Liu, 2016). 시간에
걸쳐 구성 개념이나 요인이 갖는 의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Rousseau & Fried, 2001).
시간은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과 같은 주요 직무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
들은 몇 십여 년 전부터 시간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몇몇 연구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 변화를
보고하고 있으나(예: Beck & Wilson, 2001; Gao-Urhahn, Biemann, & Jaros, 2016; Ng &

Feldman, 2010),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태도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비정규직 노동이 갖는 비정규성을 이유로, 시간에 걸쳐 보이는 직무태도 변화의 중요성
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임금노동자의 3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이제는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정규직에 비해 낮다고 보고된 직무태도
연구의 흐름을 확장해보고 한다. 즉, 오랜 기간 동안 비정규직 상태를 유지해온 이른바, 상
시적 비정규 노동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을 어떻게 다르게 보고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탐색과제를 설정하였다.
탐색과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조직몰입, 직무만족)는 어
떻게 변화하는가?
본 연구는 사회적 교환 이론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지각하는 요인들이 심리
적 결과(psychological outcome)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도록 한다. 사회적 교환 이론

(Social exchange theory: Blau, 1964)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이 동료나 상사, 조직과 갖는
교환관계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서 교환관계는
동료나 상사, 조직이 모든 구성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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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구성원마다 다른 종류의 교환관계를 발전시키며, 관계의 질은 직원의 태도와 행동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이 그들을 고용한 조직과
맺는 교환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받는 상대적인 유․무형 혜택에 대한 조건부 반응으로 태도 및 행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도화․이상민(2000)의 연구에서 사회적 교환이론을 근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
무태도를 비교한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개 정규직보다 장기 고용을 기대하기 힘들
고 급여 및 복지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직무태도 및 행위를 나타냄으로
써 사회적 교환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부산․경남 지역 종합병원에
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
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직무성과를 보여주었고, 비정규직 종류(자발성, 시간제/전일제,
비정규직 유지 희망여부)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나타냈다.
양병화․황혜연․오세진․이재일(2001)의 연구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에 대한 비교가 사회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행해졌는데, 이도화․이상민

(200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6개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145명,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 1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비정규직 직종에
따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다르게 나타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박노윤

(2006)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형성하는 사회적 교환 관계를 조직, 상사, 동료의 지원 인식
으로 구체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조직, 상사, 동
료로부터 지원받는다고 느낄수록 몰입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찬중․윤찬선(2008)의 연구는 4개 기업, 36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통해 사회적 교환이론 관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정성 지각과 조직신뢰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공정성 지각과 조직신뢰 수준이 낮아, 정규
직에 비해 보상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불만족함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대다수 선행연구는 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태도 비교를 중심으로 비정규
직 유형이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한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표본에 있
어서도 한정적인 표본을 바탕으로 단일 시점에서 자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지 수집을
통한 횡단연구에 그쳐 설명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종단연구가 가능한 패널 자료
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 특히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추이
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과 구성하는 교환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에 초점
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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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직에 대한 몰입이나 직무에 대
한 만족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선택 자발성은 노동
자가 비정규직으로서 직장에 입사하게 된 사유가 근무시간이나 커리어 상 결정 등 자발적
인 선택에 따른 것인지, 다른 대안이 없어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인지를 뜻한다. 자발성은
현재 직무를 선호하는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Van Dyne and Ang(1998)의 연
구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비정
규직 선택 자발성을 다루었다. 예컨대, 박우성․노용진(2002)은 자발적 선택이 조절변수
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고, 김정원․서재현(2008)은 비정규직 선택
자발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모두 보여주었다. 또한, 조봉순․김
기태(2013)는 자발적으로 기간제를 선택한 노동자의 경우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조직과 직
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제시하였고, 김동호․성상현(2016)은 한국노동
패널 17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택자발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직
접효과와 조절효과를 모두 보여주었다. 이렇듯 선행연구가 보여주는 비정규직 선택 자발
성과 직무태도 간 긍정적 관계는 종단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한 노동자와 달리 근무조건, 수입,
커리어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노동자라면 정규직과 외적인 근무조
건을 비교하기보다는, 유연한 근무시간이나 적은 업무량과 책임 등에 더 만족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긍정적인 직무태도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택자발성과 직무태도는 정(+)의 관계를 지닐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고용불안정성의 경우, 주관적 고용불안정성과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 개인
수준에서 조사되는 고용불안정성은 주관적 인식에 기인한다.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은 노동
자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지각으로, 조직 내 고용 연속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심
리적 상태이다(Pearce, 1998). 개인마다 각자 고용주와 형성하고 있는 관계, 계약 조건이나
관행, 직무 조건 등에 따라 고용불안정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Kraimer, Wayne,

Liden, and Sparrowe, 2005). 선행연구들은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지각하는 비정규직 노
동자일수록 낮은 수준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예: 김우진․서원
석, 2010; MacNamara, 2003). 또한, 이명주․조봉순(2015)은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지각을
사회구조적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하여, 이동가능성, 지위정당성, 지위고착성에 대한
지각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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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류기락(2009)이 구성한 직종/업종/고용주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한 일자리 이
동 유형 지표를 참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기간 동안 경험하는 고용불안정성의 객
관적 측면을 보고자 하였다.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실
질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구성되며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률이나 기업 경제 상황 등 거시
적인 상황을 비롯하여, 잦은 고용주 변경이나 업종 및 직종 변경 등 다차원적인 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력을 기준으로 피고용자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주와 형성하고 있는 계약관계가 직종이나 업종, 고용주 변경으로 인해 위협
받을 가능성에 집중하였다. 고용주가 변경되거나 업종 혹은 직종이 변경될 때, 일반적으로
조직 내 내부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정성의 위협을 느낄 가능성
이 크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고용불안정성과 직무태도는 부(-)의
관계를 지닐 것이다.
가설 2-2: 비정규직 노동자의 객관적 고용불안정성과 직무태도는 부(-)의 관계를 지
닐 것이다.
직무적합도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무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주관적인 적합도 인식은 개인-직무 적합도(person-job fit), 개인-집단 적합도

(person-group

fit),

개인-조직

적합도(person-organization

fit),

개인-상사

적합도

(person-supervisor fit), 수요-공급 적합도(needs-supplies fit) 등 다양한 차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Cable & DeRue, 2002; Kristof-Brown, Zimmerman, Johnson, & Henry, 2005). 그
중 개인-직무적합도는 개인이 보유한 역량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간 일치 정도를 나
타내며, 일치도와 직무태도 간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Cable & DeRue, 2002). 박우
성․노용진(2002)은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유한
기능․학력 수준과 직무가 불일치하는 경우 비정규직의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 또한, 김동호․성상현(2016)의 최근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문항 중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교육수준․기술수준 적합도” 문항을 개인-직무적합도의 대리문항으로 사
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적합도 지각 수준과 직무태도 간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
었다.
최근 기업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의 교육․훈련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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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수준이 현재 하는 업무에 적합한지 계속해서 판단할 것이며, 본인이 직무에 적합하
다고 느끼는 노동자일수록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각하는 직무적합도 수준의 기준이 개인
내 비교와 개인 간 비교 두 가지 차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개인 내 비교를
바탕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스스로 인식한 평균적인 직무적합도에 비해 높게 직무적합도
를 인식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직무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 간 비교를
바탕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무적합도 인식 평균에 비해 본인의 직무적합도 인
식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개인 내 수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각하는 직무적합도와 직무태도는 정
(+)의 관계를 지닐 것이다. 즉, 다른 때보다 직무적합도를 높게 지각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가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2: 개인 간 수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각하는 직무적합도와 직무태도는 정
(+)의 관계를 지닐 것이다. 즉, 다른 비정규직보다 직무적합도를 높게 지
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이다.

Ⅲ. 연구자료 및 분석전략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로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고
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을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인구 주택 총 조사 조사구를 1차 표본 추출
단위로 하고 가구를 2차 표본 추출 단위로 하는 2단계 집락 계통 추출법(two-stage cluster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패널 표본 5,000가구에 거주
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태도변수 등에 대해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

(longitudinal survey)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본 연구는 2009년 12차 자료부터 2015
년 18차 자료까지 7개년간 자료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렇듯 2009년부터 충원된 한
국노동패널 통합표본을 사용함으로써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를 확보하고, 2007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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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인식을
연구함으로써 사회구조 상황에 따른 인식변화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
널 자료는 정규직 여부를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7년간 지속
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434명이었다. 즉,
모든 대상에 대해 동일한 기간 동안 완전하게 관측이 이루어진 균형 패널 데이터(balanced

panel data)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에 결측값
이 많아 제외한 19명의 표본을 제외하고 총 415명의 표본이 실제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측정과 기술통계

(1) 종속변수: 조직몰입, 직무만족
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요 직무태도 변수로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주목하였
다. 조직몰입은 Porter, Steers, Mowday, and Boulian(1974)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구성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는 “지금 근무
하고 있는 직장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이다”, “나는 이 직장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
다”, “직장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등이다. 조직몰입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Brayfield and Rothe(1951)의 직무만족 척도에 기초하여 직무만족도 전반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는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
다” 등이다. 직무만족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
이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
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를 측정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현재 근무 형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11개 항목(기타항목 포함)으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봉순․김기태(2013)의 측정방법을 바탕으로 비자발적 동기와 자발적
동기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자발적 동기(값=0)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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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의 3개
항목에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였고, 자발적 동기(값=1)는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경력을 쌓
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등 나머지 7개 항목에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415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7년간 조사된 2905개 사례 중 비자발적 동기는 59.1%, 자발
적 동기는 40.9%로 나타났다.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은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거나 묵시적인 고용
관행 등에 의해 고용이 안정적일 경우(값=0)와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장의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고용이 불안정할 경우(값=1)로 구분하여 단일 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총 2905개 사례 중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답한 경우는 55.3%, 불안정적이라고
답한 경우는 44.7%로 나타났다.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은 류기락(2009)의 일자리 이동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종/업종/고용주 변경 횟수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용주는 18차(2015년) 자료에서 주된 일자리의 직업력을 파악하여 고용주 변
경 횟수를 확인하였고, 직종은 표준 직업 분류 코드를,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확인
하여 변경 여부를 파악하였다.
직무적합도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교육수준 적합도와 기술수준 적합도를 각각 단일 문
항으로 ‘매우 낮다’에서 ‘매우 높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한 뒤, 그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예: 박우성․노용진, 2002; 방하남․이상호, 2006; 이영면․이동
진, 2011; Meyer, Stanley, Herscovitch, & Topolnytsky, 2002; Rice, Phillips, & McFarlin,

1990)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서 성별, 연령, 학력, 근로형태(시간제/전일제), 임금수준 등을 통제하였다. 성별은 여성은

1, 남성은 0으로 코딩하였고, 연령은 2009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를 기준으로 3개의 더미변수(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근로형태
는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근무시간에 따라 직무태도가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정규
직 근로형태를 전일제(값=1)와 시간제(값=0)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임금수준
은 월평균 임금액수를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기술된 주요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기술통계 값은 <표 1>과 <표 2>에 각각 제
시되어 있다. 여기서 조직몰입, 직무만족,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 고용불안정성, 직
무적합도, 근로형태, 로그임금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의존적(time-varying) 변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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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성별, 학력, 연령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시간 독립적

(time-invariant) 변수이다.
<표 1> 변수 측정방법
변수 구분

변수명

내용

측정

OC

조직몰입

5개 항목, 5점 척도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이다’,
‘나는 이 직장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등

JSF

직무만족

5개 항목, 5점 척도
예)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등

Time

시간

VC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SIS

주관적
고용불안정성

종속
변수

시간 의존적
변수
(Level 1)

종단
변수

독립
변수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시간 독립적
변수
(Level 2)

통제
변수

0 (=2009년) ∼ 6 (=2015년)
0 = 비자발적 동기(예: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등 3개 항목)
1 = 자발적 동기(예: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등 7개 항목)
0 = 아니오, 1 = 예

FIT

직무적합도

Whrs

근로형태

0 = 시간제, 1 = 전일제

log
wage

로그임금

월평균 임금액수(십만)를 로그변환한 값

OIS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Gender

성별

0 = 남자, 1 = 여자

ED2
ED3

학력

고졸 이하를 기준으로 전문대졸(ED1), 대졸(ED2), 대학원
졸(ED3) 3개의 더미변수로 코딩

Age09

연령

12차년도(2009)의 연령

ED1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의 평균값 (5점 척도)

2009∼2015년 내 고용주/직종/업종 변경 횟수의 합

<표 2>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변수유형

조직몰입(OC)

2905

3.06

0.58

1.00

5.00

연속

직무만족(JSF)

2905

3.30

0.59

1.00

5.00

연속

선택자발성(VC)

2905

0.41

0.49

0.00

1.00

이분

직무적합도(FIT)

2905

2.79

0.43

1.00

4.00

연속

주관적
고용불안정성(SIS)

2905

0.45

0.50

0.00

1.00

이분

로그임금(logwage)

2905

2.51

0.58

0.18

5.48

연속

객관적
고용불안정성(OIS)

415

0.82

1.66

0.00

12.00

연속

연령(Age09)

415

49.51

10.55

23.00

80.00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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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대해 다양한 변수들이 미
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패널 자료는 개인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실시했던 횡단 분석보다 훨씬 통제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매년 동일한 가구, 동일한 가구원에 대
해 종적으로 수집된 추적조사로, 시간에 걸친 개인 내 변동과 개인 간 변동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 본 연구는 종단적 다층모형 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램의

lme4 패키지(Bates, Mä̈chler, Bolker, & Walker, 2014)를 이용하였다. 단계별 분석 모형
및 접근법은 아래와 같다.

(1) 무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Unconditional random intercept Model)
첫 단계에서는 무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을 이용해, 집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ICC)을 산출하여 다층모형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수식
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t는 시점,

j는 개인,
 는 전체평균(grand mean),
 는 개인 간 차이(between-person variability or inter-individual differences);
 ∼N(0,  )
  는 개인 내 차이(within-person variability or intra-individual differences);
  ∼N(0,   )

(2) 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Conditional random intercept Model)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직무만족의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투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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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 t는 시점,

j는 개인,
p는 공변량(covariate),
  는 회귀계수,
  는 설명변수,
 는 개인 간 오차(between-level error or random effect);  ∼N(0,  )
  는 개인 내 오차(within-level error or random effect);   ∼N(0,   )

먼저, 시간을 종단변수로 투입하여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직무만
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인 근로형태, 성별, 학력, 로그임금, 연령
을 투입하여 기초 모형(null model)인 무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과 비교한 뒤, 독립변수인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를 투입하여 이전 모형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의존적(time-varying) 변수인 주관
적 고용불안정성,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직무적합도, 근로형태, 임금수준은 개인 내 차이
를 나타내는 1수준에 투입하였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시간 독립적(time-invariant)
변수인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성별, 학력, 연령은 개인 간 차이를 나타내는 2수준에 투입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nders and Tofighi(2007)의 권고를 바탕으로 1수준에 포함된 연속
변수인 직무적합도,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집단 평균 중심화(cluster mean centering)를, 2수
준에 포함된 연속변수인 연령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를 적용
하였다. 중심화 방법(centering)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영점(zero point)에 대해 해석
가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특히 1수준의 영향과 2수준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는 다
층모형에서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다(Enders & Tofighi, 2007).
또한, 1수준 변수에 중심화를 적용할 경우 무선효과를 추정할 때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Raudenbush & Bryk, 2002), 해당 변수의 집단별 평균을

2수준 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켜 편의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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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남, 여가 각각 52.8%,

47.2%의 비율로 나타났고, 학력은 고졸 이하가 88.4%로 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
령대는 비교적 골고루 분포한 가운데 40대가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근로
형태에서는 전일제가 84.1%로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냈다.
<표 3>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수
변수
성별

학력

연령

근로형태

범주

비율(%)

사례수

남

52.8

219

여

47.2

196

고졸 이하

88.4

367

전문대졸

4.1

17

대졸

5.8

24

대학원졸

1.7

7

20대

3.6

15

30대

12.5

52

40대

36.1

150

50대

30.1

125

60대

13.7

57

70대 이상

3.9

16

전일제

84.1

2444

시간제

15.9

461

2. 다층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분석

(1) 무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Unconditional random intercept Model)

무조건 평균 모형에서 조직몰입 전체 평균(
  )은 3.058이었고 개인 간 분산( )은 0.145,
개인 내 분산(
  )은 0.19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CC는 .429로, 조직몰입 분산의 42.9%가

각 개인 간 차이에 기인하였고, 57.1%는 개인 내 측정 시점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표 4>의 모형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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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의 경우 전체 평균(
 ′ )은 3.304이었고 개인 간 분산(  )은 0.141, 개인 내 분산
(
  )은 0.202로 나타났다. 따라서 ICC는 .411로, 직무만족 분산의 41.1%는 개인 간 차이에

기인하였고, 58.9%는 개인 내 측정 시점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 5>의
모형 5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석 자료는 개인 내 분산과 개인 간 분산을 모두 고려
한 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을 종단변수로
추가하였다. 무선효과 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에서는 시간과 직무태도의 관계가
모든 개인에 대해 일정한 반면, 무선효과 절편 기울기 모형(random-intercept-and-slope

model)에서는 직무태도에 대한 시간의 기울기가 개인마다 다르다. 모형 비교 결과, 조직몰
입과 직무만족에서 모두 무선효과 절편 기울기 모형이 무선효과 절편 모형보다 적합하게
나타났다(조직몰입: ∆   = 38.61, p < .001; 직무만족: ∆   = 20.43, p < .001). <표

4>의 모형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몰입 전체 평균점수(
  )는 3.043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나(p < .01), 시간에 따른 평균 변화율(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시간
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
다. 한편, 직무만족에 대해 시간변수를 추가하여 무선효과 절편 기울기 모형을 추정한 결
과는 <표 5>의 모형 6에 제시되어 있다. 직무만족의 전체 평균점수(
 )는 3.268로 통계적
′

으로 유의하였고(p < .01), 시간에 따른 평균 변화율(
 ′ ) 역시 0.012로 유의하였다(p <

.01).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만족 수준이 2009년에서 2015년까지 7년 동안 유의미하
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깃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인  이 -0.40로 부적
관계를 보여, 연구 시작점인 2009년에 직무만족 수준이 높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낮았던
노동자에 비해 그 이후 직무만족 증가율이 더 작음을 나타낸다.

(2) 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Conditional random intercept Model)
<표 4>와 <표 5>에 제시되었듯이, 모형 1에서 모형 8까지 모든 모형에서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초깃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 개
인마다 2009년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결과는

<표 4>의 모형 3과 같다. 통제변수 중에서 성별[Gender], 대졸 더미변수[ED2], 대학원졸
더미변수[ED3], 1수준 임금[L1.logwage], 2수준 임금[L2.logwage]이 조직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수준 임금은 개인 내 임금차이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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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으로, 7년간 개인별 평균임금 대비 시점별 개인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즉,

1수준 임금[L1.logwage]변수 계수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이면, 개인이 7년 동안 평균적으
로 받는 임금보다 더 많이 받을 때 직무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수준 임금은 개인
간 임금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평균 대비 개인의 7년간 임금 평균을 나타낸다. 즉,

2수준 임금[L2.logwage]변수 계수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이면, 7년간 평균적으로 다른 노
동자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직무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자보다 대졸
이나 대학원졸업자가, 개인 내 임금차이와 개인 간 임금차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
입에 정적인 영향을 끼침이 확인되었다. 모형 3의 개인 내 분산과 개인 간 분산은 모형

2 대비 줄어들었고 초기모형 대비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은 5.6%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조직몰입의 모형 3과
동일한 변수들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는 <표 5>의 모형 7에 제시되어 있다. 통제변수 중에
서는 성별, 대학원졸 더미변수, 1수준 임금과 2수준 임금이 직무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자보다 대학원졸업자가, 그리고 개인 내 임금차이와 개인 간 임금차이가 비정규
직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7의 개인 내 분산과
개인 간 분산은 모형 6 대비 줄어들었고   은 5.6%로 나타났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4, 모형 8에서 독립변수가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선택자발성[VC]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0.174, p < .01). 비정규직 선택자발성은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 0.153, p < .01). 즉, 비정
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할수록 직무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이 지지되
었다.
다음으로 주관적 고용불안정성[SIS]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
  = -0.053, p < .01),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
0.002, n.s). 따라서 가설 2-1은 조직몰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객관적 고용
불안정성[OIS]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직몰입: 
= 0.011, n.s),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 0.015, n.s; 직무만족: 



′

요컨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느끼는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수준이 낮아
지는 반면, 고용주/업종/직종 변경 이력을 나타내는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은 직무태도와 유
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직무적합도는 가설에 따라 1수준 직무적합도[L1.FIT]와 2수준 직무적합도[L2.FIT]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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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1수준 직무적합도는 개인 내 수준
의 직무적합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7년간 개인별 평균 직무적합도 대비 시점별 개인
직무적합도를 의미한다. 즉, 1수준 직무적합도 변수 계수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이면, 개인
이 7년 동안 평균적으로 지각한 본인의 직무적합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때 직무
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수준 직무적합도는 개인 간 직무적합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평균 대비 7년간 개인별 평균 직무적합도를 나타낸다. 즉, 2수준 직무적합도
변수 계수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이면, 7년간 평균적으로 다른 노동자보다 직무적합도가
높다고 느끼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직무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수준 직무적합
  = 0.189, p < .01)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
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0.163, p < .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2수준 직
 = 0.208, p < .01)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적합도 또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 = 0.163, p < .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2가 지지되었다.
요컨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7년간 본인의 평균적인 직무적합도보다 높을 때와 평균적으로
다른 노동자보다 직무적합도가 높을 때 직무태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형 4의 개인 내 분산 및 개인 간 분산은 이전 모형인 모형 3에 비해 줄어들었고,


 은 13.6%로 나타났다. 모형 8의 개인 내 분산 및 개인 간 분산은 이전 모형인 모형
7에 비해 줄어들었고,   은 11.4%로 나타났다.
이상의 추정된 결과를 정리하면 <표 4>,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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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직몰입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조직몰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Fixed

 [intercept]

3.058(0.020)



3.043(0.024)



-2.859(0.052)

-2.843(0.050)

 [Time]

-

0.005(0.005)

-0.003(0,005)

-0.001(0.005)

 [Whrs]

-

-

-0.053(0.044)

-0.038(0.042)

 [Gender]

-

-

-0.289(0.042)

-0.242(0.040)

 [ED1]

-

-

-0.062(0.102)

-0.043(0.094)

 [ED2]

-

-

-0.230(0.085)

-0.218(0.078)

 [ED3]

-

-

-0.628(0.152)

-0.506(0.141)

 [L1.logwage]

-

-

-0.185(0.029)

-0.152(0.028)

 [L2.logwage]

-

-

-0.193(0.045)



-0.164(0.042)

 [Age09]

-

-

-0.003(0.002)

 [VC]

-

-

-

-0.174(0.021)

 [SIS]

-

-

-

-0.053(0.020)

 [OIS]

-

-

-

-0.015(0.011)

 [L1.FIT]

-

-

-

-0.189(0.023)

 [L2.FIT]

-

-

-

-0.208(0.047)

 [Level1.Res.]

0.193

0.176

0.174

0.168

 [Time]

-

0.004

0.004

0.004

 [Level2.Res.]

0.145

0.178

0.160

0.138



-

-

0.056

0.136

-0.003(0.002)

Random

주: 회귀계수(표준오차). Time은 시간변수, Whrs는 근로형태(시간제/전일제), Gender는 성별,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ED1은 전문대졸, ED2는 대졸, ED3는 대학원졸 학력자의 더미변수, L1.wage는 1수준 로그
임금, L2.wage는 2수준 로그임금, Age09는 2009년에 조사한 응답자 연령, VC는 비정규직 선택자발
성, SIS는 주관적 고용불안정성, OIS는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L1.FIT은 1수준 직무적합도, L2.FIT은






2수준 직무적합도,   [Level1.Res.]는 개인 내 분산,   [Time]는 시간변수 분산,  [Level2.Res.]는
개인 간 분산.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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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직무만족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직무만족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Fixed

′ [intercept]

3.304(0.020)



3.268(0.025)



-3.145(0.052)

-3.108(0.051)

0.012(0.005)



-0.004(0.005)

-0.004(0.005)

′ [Time]

-

′ [Whrs]

-

-

-0.013(0.045)

-0.004(0.043)

′ [Gender]

-

-

-0.254(0.042)

-0.217(0.040)

′ [ED1]

-

-

-0.017(0.102)

-0.027(0.096)

′ [ED2]

-

-

-0.082(0.085)

-0.077(0.080)

′ [ED3]

-

-

-0.768(0.152)

-0.671(0.144)

′ [L1.wage]

-

-

-0.192(0.030)

-0.165(0.029)

′ [L2.wage]

-

-

-0.155(0.045)

-0.132(0.043)

′ [Age09]

-

-

-0.003(0.002)

-0.003(0.002)

′ [VC]

-

-

-

-0.153(0.022)

′ [SIS]

-

-

-

-0.002(0.020)

′ [OIS]

-

-

-

-0.011(0.011)

′ [L1.FIT]

-

-

-

-0.163(0.024)

′ [L2.FIT]

-

-

-

-0.163(0.048)

 [Level1.Res.]

0.202

0.189

0.184

0.181

 [Time]

-

0.003

0.003

0.003

 [Level2.Res.]

0.141

0.170

0.155

0.137



-

-

0.056

0.114



Random

주: 회귀계수(표준오차). Time은 시간변수, Whrs는 근로형태(시간제/전일제), Gender는 성별,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ED1은 전문대졸, ED2는 대졸, ED3는 대학원졸 학력자의 더미변수, L1.wage는 1수준 로그
임금, L2.wage는 2수준 로그임금, Age09는 2009년에 조사한 응답자 연령, VC는 비정규직 선택자발
성, SIS는 주관적 고용불안정성, OIS는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L1.FIT은 1수준 직무적합도, L2.FIT은






2수준 직무적합도,   [Level1.Res.]는 개인 내 분산,   [Time]는 시간변수 분산,  [Level2.Res.]는
개인 간 분산.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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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분석: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Random intercept and
coefficient model)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을 차례로 적용하고 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인 모형 4, 모형 8과 각각 비교
하였다. 회귀계수의 무선화 가능성을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든 설명변수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모수의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하여 주요 독립변
수의 회귀계수에 대해서만 적용한 뒤 모형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조직몰입 모형에서 비정규직 선택자발성에 대해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형 4와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3, ∆ =9.36). 또한 직무적합도에 대해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을 적용하였
을 때, 모형 4와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7, ∆ =18.40). 반면,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모형 4와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 ∆ =0.20;
∆ =3, ∆  =3.30).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선택자발성과 직무적합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 모형에서 비정규직 선택자발성에 대해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을 적용한
결과 역시, 모형 8과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3, ∆ =7.97). 직무적합도에 대해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형 8에 비해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더 우수한 모
형으로 나타났다( ∆ =7, ∆ =41.28). 반면, 조직몰입 모형과 마찬가지로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모형 8과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 ∆ =1.44; ∆ =3, ∆ =4.09).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
들의 비정규직 선택자발성과 직무적합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7년간 비정규직 상태를 유지
한 노동자들의 직무만족은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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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른 증가 혹은 감소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를 정규직과 비교하
거나 횡단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유형과 개인 및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 아직 일관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 충분한 표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유형에 따라 직무태도 변화 추이
가 어떠한지, 어떠한 맥락에서 직무태도 변화 패턴이 달라지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이용한 분석결과, 성별, 학력, 임금수준이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수준이 낮았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높게 적용되는 사회경제적 기대가 반영되어,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의 직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유연한 근무가 가능
한 일부 비정규직 특성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는 점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Green & Heywood, 2011). 또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높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나타냄으로써,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를 보였다(Meyer, Stanley, Herscovitch, & Topolnytsky, 2002; Rice, Phillips, & McFarlin,

1990).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개인 내 임금차이와 개인 간 임금차이를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조
직몰입과 직무만족 두 경우 모두에서, 개인 내 임금차이와 개인 간 임금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이 본인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을 때와 전체 평균임금보다 개인의 평균 임금수준이 높았을 때 더 높은 직무
태도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무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본인 상태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
한 접근은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 연구와 달리 노동자 개개인의 인식을 다층
적으로 접근하여 개인 내 차이와 개인 간 차이로 구별하였기에 파악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정규직 연구에서는 개인 간 직무태도 차이를 비교하는 데서 나아
가 개인 내 차이에도 주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비정규직 선택자발성과 직무적합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비정규직 노동
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선택자발성과 직무적합성 지각이 직무
태도와 갖는 긍정적 관계를 보고한 이전 비정규직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동호․성상현,

2016; 신은종, 2005; 이주형․이영면, 2015; 조봉순․김기태, 2013). 개인 간 비교를 토대
로 한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본 연구는 직무적합도의 경우, 개인 내 수준과 개인
간 수준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선택자발성과 직무적합도의 개인 내/개인 간 차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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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 동기에 의해 비정규직을
선택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가 본인의 교육 및 기술수준이 현재 업무와 적합하다고 느끼
는 정도가 본인의 평균적인 적합도 수준보다 높거나 전체적인 평균 적합도 수준 대비 높
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정규
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교육 수준과 기술수준에 비
추었을 때 노동자의 현재 업무가 적합한지, 노동자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별 노동자가 어떠한 동기로 현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근무조건 개선이나 고충 상담을 통해 자발적 근무의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겠다.
넷째, 고용불안정성은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여부에 따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은 조직몰입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느낄수록 조직몰입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업에 대한 불안정을 많이 느낄수록 정서적 몰입을 적게 한다고 보고
한 서정하(2007)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이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변수
자체의 한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을 측정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되, 단일 문항, 이항변수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고용불안정성 인식이 변화하는 시간 의존적 특성을 다층모형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항 자체의 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경우에도 다양한 일자리 이동
유형을 반영하고자 류기락(2009)의 구분을 참고해 기간 내 정규직 노동자의 직종/업종/고
용주 변경 횟수를 모두 고려하였지만 일자리 자체가 이동이 잦을 경우에 그 횟수가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어 보다 객관적인 고용불안정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문항으로 구성하거나 객관적인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비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다 타당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패널 자료의 특성상 측정항목이 갖는 문제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고용불안정성과 관련한 결과에서 서술하였듯이 다수 문항이 단일문
항이나 더미변수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제시된 문항만으로 다양한 분석을 시행하
고 해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해석에 보다 조심성이 요구되며, 필요
하다면 추가 조사나 자료를 통한 보충이 더 타당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내 여러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비정규직 근로환경은 고용형태나 근로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한 노동패널 자료의 비정규직 여부 문항을 통해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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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였다. 이는 자기선언적 비정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 통계나
노동계에서 구분하는 비정규직 범위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비정규직 정의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고 세분화된 유형별 접근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
자의 직무태도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7년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직무태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기간제법 이후인 2009

- 2015년에 해당되는 자료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 전후 영향은 받지 않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2007년 이전 이후 비정규직 직무태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법적 규제로 인한
실질적 영향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비정규
직 노동자의 직무태도에 종단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대다수 연구들은 횡단 연
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시적인 태도를 살펴보거나, 정규직 노동자와 상대적 차이를 비
교하는 데 그쳤다. 이는 종단연구가 가능한 패널 자료를 이용할 때에도 지속되고 있어, 다
수의 연구자들이 연구의 한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이기도 하다(김동호․성상현,

2016; 이영면, 2016).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의 종단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7개년간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유지한 노동자의 직무태도를 종단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였다. 둘째, 개인 내, 개인 간 수준을 구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즉, 패널 데이터를 종단적
다층 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요건에 따른 영향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임금수준, 직무적합도와 같이 수준별 분석이 가능한 요인에 대해서는 개인
내 수준과 개인 간 수준으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요컨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본인의
근무조건에 비해 얼마나 더 향상되었는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
서도 횡단적 연구나 단일 수준 분석을 넘어서 다층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통해, 비정규
직 노동자의 직무태도에 대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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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ontingent Workers’ Job Attitudes,
2009-2015
Yeseul Jo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the long-term development of job attitudes within
contingent workers over 7 years, using the 2009-2015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This study examined the intra-individual changes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ver time, and how voluntary choices of contingent
work, job insecurity, and job fit influence the contingent workers’ job attitudes. Results
from a longitudinal multi-level model with 415 contingent workers in Korea revealed an
overall increase of job satisfaction over time.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voluntary
choices and job fit were posi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job insecur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articular, the study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f job fit on
contingent workers’ job attitudes at the within-person and between-person leve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 contingent worker,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longitudi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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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유 광 호* ･ 이 영 면**

이 논문은 청소노동자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간접
고용 형태로 종사하고 있는데 왜 특히 대학의 청소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
슈로 등장했으며, 아직도 매년 봄이면 여러 대학에서 파업과 농성이 반복되
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청소노동자 조직화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서울
경인지부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은 사회적 상징성, 공간적 개방성이 있
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정의에 대한 공분과 공감을 통해서 노조결성이 용이했
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대학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으로, 교육과 연구뿐만이 아니라 대학 운영에 있어
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청소노동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필연적으로 고용불안, 낮은 임금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갈등이
상존하는 취약한 구조이다. 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소노동자 파업과
농성은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청
소를 포함하는 상시적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립대학들이 직접고용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사립대학에서도 단체교
섭을 통해 직접고용에 대한 교섭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선도적인 몇몇 대학
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선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당사
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폭넓은 현장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통해 아직은 현장에서 노사 간에 극복해야 할 간극이 존재

논문접수일 : 2017년 8월 2일, 심사의뢰일 : 2017년 8월 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30일
* (제1저자)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박사과정, yookho20@gmail.com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youngman@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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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여건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노사 간에 신뢰회복 노력 그리고 대학 청소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학,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대학의 사회적 책임

Ⅰ. 연구 목적 및 배경
매년 봄이면 대학 캠퍼스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이 벌어진다. 그 광경은 언
론매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된다. 청소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은 2011년으
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2014년 3월에는 서울시내 12대 대학 1,400명의 비정규 경비․청소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였다(참세상, 2014). 이후 매년 3월이 되면 각 대학 본관 앞에서는
청소노동자의 시위와 농성이 반복되고 있다. 2017년의 경우에도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시급 문제로 농성을 벌인 내용이 언론
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서울경인지역 16개 대학 1,700명의 청소노동자가 소속되어 있고, 유일하게 집단교섭

(multi-employer bargaining)을 실시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이하 서경지부라 한다)는 <2017년 서울경인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에서 대학의 청소노동
자 조합원 기본시급 10,000원(기본급 월 209만 원)과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러한
청소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
학은 매년 낮고(low-end), 막다른(dead-end) 노동시장 내 위치한 고령의 여성노동자를 부
당하게 대우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과거에 대학들은 청소노동자를 ‘미화원’이라는 명칭으로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에 의해 설명되는 되는 것처럼
청소업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저임금․저숙련의 비핵심 업무로 분류되어 1990년대 중․
후반부터 대학들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청소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서는 대다수의 대학들에서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되었다(임주환, 2016).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업무는 간접고
용이 일반적 형태이고, 우리나라 전체 청소노동자는 180,42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
노동자가 7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57.8세로 나타
나서 청소업종이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직종임을 알 수 있다. 국내 대학의 청소용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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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반적인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표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국내 대학의 청소노동자는 병원/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평균연령은 더 높으면서
근로시간은 더 짧고, 급여수준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학은 주말이나 야
간근무도 없어서 상대적인 근로조건이 더 우수한 편이다. 서울 소재 D대학교의 사례를 살
펴보면 청소용역노동자 109명 중 남성노동자는 23명 여성노동자는 86명으로 여성노동자
비율이 71%이고, 평균연령은 남성노동자가 66.2세, 여성노동자가 66.3세로 나타났다(D대
학교 내부자료, 2016년 9월 기준). 이를 통해 대학 청소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더 고령화
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청소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간접고용이 일반적
이고 공공부문이나 병원․의료기관 및 사기업에 비해 대학 청소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불
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히 대학의 청소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는
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임주환(2016)은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문
제가 ‘막다른 일자리(dead-end job)’라는 우리 사회의 이중노동시장구조 말단의 문제와

‘대학’이라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특별한 공간의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슈로 보고
있다. 또한 이상훈․남우근․한지원(2014)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조건과 부
당한 처우, 학생 및 시민사회의 집단적 지원을 위한 도덕적 연대, 노동조합의 전략적 지도,
그리고 당시의 유리한 사회적 환경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즉 대학은 사회적 책임
을 강하게 져야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조현진․임주환, 2016)으로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
라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이
영면․박준우․신태중, 2015)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대학청소용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60개 대학 중
직접고용 9개 대학(국공립 8, 사립 1)을 제외한 151개 대학이 용역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4a). 그런데 최근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모범적 사용자로 좋은 일자리(decent
<표 1> 서울지역 청소용역 노동실태
월 총액임금

업종

표본수
(명)

평균
연령

주당
노동시간

1일
근로시간

계

기본급

식대

교통비

대학교

277

60.0

38.4

7.8

118.8

109.4

3.1

0.6

병원/
의료기관

175

57.5

42.8

8.4

117.9

107.1

3.7

0.6

주: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청소용역으로 대학교 23개, 병원/의료기관 19개 사업장이 대상임.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3), ｢서울지역 청소용역 실태조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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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제공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다. 2017년
초 국회가 207명의 청소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언론으로부터 큰 조명
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
로 전환해서 고용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러한 사항은 대학을 비롯한 민
간부문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립대학에서도 단체교섭
을 통한 직접고용에 대한 교섭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선도적인 몇몇 대학은 대학의 사회
적 책임 구현 차원에서 개선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전에도 대학의 청소노동자 문제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조 조직화에
관해서는 이병훈․김직수(2014), 이상훈․남우근․한지원(2014) 등이 연구가 있었고, 임
주환(2016)도 대학 청소노동자 실태 및 쟁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간접고용 형태인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이슈를 다룬 연구는
아직 본격적인 단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
용 이슈들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방향은 최근의 연구흐름과도 일치한
다. 비정규직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하나로 묶어
서 분석하는데서 비정규직의 특성별로 구분해서 다룰 것을 제안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면(2016)은 비정규직을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등으로 구분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형별로 사용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언제까지 청소노동자들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그
리고 언제까지 용역회사에 맡겨놓고 방치해야 할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조직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대학에 있다면, 그 해결방법도 대학
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과 차별화되는 대학의 특성적
요소인 대학의 사회적 책임 개념에 주목하여 청소노동자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방법론으로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수행하
였다. 면접조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청소노동자(청소노동자

3명, 남성 청소반장 1명, 관리소장 1명), 대학 담당자(전현직 총무팀장 2명, 실무자 1명)
외에도 대학원생 1명, 서경지부 노동조합 간부 1명, 청소용역업체 팀장 1명이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면접조사 외에도 대학과 노동조합 내부문서, 자료집 등의 문헌을 토대로 문헌
자료 조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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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청소노동자의 간접고용 전환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
1. 청소노동자의 간접고용 전환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청소노동자처럼,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한 이유는 Doeringer and Piore(1971)의 거래비용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에서 언급한 대로 고용에 대한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절감을 가장 큰 사유로 들 수 있다(배경한․유인선, 2007; 안주엽, 2012; 하봉
찬, 2012).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시기 이후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대투쟁
의 시기를 지나면서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임금수준이 향상되었고 더불어 근로조건
도 개선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 노조의 결성과 활동은 사용자로 하여금 용이한 전략적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정리해고
를 주장하였고, 핵심 업무 이외에는 외주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와 공
공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곽채기, 1999; 이헌수, 2007; 장귀연, 2011; 조성재, 2006). 그
결과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청소나 경비와 같은 비핵심 업무에 대
해서는 외주화가 당연하게 전개되었다. 최근 이슈로 제기된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회사 정
규직화 문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비정규직 활용과 외주화는 사회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물론 기업이 비용을 절감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지속가능경
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소나 경비 업무에
대해서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고 해서 청소나 경비 업무를 외주화하여 매년 계약하도록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위험하
게 하며, 임금수준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권 혁,

2014; 노상헌, 2016; 문광수․안지연․장통일․오세진, 2017). 따라서 외주화의 남용을
제한하고 다시 직접고용화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우상범․김정우, 2013; 우상범․임상훈․이상민, 2012).
특히나 대학은 국가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 조
직이다. 비록 대학경영에 정부의 지원이 많지 않은 사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외주
화가 합리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소노동자의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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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서경지부 노조조직화와 대학의 특수성: 사회적 상징성과 공간적 개방성
청소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간접고용이 일반적이고, 공공부문이나 병원․의료기관 및
사기업에 비해 근로조건 등이 특별히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히 대학의 청소노
동자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는가 하는 점은 서경지부의 조직화 과정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서경지부의 대학 청소노동자 노조 결성은 비정규직 그것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조직화였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이 3%로, 정
규직의 노조조직률인 17%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듯이, 비정규직 대상
노조결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차별적 처우
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신분 때문에 시도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병훈․김직수, 2014). 그럼에도 서울경인지부는 <표 2>에서 보듯이 대학 청소노동자의
노조결성에 성공했고, 집단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 구조를 정착시켜 왔다.
이병훈․김직수(2014)는 노조의 조직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의 네 가지
범주 ① 조직화 대상 노동자들의 태도성향(attitudinal orientation) ② 노조지도자와 간부
활동가의 전략역량 ③ 다양한 자원의 확보와 투입 가능성 그리고 ④ 노조활동을 둘러싼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서경지부 조직화의 성공요인으
로는 ①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고용조건과 부당한 처우 ② 학생과 시민사회의 도덕적 연대
③ 서경지부의 전략적 지도 집행력 ④ 유리한 기회구조를 들고 있다. 이들 성공요인 중 학
<표 2> 연도별 서울경인지부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현황
2011

2012
전년도 4개
사업장 외,
경희대, 홍익대

2013
전년도 6개
사업장 외,
한국예술종합학교,
인덕대학교

2014
전년도 8개 사업장 외,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강대, 중앙대,
카이스트, 광운대,
서울여대, 연대빌딩

참여사업장

고대,
고대안암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교섭 대상
원청사용자수

4개

6개

8개

16개

교섭 대상
용역업체수

9개

11개

13개

20개

단협 적용
조합원수

900명

1,050명

1,200명

1,700명

주: 2015년에는 교섭대상 용역업체 수가 21개로 늘어남.
자료: 사회공공연구원(2014); 이상훈․남우근․한지원(2014), 권혜원․권현지․김영미 (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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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시민사회의 도덕적 연대와 유리한 기회구조는 대학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유리한 기회구조는 사회적 상징성과 공간적 개방성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회적 상징
성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사회정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경제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들에 대해 부당한 처우나 비인격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한다는 사실이 손쉽게 주목받게 된
다는 점을 말하고, 공간적 개방성은 대학 교정이 개방되어 있어 노조활동가나 다른 분회조
합원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연대지원 활동을 벌이는 데 용이하다는 점을 의미한다(이병
훈․김직수, 2014). 실제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문제의식을 느낀 대학생
들은 자발적 모임을 꾸려 노조조직화를 지원하였는데, 고려대의 ‘불철주야’와 연세대 ‘살
맛’ 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회단체들도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
건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켰다.
서경지부의 조직화 성공사례는 미국의 Justice for Janitor(JfJ) 캠페인과 유사하게 ‘사회
적 정의’에 대한 공분과 공감을 일으키는 효과적 프레이밍(framing) 전략과 이를 바탕에
둔 학생과 사회운동단체들 간 연대 구축, 우호적인 사회여론의 조직화가 시너지를 만들어
낸 주요 요소이다(이병훈․권혜원, 2008, 이병훈․김직수, 2014; 이상훈․남우근․한지
원, 2014; 권혜원․권현지․김영미, 2016).
서경지부의 사례는 대학은 기업이나 일반 기관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더 크게 인식해야
할 기관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학문 및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일반
적인 경영관리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고 할 수 있다(조현진․임주환, 2016).

3. 대학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의 의미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
준’(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을 “조직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조직이 지는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ISO26000). 이 개념을 활용하면 “대학의 사회
적 책임은 대학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학이 지는 책임”이
라고 할 수 있다.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지닌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조영하, 2010).
대학의 역할은 대학의 사명으로부터 도출된다. 전통적으로 대학의 사명은 교육

(teaching), 연구(research), 봉사(service)라는 3대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왔는데
(Maurrasse, 2001; 김기석, 2008), 이 중 미국을 비롯한 대학의 사회 기여를 강조하는 입장
에서는 봉사를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의 역할로 구분한다(조동성․문휘창, 2014). 즉
대학들은 교육을 통한 사회일꾼 배출, 산학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개발, 지역사회 발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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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대학병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공
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안영진, 2007). 그렇다고 교육과 연구가 단순히 사적 선(private

good)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의 역할 중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거나 대학의 연구자가 난해한 문제를 풀어내거나 대학 캠퍼스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사회에 개방된다면 이는 단순히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혜택이 될 것이다(Newman, Couturier, & Scurry, 2004).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는 기본적으로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대학의
사명으로부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도출 될 수 있다. 중세의 대학들이 교회 세력가를 위
한 것이었다면 21세기 대학은 모두(All)를 위한 봉사에 초점을 맞추며 비전통적 학습자에
대한 문호개방, 학습 유형의 다양화, 고등교육의 접근기회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
게 볼 때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교육공동체, 학문의 자유, 접근성, 형평성, 수월성과 완전
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조영하, 2010).
다음은 사회 연대론적 관점의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다. 켈로그위원회(Kellogg

Commission on the Future of State & Land-Grant University, 1999)는 기존의 봉사를 넘어
서 사회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학이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 대학은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봉
사의 임무를 다함으로써 공공선(public good)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마땅함이 존재
한다는 입장이다(조영하, 2010).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이다. ISO는 2010년 11월 세
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협약(ILO), 기후변화협약,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유엔글
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등 지금까지 나온 국제지침을 총망라하여 사회적 책임과 관
련 국제적 이행지침들의 종합판으로 ISO26000을 발표하였다(황상규, 2013).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기업뿐 아니라 정부,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운영, 지역
사회참여 및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 및 주요이슈별 240개의 기대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ISO(E) 2.18:3-4, 2010; 황상규, 2013). 이 중 핵심 주제의 하나로 ‘노동관행’을 다루고 있
는데 ‘조직은 고용자로서 완전하고 안정한 고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직은 근로자 및 사회 구성원들이 고용 안정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조직의 사회적 책임 사항이라는 것이다(신동윤, 2014).
지속가능경영은 사회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대한 조직의 대응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황
상규, 2013). 최근 많은 조직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고용과 고용관계를 설명하
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계는 노동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도록 GRI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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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외 대학교 사회적 책임 준수 현황 예시
대학

사회적 책임 활동

예일대학교
Yale University

비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기여(Yale office of sustainability, 2010)
지속가능보고서(12개 분야, 43개 실천방안)

미네소타대학교
University of
Minnesota

2004년 포괄적 지속가능성 정책 채택
원칙: leadership, modeling, operational improvement, research, education and
outreach

원광대학교

국내 대학 최초 GRI 기준에 따른 ‘ISO26000’획득
지속가능보고서(대학특성화,교육전문성,학생서비스,상생협력,그린캠퍼스,
대학경쟁력 강화) 발간

경희대학교

경희구성원 미래협약 체결(2011년)
대학 청소노동자 대안고용모델 탐색을 위한 사다리포럼 개최, 기술지주주회사
자회사를 통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드라인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전 의무화를 단체협약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다(이형준, 2017).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은 해외 대학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인
다. 국내에서는 이영면 외(2015)가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달성
해야하는 높은 사회적 책무성이 있다면서 해외 대학 사례조사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
전략수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최근 원광대학교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직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은 존립
근거인 사명에서부터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의 공공선(public good) 역할을 요청받
고 있으며 보다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학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인권, 노동 등에 사회의 지속가능경영
에도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다.

Ⅲ.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형태
1.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제 3자가 근로자를 중개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학이 청소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위탁하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 소재 대학 중에는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청소
노동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숙명여
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33개 대학이 이에 해당 한다(임주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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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학에서 간접고용과 같은 고용유연화 방식의 활용이 증가한 것은 인건비에 소
요되는 고정비용을 낮추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간접고용은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여건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대학은 통상 최저가 방식의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용역기간은 각 대학의 정책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1~3년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용역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용역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캠퍼스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그대로 남아
서 일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럼에도 용역업체는 청소노동자와 개인별로 1년 단위 고용계
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 부분이 청소노동자들에게는
불안요소이며, 민감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 결과 사립대학은 28.4%만이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조건보호 확약
서 제출도 2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4a).
간접고용은 민간용역회사의 간접비(일반관리비, 회사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공제 때문
에, 불가피하게 낮은 임금수준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전남대는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
으로의 전환을 통해 18%의 경비를 절감했고(한국대학신문, 2016.5.8), 서울시립대는 16%
의 임금을 인상하고도 결과적으로 5%의 경비를 절감했다(김종진․박용철, 2017).
또한 간접고용은 고용․근로조건․노동3권 등에서 사용자로서의 책임회피가 용이하다
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서경지부의 집단교섭이건 다른 노조의 개별교섭이건, 청소노동자
의 교섭과정에서는 대학–청소용역업체–용역근로자의 3각 구도라는 구조가 지배적인 형
태이다(임주환, 2016). 이러한 3각 구도 하에서 대학은 용역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청소용역업체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과 근
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하여 인원감축이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자체부담 또는 휴식시간
근무시간 제외 등을 통해서 대응한다(배규식, 2016). 이러한 구조와 교섭과정에서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는 노조가 원청기관인 대학을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장기파업이
발생하였고, 서울여대에서도 노조가 원청기관인 대학을 상대로 임금삭감 저지 투쟁을 진
행한 바 있다(임주환, 2016).
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은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 등을 근거로 매년 근로조건을 개선
하고자 하며 원청기관인 대학이 사실상 단체교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
은 법적으로 교섭의 주체는 청소노동자의 고용주체인 용역업체임을 주장하며, 예산을 이
유로 최저임금 상승액 이외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동결 원칙을 고수한다. 하지만 용역업체
는 도급금액이 사실상 대학의 예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노조와의 교섭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급여인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과 청소노동자의 목소리만 있는 가운데, 대학과 용역업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구조 하에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피해는 교내 구성원들이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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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 소재 대학교 청소직 고용현황
대학명
가톨릭대

인원
84명

고용형태 (남/녀)
정규직 48명, 계약직 36명

건국대

129명

정규직 40명, 계약직 40명, 용역직 40명

경희대

135명

용역직 135명

고려대

282명

계약직 35명, 용역직 247명 (47/200)

국민대

87명

용역직 87명 (15/43)

광운대

21명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18명

덕성여대
동국대

82명
110명

계약직 2명, 용역직 80명
정규직 1명, 용역직 109명 (23/86)

동덕여대

58명

용역직 58명 (15/43)

삼육대

21명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18명, 계약직 3명

상명대

60명

용역직

서경대

40명

서울대

278명

용역직

서울교대

20명

용역직

서울과학기술대

34명

용역직

서울시립대

75명

공무직 35명, 촉탁계약직 20명, 클린안전캠퍼스 12명

서울여대
서강대

무기계약직

57명

용역직 57명 (10/47)

100명

용역직 100명 (7/93)

성공회대

17명

무기계약직 2명, 용역직 15명

성균관대(명륜)

68명

용역직 68명 (14/54)

성신여대

-명

숙명여대

119명

용역직 119명

무응답

숭실대

147명

용역직 147명

세종대

51명

계약직 4명, 용역직 47명

연세대

234명

용역직 234명

이화여대

186명

용역직 186명 (9/177)

중앙대

123명

용역직 123명 (9/114)

한국방통대
한국외대

18명

정규직 4명, 용역직 14명

108명

정규직 2명, 용역직 106명

한성대

27명

한양대

170명

홍익대

75명

용역직 27명
정규직 약간명, 용역직 170명
정규직 3명, 용역직 72명

자료: 임주환(2016)에서 재인용, 일부는 저자가 2016.12 기준으로 보완.

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더 많은 부담
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4년 11월에는 고용노동부가 ‘대학 청소
용역 실태조사결과 보고’를 발표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미준수 대학에 대해서 시정 권
고하는 한편,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학평가에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
만 그 성격이 권고수준으로 그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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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고용
대학 청소노동자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용역업체에 소속된 청소노동자에 대한 고
용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은 2011년 11월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2012년 1월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공립 대학부터 시작되었다. 공
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의 역할 인식과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창출로의 정책 전환 차원에서 시행된 바 있다(김종진․박용철,

2017).
먼저, 서울시립대는 2012년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시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기존의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decent work) 제공을 목표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① 직접 고용하여, ② 고용안정
성을 보장하고, ③ 임금개선, 복리후생 확대 등을 통해, ④ 근로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수
단을 사용하였다(서울특별시, 2012). 이 과정에서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도 직접고용 전환
대상이 되어, 2013년 3월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되었고, 2015년에는 정규직에 해당하는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는 직무가치의 수준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는 ‘직무급’을 도입하여 서울시 전체
기관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궁극적으
로 좋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은종환 외, 2014). 그러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등장하였다. 이는 바로 정년을 둘러싼 갈등이다. 공
무직의 특성상 청소노동자들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었고, 65세까지는 준공무직(촉탁직)
의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65세’ 정년제로 인해, 이미 65세가 넘었던 청소노
동자 23명이 바로 퇴직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립대는 66~70세 노동자
에 대해 기간제 형식의 ‘클린안전캠퍼스’ 인력(2018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고용했다. 그
결과 2015년 11월 기준으로 공무직 35명, 촉탁계약직 20명, 클린안전캠퍼스 12명 총 67명
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임주환, 2016).
국립대는 2012년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사립대학에 비해 직접
고용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전남대와 부산대가 청소노동자를 무기계약직 형태로 직접고용
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부산대는 미화업무를 2009년 1월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다.
그 배경에 대해 당시 부산대 총무과 관계자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면 고
용승계, 복무, 급여 등과 관련해 대학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와 “일반관리
비와 이윤 등 예산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일환”이었다고 한다(임주환, 2016). 전남
대도 2016년 3월부터 광주캠퍼스 140명, 여수캠퍼스 40명 등 180명의 청소노동자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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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으로 전환했다. 전남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지침에 적극 호응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내린 결정이며, 예산절감과 상생의 노사관계 실현에 크게 기여
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베리스타스알파, 2016.2.4).

3. 대안모델 - 자회사 방식, 사회적 기업 모델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이 아닌 대안모델로는 경희대의 자회사 모델이 대표적이다. 경희대
는 2015년 5월부터 학교와 청소노조,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사다리포럼’을 만들어
학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해 왔다(임주환, 2016). 경희대는 2017년 1월 산학협
력단이 100%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서울캠퍼스 청소노동자 135명을 전원 고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자회사를 설립하고,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
는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일보, 2017.1.6).
원래 경희대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산하에 자회사를 신설하려 하였으나 법적으로 문
제가 제기되고, 경희학원 측도 재정과 인사의 어려움을 들면서 자회사 설립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됨에 따라 상당기간 답보상태가 이어졌다(한국일보, 2017.1.6). 결국 청소노조는 용
역회사와 재계약을 앞둔 2016년 12월, 최후 수단으로 총장실을 점거하고 약속이행을 요구
했고, 이후 노사 간 대화 자리에서 산학협력단 아래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세우는 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한국일보, 2017.1.6).
조현진․임주환(2016)은 경희대 모델의 경우 201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농성으로 대학
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현장중심의 해법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경희대는 2012년 ‘경희구성원 미래협약’ 체결을 통해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
원들이 ‘더 나은 공동체, 존경받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대학의 사회적 책
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경희대학교, 2012).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
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가 청소용역 자회
사를 운영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영세성, 대학의 관료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자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이
축소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향후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안모델로는 비록 간접고용 형태이지만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고용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이 일반 용역업체보다 우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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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임주환, 2016). 하지만 서울경인지부는 ‘유사간접고용’ 형태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
른 문제를 낳을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서경지부, 2017).

Ⅴ. 대학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서울시와 국회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했고,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분 전반에 걸쳐 직접고용의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 청소노동자의 집단교섭을 이끌고 있는 서경지부는 ‘2017년 집단교섭 요구안’에서

‘직접고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를 시작한다’라며 직접
고용을 핵심이슈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조만간 대부분의 대학들이 청소노동
자 고용형태에 대한 적절한 개편을 고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관계자들도 직접고
용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가온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올해도 청소와 경비용역 문제로 많이 힘들어요. 지난해 말 국회가 직접고용으로 전환
을 발표하였고, 올해 노조가 직접고용 전환을 핵심요구사항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이제 청
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E대학교 L총무팀장).

여기서는 당사자인 대학과 청소노동자 입장에서 각각의 여건분석과 직접고용 촉진요인
과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대학(원)생, 청소용역업체 간
부 그리고 서경지부 간부 입장에서의 직접고용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4>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인지부 2017년 집단교섭 요구안(요약)
1.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기본정신 준수
1) 고용승계 제도화 : 학교는 간접고용계약의 의무조건으로 고용승계 명시, 고용인원 유지
2) 적정임금 보장 : 학교가 고용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기본시급 10,000원을 지급(기본급 월 209만원)
2.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제공
3. 장기 근속에 대한 처우 개선
4. 고용보장
1) 고용안정 보장 : 학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 신기술 도입을 이유로 인원 감축 불가
2) 직접고용 추진 : 대학 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방안 검토 및 논의 시작, 협동조합 등 유사간접고용
형태의 일방적인 고용전환 추진 금지
3) 직접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사회 제공 추진 TF구성
5. 학내복지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
6.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 대책
7. 노동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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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입장
대학에 있어 청소는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이다. 그러나 교육, 연구, 사회봉사와 같은
핵심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유로 청소업무는 외주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다. 그러나 2012년 홍익대 사태를 계기로 청소노동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매년 파업과
농성이 반복되면서 대학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대학 청소업무 담당자는 총
무나 인사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가적으로 청소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서
경지부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에 비해 전문성이 결여되어 끌
려가는 경우도 많다.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재정문제이다. 정부의
강력한 등록금 동결정책에 따라 지난 8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었다. 그럼에도 매년 호봉 증
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계속 인상됨에 따라 많은 대학이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도 2008년 3,77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증가하
였는데,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대학 구조상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앞으로의 재정전망도 밝
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D대학교 2017년 예산편성지침을 살펴보면 긴축재정 편성, 적극적
재정확충이 맨 전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입장에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촉진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
의 비용절감 효과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A대학교 B캠퍼스의 청소, 시설, 주차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C용역업체의 ‘2017년 도급비 세부 산출표’를 살펴보면 도급비는 직접인건
비(기본급,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 직무수당, 식대보조금, 연차수당, 퇴직충
당금), 간접인건비(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석면피해구제금, 장애인고용
부담금), 기타비용(복리후생비, 피복비)과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시설물유지관리비(청소재
료비, 미화장비비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A대학교, 2017).
이를 통해 원청 기관인 대학은 용역업체에 청소노동자의 월 급여뿐만이 아니라 수당,
퇴직금 그리고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보험료까지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
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비용 소요 없이 청소용역업체가 가져가는 관리
운영비, 기업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관리운영비 5%와 기업이윤 5%를 설정하면 부가가치세 10%와 합해서 약 20%의 용역비
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대학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용역업체들이 관리운
영비와 기업이윤을 더 적게 책정하고 입찰에 참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5% 내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2)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면서 인건비를 16% 인상하고도, 간접비(관리운영비, 이윤, 부가세 등) 절감으로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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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울시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시 비용절감 효과 분석내역
외주시

직접고용

증감율

인건비

65,784,096

76,497,793

16.3%

경 비

41,508,143

25,235,120

-38.7%

합 계

107,292,239

101,932,912

-5.0%

으로 5%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김종진, 2015).
국회는 청소용역을 접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안정과 함께 임금 및 처우개선을 진행
하였는데 국회 청소노동자는 2017년 5.5%(8만5천원)의 급여인상과 약 136만 원 내외의
복지혜택(복지포인트 평균 69만 원, 특별건강검진 포인트 15만 원, 경조금 지급, 휴양시설
이용 등)을 부여하고도, 최소 1억5천만 원에서 최대 5억1천만 원(13%)까지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종진․박용철, 2017). 대학에서는 전남대가 직접고용을 통해 18%
의 경비를 절감했고(한국대학신문, 2016.5.8.), 부산대는 2008년 작성된 부산대 ‘건물 내․
외곽 청소업무 수행방법 개선(안)에서 당시 청소용역을 직접고용할 경우 3억 2,737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임주환, 2016).
둘째는 정년의 합리적 조정 가능성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
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노동자는 평균연령은 남성이 55.7세, 여성이 57.8세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 소재 D대학교 평균연령은 남성노동자가 66.2세, 여성노동자가

66.3세로 나타났다(D대학교 내부자료, 2016년 9월 기준). 대학 청소노동자의 연령이 평균
에 비해 10세 이상 많은 이유는 정년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대학 청소노동자의 정년은 70세이다. 이에 비해 공공부문은 통상 60
세 또는 65세이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학은 이 부분을 수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 실무자 면접조사 결과도 청소노동자가 너무
고령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직접고용의 효과성을 크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청소아주머니들의 경우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확연해서 일을 시키기도 어렵고
혹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있을까봐 걱정스럽기도 해요. 청소아주머니의 정년
을 조정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사항이고 반발이 매우 클 것이기
에 언급조차 못하고 있어요.”(D대학교 총무팀 실무자 K씨)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경우 서울시립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
고, 61세부터 65세까지는 촉탁직 형태로 정년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경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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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공부문 및 대학교 청소업종 운영형태 및 정년
운영형태
기관
서울시립대(서울시)

직영

정년 및 평균연령

위탁
도급

○

통상

촉탁
계약직

평균
연령

비고

60

65

59

경과규정

서경지부
(이화여대, 연세대 등)

○

70

-

서울 D대학교

○

70

66

서울 A대학교

○

68

-

○

국회(2016년 까지)

68

70

국회(2017년 이후)

○

60

65

-

광주시

○

60

65

58

부산시

○

60

59
경과규정

55

주: 국회는 서울시처럼 정년보장연령을 65세로 하되, 직접고용 전환시점인 2017년 기준이며, 66-69세
는 70세, 65-66세는 69세, 63-64세는 68세, 61-62세는 67세, 59-60세는 66세까지 정년을 보장.
자료: 김종진․박용철(2017) 재인용, 내부자료를 통해 일부 추가보완(2016. 9. 기준).

65세 이상의 노동자가 새로이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고용보험 상의 수급이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요구하는데 이 또한 대학 입장에서 보면 정년을 65세로 조정해
야 할 요인에 해당한다(서경지부, 2017).
셋째, 청소노동자의 심리적 측면(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의 문제이다. 박우
성․노용진(2002)은 임금수준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기능 및 학력과 직무 간 불일
치는 직무만족을 낮춘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제 상용직 근로자들이 시간제 단기계약직 근
로자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비정규직이라는 범주에 속한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고용형태별로 직무만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원식․정
한식(2013)은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불안정이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
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김유선 외(2012)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잦은 교체는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대학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게 되면 고용안정성 제고,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이 개선
될 가능성 높다. 이에 따라 청소노동자의 직무만족이 높이지고, 이직의도가 낮아지며, 조
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업무효율성도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직 대학 청소용역업체 관리소장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업체는 청소 이외에 시설․경비․주차까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가령 청소 여사
님들의 경우 각자 청소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맡은 영역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려는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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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해요. 그래서 간혹 학교 행사나 실외청소 등 전체 여사님들을 동원하여 일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이 때 어려움이 발생해요. 만약 직접고용되면 대학이 우리 회사가 되기 때
문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다르게 될 거예요, 시설부문의 경우 전문성이 쌓여 관리의 효율
성이 지금보다 몇 배 증가할 걸요.”(D대학교 S청소용역업체 관리소장 N씨)

넷째, 대학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다. 대학도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하나의 조직이
다. 그런데 청소노동자 파업 및 농성으로 언론에 사회 정의에 반하여 공분의 대상으로 오
르내리는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드물 것이다. 그리고 그
대학에 발전기금을 내고 하는 기부자의 기부 의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매년 3월 대학은 젊음으로 가득한 활기찬 모습 그리고 교육과 연구 열정이 넘치는 교육․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한다. 그런데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청소노동자 파업
과 농성이 반복된다는 것은, 총장을 비롯한 대학 최고관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노동자 문제의 정확한 해법만 제시된다면 의외로 쉽게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대학 입장에서 직접고용의 장애요인이다. 첫째 노조 불신의 문제이다. 직접고용
은 노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노조가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대학 청소노동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특히 집단교섭을 하는 서울경인지부에 속한 대학의 2016년 시급은 6,950원으로
이에 속하지 않은 서울 소재 타 대학들 D대학교 6,100원, E대학교 6,272원, F대학교 6,550
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간접고용을 확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낮추고, 거
기에 더불어 고용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직접고용을 시행할 경우 노동자
들의 지속적인 임금인상 요구, 호봉제 도입, 복지혜택 확대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비용부담
이 늘어날 수 있다(조현진․임주환, 2016)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대학 측은 위험을 감수
하기보다 회피하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청소용역노조가 만들어질 때 그 후 상당기간 총무팀장으로 노동조합을 상대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경험상 직접고용은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취지는 좋을 수 있
으나 비용증가를 예상해야 한다. 직접고용 후 노조가 없어지지도 않고 파업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D대학교 K 전 총무팀장)

둘째, 대학이 노조 및 청소노동자와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간접고용 하에서는
용역업체가 노동조합을 상대하지만, 직접고용이 되면 대학 담당자가 직접 노동조합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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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집단교섭하기 때문에 상급단체까지 상대해야 하는 서경지부
에 속한 대학들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접고용 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담
당자가 갖는 고충 중 하나는 청소노동자들과의 직접대면과 협의사항이 너무 많다는 점뿐
만 아니라 각종 사항에 대한 상부 노동조합의 간섭 등으로 인한 갈등이었다(조현진․임주
환, 2016).
“간접고용상태에서는 노조를 만나기는 했지만, 노조의 직접적인 협상파트너는 용역업
체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직접고용이 되면 대학이 직접 노조와 청소노동자를 일일이 상
대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상급단체까지 만나야 하는데 너무 큰 부담일 거예요. 아마 대학
이 직접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이 부분일거예요.”(E대학교 L총무팀장).

2. 청소노동자 입장
간접고용은 고용불안, 저임금 등 청소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이다. 이병훈․김직수

(2014)는 청소노동자가 다른 대학 구성원들에게 ‘투명인간 또는 유령’ 같은 존재로 취급
받을 정도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작업여건과 탈법적 노무관리, 그리고 비인격적 처
우를 받아왔고, 이러한 요인들이 노조가 결성되는 핵심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러나 노동조합 결성으로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간접고용의 특성
상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음은 청소노동자 입장에서 직접고용의 촉진요인이다. 첫째, 고용안정에 따른 심리적
안정이다. 통상 대학은 용역업체와 1~3년의 계약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는 청소노
동자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이다. 청소노동자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통
상 계약은 갱신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면 소속감을 갖게 되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 올 것이다.
또한 남성 청소노동자들의 이직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사님들은 계약 갱신 시기가 되면 엄청나게 민감해져요. 평소 잘 지내던 사람들도 삼
삼오오 모여 다니고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게 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 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4명이 한꺼번에 그만두었어요. 이래서 우리를 파리 목숨이라고 하나 봐요”

(OOO, 여, 59세 D대학교 청소용역)
“여사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청소용역원의 이직 문제가 심각해요. 남성 청소 용
역원은 아주 작은 급여차이에도 쉽게 이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 모집하기도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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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직접고용 되면 소속감을 갖게 될 거예요. 일에 보람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효
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요?”(OOO, 남, 63세 D대학교 청소반장)

둘째, 임금 및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청소노동자들의

18% 정도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복리후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급여는 많이 받으면 좋지요. 저는 청소용역회사 소속으로 사기업에서 근무했었어요.
급여가 전체 규모에서는 사기업에 근무할 때 보다 줄어들었지만, 주 5일 근무로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OOO, 여, 57세 D대학교 청소용역)

청소노동자 입장에서 직접고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년 단축 문제이다. 대학 측에서
는 정년의 합리적 조정이지만 청소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정년 단축에 해당하기 때문
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서울시립대학교가 직접고용하면서 청소노동자의 정년
을 70세에서 60세로 변경하였고, 촉탁직 형태로 65세까지는 고용을 보장했지만 심각한 갈
등이 발생하였다. 교섭결과 이 대학교는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클린안전캠퍼스인력 1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국회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서 정년을 경과규정을 두면서 65세로 조정하였다.

3. 대학(원)생 입장
청소노동조합 조직화 사례에서 고려대 ‘불철주야’와 연세대 ‘살맛’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학생들은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대학의
책임회피 행동을 비난하는 입장이다.
“청소노동자 파업이 일어나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곤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어머니
들의 처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 때문에 파업의 책임은 대학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학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OOO, 남, D대학교 대학원 석
사과정).

4. 청소용역업체 입장
간접고용이 활성화되면서 청소용역업체 중에는 대형화되고 전문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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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청소․경비․주차 등 아웃소싱업무에 상당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어, 업무효율성이 높고 노조와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용역업체는 오랜 기간 청소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전문적 장비와 약품 사용으
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간
비교를 통해 급여와 복지수준을 바라보지만 직접고용 시에는 정규직과 비교할 것이므로
오히려 급여인상 요구와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OOO, 남, S용역업체 J팀장)

다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용역업체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어 존폐의 위기
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용역업체들이 대형화․전문화되면서 대학 외의 민간부
문에서도 충분히 사업영역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노동조합(서경지부) 입장
서경지부에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경인지역 16개 대학 1,700명이 청소노
동자가 소속되어 있으며 대학교와 집단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교섭내용은 차년도
타 대학교와 청소노동조합의 교섭기준이 된다. 즉 서경지부의 집단교섭 내용은 우리나라
청소노동자 근로조건의 유형 설정자(patten setter)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경지
부는 2017년부터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유사간접고용 형
태의 일방적인 고용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청소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간접고용으로 전환되었는
데 이제 와서 용역사가 전문성이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인상에 대해서도 교
수와 직원의 차이가 있듯이 청소노동자들의 업무가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해결해야겠지요. 직접고용과 관련해서는 3자간 계약이 아닌 2자간
계약 즉 총장이 날인하는 계약을 직접고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OOO, 여, 서경지부간
부 c씨).

Ⅵ. 맺음말
이 논문은 청소노동자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역업체를 통
해 간접고용 형태로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히 대학의 청소노동자 문제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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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슈로 등장했고 매년 파업과 농성이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대학
청소노동자의 노조 결성 성공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학은 사회적 상징성, 공간적 개
방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정의에 대한 공감과 공분을 통해서 노조결성이 용이했음
을 파악하였다. 이는 대학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으로,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대학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도 청소노동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하고 있
다. 간접고용은 필연적으로 고용불안, 낮은 임금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갈등이 상존하
는 구조이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소노동자 파업과 갈등은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
로써,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직․간접적으로 대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직접고용과 대안모델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대
안모델은 경희모델이라 불리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모델과 협동조합 모델이 고려
될 수 있다. 자회사 모델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산학협력 진흥 및
기술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않는 점, 고용안정에는 유리한 면이 있으나
자회사의 중간공제와 부가가치세 등을 생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금인상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가능성이 높다. 협동조합모델 또한 중간공제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대학에서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에 대한 참여자와 이해관계
자 각각의 입장에서 직접고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관계의 전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시각차이가 크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대학은 최근 8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었다. 그동안 인건비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대학 재정의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비용증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
소되지 않는 한 대학 측에서는 직접고용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
나 청소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임금 및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 시각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고용의 장점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고 한다면 직접고
용을 통해 고용안정이 확보된 만큼 처우개선에 대해서만 합의점을 찾는다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직접고용을 통해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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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프로세스 모형

비․부가가치세(15%) 내외를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지속
적으로 인상되었고 2020년까지 10,000원까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2011년 홍익대 사태를 시작으로 매
년 3월이면 각 대학의 본관 앞에는 시위와 농성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인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사회는 대학에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그리고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대학의 경우 지속가능경영을 대학
미션과 비전으로 내세우고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해서 발간하고 있다.
한편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은 실무적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암시
한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 큰 역할을 했다. 국회의 직접고용 전환에는 정
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이 큰 역할을 하였다. 대학의 총장도 4년마다 간선 또는 직선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이때 통상 총장 후보자는 공약을 발표하게 되고,
선임된 총장은 취임전후 대학의 비전 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 공표하게 된다. 대학
의 사회적 책임을 공약으로 내건 총장이 선임되고, 그 공약이 발전계획에 반영된다면 지속
가능경영은 더욱 당겨질 것이다. 그럼에도 총장과 대학의 정책은 대학의 문화를 반영하는
만큼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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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사 간 신뢰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조합과 청소노동자는 대학을 착취하는 기
관으로 보고, 대학은 노조를 믿지 못할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용역업체는 간접고용 상
태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각 용역업체 간 임금과 복지 수준을 비교하지만, 직접고용이 되
면 비교 대상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인상요구와 이에 따른 농성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의 직무가치가 다르고 이
에 따른 보상에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즉 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불신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대학은 청소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용역업체에
맡기고 대학은 회피전략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대 사회 신뢰회복
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넷째, 대학 내에서 청소업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 대학입장에서 볼 때 청소노
동자 문제는 귀찮은 문제 정도로 여겨져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은 입찰을 통해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일과 매년 3월 진행되는 임금협상에만 관심이 있다. 그 이후에는 일
상으로 돌아가 청소업무는 용역회사 중심으로 최소한의 관리에만 치중하게 된다. 청소노
동자 정년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극적인 노동조합, 소극적인 용역회사, 그리고 회피
하는 대학의 구조 하에서, 청소업무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청소노동자들의 책임감도 기
대할 수 없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몫이고, 장기적으로 대학
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우
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가 아니라 특정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
문에 분석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대학의 청소노동자는 대부분이 전체 직
접고용 정규직에 비해 그 숫자가 많지 않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
의 규모가 기존의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직급체계나 임금체계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문화상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분석 결과를 공공기관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면담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편의적으
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추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수십
년 간 진행된 대학내 청소, 경비, 주차, 식당 등의 외주화는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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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그 결과 고용의 불안정이 일반화된 일터가 되었다. 청소노동자만 하더라도 수만
명에 이를 것이며 경비나 주차, 식당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한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의 경우에 간접고용에 따른 부작용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청소 노동자만이 아니라 경비나 주차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조
정에 따른 고용이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등록금 동결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상당한 재정적
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직접고용 전환에 따르는 추가비용에 대해 전환 후 일정기간에
한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례연구식의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비정
규직에 대한 통계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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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sibility of Direct Employment of the University Janitorial Workers
Kwang-Ho Yoo*․Young-Myon Lee**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y the university janitorial workers in Korea
have emerged as a social issue and that there are still many strikes and protests at many
universities. Janitors in Korea are commonly employed at companies for cleaning and
building management and they are treated as non-regular workers at their working place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private businesses, universities, and hospitals. On the case
analysis of Seoul Gyeongin Branch, Korean Public & Social Services and Transportation
Workers Unions under Korean Congress of Trade Union(KCTU), which was evaluated as
a successful story for organizing university janitorial workers, we have found that the
university had a social symbolism and spatial openness and it was easy to form a union
through the empathy for social justice. This shows that the university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our society, not only in education and
research but also in the university operation because of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Nevertheless, most Korean universities still treat janitorial workers as workers of
subcontracting companies. This indirect employment structure inevitably leads to job
insecurity and low wage for janitorial workers. And this structure brings conflict all the
time. Recently, however, some institutions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City, has shifted to direct and regular employment for janitorial workers. It
brought collective negotiations for direct employment at universities. Some leading
universities suggest direct employment or better model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merits and expectations of direct employment, the disadvantages and obstacles, and
listened to specific opinions through field interviews.
We have noticed that there is a gap in the field to overcom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we emphasized that effective and sustainable policy-making and
restoration of trust can reduce such gaps, and that the stability of employment and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of university janitorial worker can be accompani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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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Keywords : university, university janitorial workers, direct employment, indirect
workers,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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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 지위와
적법성 제고방안
김 동 욱*

최근 새 정부에 의해 근로감독 강화가 강조되고 있고,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은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으로 이해
되고 있다. 행정작용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양대 축으로 양자가 비교형량
되어야 한다. 근로감독 기능이 그 목적성이 강화가 되는 것에 비례하여 근로
감독의 합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현행 사업장 근로감독은 문언상, 실질상 일종의 수사절차로 취급되고 있어
합법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행정작용인 경우보다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다소 미흡한 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을 본질에
충실하게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면서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는 요소를 제거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관 집
무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사절차인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
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감독대상 서류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임검과정도 개선하여야 한다. 감독결
과에 따른 시정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
여야 한다. 시정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행정작용으로 근로감
독의 본질에 위반된다.
▶주제어: 사업장 근로감독, 행정작용, 합법성, 적법절차

논문접수일 : 2017년 7월 17일, 심사의뢰일 : 2017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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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새 정부 들어 근로감독이 화두(話頭)다. 새 정부는 여러 가지 일자리․노동공약을 발표
하면서 근로감독 강화를 공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
관 신설, 장시간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한 노
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6개 노동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추가증원 등의 내용으로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1)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고용노
동 적폐청산 방안으로 일자리 노동분야 4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있는 법 잘 지키기’이며, 그 수단으로서 근로감독관을 1천명 이상 증원 및 근로감독청 신
설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2)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
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노동공약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이전에 행정기능 강화를
통해 노동공약 실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노동관계법의 시행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을 감독하는
제도가 불가결한 요소임은 이론이 없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19년에 체결된 베르사이유
조약에서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베르사이유 조약을 바탕으로 설립
된 ILO는 그 헌장에서 가입국에게 근로감독관 제도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ILO는 1923
년 제5회 ILO총회에서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감독 제도에 관한 일반
원칙 권고(권고 제20호)｣를 채택하여 근로감독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직무
와 권한, 근로감독기관의 조직, 근로감독관의 자격 및 훈련, 감독기준과 방법 등 오늘날
근로감독 제도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1947년 ILO 총회에서는 ｢공업 및 상업
부문에서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협약 제81호)3)과 “근로감독에 관한 권고(권고 제81호)｣
를 채택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규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체
계의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다.4)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
정되면서부터 법적으로 근로감독관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근로감독이 노동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학적인 관점에서 근로감독관
1)
2)
3)
4)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80면 내지 85면 참조.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80면 참조.
우리나라는 1992년에 비준하였다.
노상헌, “근로감독관 제도의 재검토와 과제”, 노동법학, 제42호(2012. 6.),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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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근로감독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무엇인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확보의 충실성을 높
이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린 근로자들을 고려하면 근로감독의 합목적성을 강조하는 견해들에게 충
분히 동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든 국가작용은 합목적성과 합법성의 양 날개를
가지고 나는 새와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목적성만을 강조할 경우 반대편 당사자들의
절차적 기본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함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합목적성을 고양시
키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다른 한편으로 합법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고려도 비례
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근로감독의 합목적성 고양이 강조되는 현
시점은 근로감독의 합법성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근
로감독이라는 국가작용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 대상인 사용자의 절차적 권리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이 고
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로감독이라는 국가작용은 그 본질상 행정작용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우리나라의 근로감독은 사법작용, 특히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서
의 기능과 위상만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근로감독의
법적 성질을 혼동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이라는 행정작용을 함과
동시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법 위반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능을 담당하는 이중
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자의 지위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조건
확보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서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검사의 지휘
를 받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다. 근로감독은
노동형사 사건과 달리 일반적․사전적인 행정작용으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하고, 형사처벌
은 신고사건을 위주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현행 근로감독 제도의 내용을 먼저 살피고, 근로감독의 법질서 전체에서 어
떠한 체계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를 고찰한 후, 근로감독의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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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감독 제도의 개관
1. 근로감독관 제도의 연혁
근로감독관 제도는 전 세계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부터 근로감독관 제도를 두었고,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도 그 기본적인 내용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 근로감독의 중요성은 1960-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노동관련 이슈들
이 제기되면서 증대되었다. 특히, 1975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감독의 관할범위가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감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수요도 늘어나게 되
었다. 더 나아가 1989년에 근로감독의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감
독업무는 우리 사회의 노동정의의 실현과 관련한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2. 근로감독의 현황
2015년 기준으로 근로감독의 현황은, 사업장 수는 29,92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감독
6,128건, 수시감독 13,651건, 특별감독 13건이 진행되었다. 그 외에 노무관리지도 등은
9,892건이 진행되었다. 2015년 정기감독 대상은 상시적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하였고, 수시감독은 지역 이슈 및 취약분야(청소년, 외국인 등)를 중심으로 지방청 주
관으로 실시하였고,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의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하여는 광역근로
감독을 통해 선제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다.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된 주요 법위반 내
용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21.0%, 근로시간․휴게․휴가 위반 9.9%, 금품체불 28.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0.1% 등으로 나타났다.5)

3.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평가와 개선(합목적성 제고)방안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해서 법위반을 적발하여 법준수를 위
해 기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나,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이 적발되더라도 사후 시정을 하
면 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한다. 또한 현재의 근로감독은 일회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속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는 제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형식적 실적주의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이 이루
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2016년판)｣,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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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임검을 하는 현행 방식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불시에 근로감독을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한다.6)

Ⅲ. 사업장 근로감독의 법질서 전체에서의 체계적 지위
- 행정작용인가, 사법작용인가 1. 근로기준법 규정을 통해 본 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 지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준수되도록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별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법정 최저기
준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5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7)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 생명, 건강과도
직결되는 면이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구제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감독 제도가 필요하다.8)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전문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감독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사업장 임검과 자료 요구 등 근로감독에 필요한 여러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일반경찰조직이 아닌 근
로감독관이 맡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목적에서 도입한 근로감독관 제도, 특히 사업장 근로감독 제도의 전체
법질서에서 위치하는 체계적 지위가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구체적으로는 형벌작용)인지
가 우리 법체계와 실무상 매우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은 그에
대한 법철학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체계도 다르고, 거쳐야 하는 절차도 다르다. 따라서 근
로감독이 실제로 국가작용으로 어떠한 체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적법절차의 관점에
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실무상 근로감독은 그 체계적 지위에 대한 특별한 고민 없
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 근로기준법 체계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보더라도, 근로감독이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를 알 수 없는 규정들이 많이 존재한다.
6) 김홍영,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 제도”, 성균관법학, 제25권 제4호, 2013, 579 내지
582면
7) 형벌은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는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8)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 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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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
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감독의 목적 내지 본질을 선언
한 규정인데, ‘근로조건의 확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라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근로감독의 목적 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근로감독의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이라고 명시한 것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전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일반적․구체적인 규정형식으로 존재하는 근로조건을 전체 근로자에게 확보
하여 준다는 의미로서 ‘기준’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근로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체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들에
게 적용되는 일반적․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위반
이 있기 전에 사업장에 임검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이 기재된 장부와 서류 위주
로 조사하여 그러한 기준이 실제로 확보되었는지를 판단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
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에 따라 법 제102조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臨檢)9)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
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10)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으로
서 일종의 행정조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여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중 근로감독은 본질적으로 행정조사의 일종이라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6조에서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사법작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감독의 원칙적
인 체계적 지위가 행정작용이라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제1
항에서는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라는 표제 하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
9) 임검이란 현장에 가서 검사한다는 뜻이다. 근로감독관이 하는 임검은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지 점검할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10) 심문은 사람을 찾아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진술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말하는 심문(審問)과는 구분되는 개념의 행정작용이다.
11)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 5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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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105조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
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구체적으로는
근로감독이 행정작용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인 것을 전제로 하고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의문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과 제105조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위에서 보았듯이 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臨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
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행정조사로서 근로감독을 의미
한다. 그런데 제105조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
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이 수사의 일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의 일종인 행
정조사라고 보고 있는 임검, 서류 제출, 심문 등을 수사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근로감독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이 근로감독이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에 대해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근로감
독이 근로조건을 지키도록 지도하기 위한 사전적․행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후적․사법적인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일반적으
로 근로감독은 사전적․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는 제도로 이
해되고 있다. 그런데, 문언해석상으로는 오히려 근로감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임검 등을
수사라고 규정한 것을 볼 때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의 사법작용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무적으로도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을 사전 예방을 목
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수사의 일종으로서 처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가는 사법작용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근로감독을 형사처벌에 초점을 맞춘 사법작용으로 규정하고 운용하
는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라는 근로감독관의 존재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를 위해 사후적인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
조건의 기준 확보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후적인 처벌을
받고도 사업주가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를 거부한다면, 행정기관인 근로감독관으로서는 더
이상 동원할 수단이 없다. 근로감독관들의 처벌 등은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변동시키지 못
한다. 자신이 소속된 사업주가 법위반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별 근로자들이 민사소
송을 제기해서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근로
감독 제도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본질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사전적․행정적인 감독을 통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기준을 자율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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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원칙적인 모습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지시를 통해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를 주는 것도 자율적인 시정이 근로조건 확보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이 고
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로감독을 사업작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임검 등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6조는 위헌조항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106조는 “제

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臨檢)이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고 있는데, 임검이나 심문 등을 수사로 해석하는 이상 이 조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조제2항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06조가 위헌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106조는 근로
감독관의 임검 등이 행정작용의 성격을 가질 때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견해
가 있다.12) 그러나 제105조가 임검 등을 수사의 일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법에서 인접한 위치에 있는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법적 성격이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으로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
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무를 보면 임검 이후에 행정작용에서 그칠 것인지 사법작용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임검 당시에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임검 이후 근로감독관 등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임검 당시에 그 임검이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
를 가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통해 본 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 지위
사업장 근로감독이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 혼동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만이 아니다. 근로감독의 실질적인 근거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동일하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노동부 장관 훈령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에서는 사업장 지도감독(제2장), 신고사건 처리(제3장), 사법경찰관의 직무(제4장), 일반행
정사무(제5장) 등의 근로감독관 담당업무의 처리요건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1조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 근로
감독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
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
12)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 5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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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로 근로감독
을 사법작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는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 제ㆍ개정, 사회적 요
구 등으로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
는 수시감독,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
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
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감
독이 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이러한 규정을 보면 특별감독은 아예 수사를 목
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또한,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근로감독이 사법작용
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따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감독
을 한 경우, 최근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근로조건 자율개선13) 지원을
받은 사용자가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즉시 범죄인지를 통해 처벌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시정 기회마
저 주어지지 않고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이 전제되지 않은 저인망식이고 망라적인 수사

(예를 들어 특별감독)를 통해 곧바로 처벌에 들어가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처리를 다른 장으로
규율하여, 사전적 행정적인 근로감독과 사후적 사법적인 신고사건 처리를 형식적으로는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감독의 일종인 특별감독의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을 사
법작용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규정이 많다. 또한, 신고사건 중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실질
적으로 고소고발 사건과 같이 사법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만 천착하여 이를 행정
작용으로 취급하고 있는 등,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체계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근로조건 자율점검(또는 자율개선)이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
항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집무규정 제25조). 실제로는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인 대한공인노무사회
등에 위탁하여 자율점검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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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이러한 근로감독의 정의에서 근로감독에서 사법처리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행정조사로부터 사법처리까지를 포괄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근로감독의 차이를
명확히 법문에서 가려서 규정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 신고사건 처리, 법령질의 회
신, 인허가 및 승인, 취업규칙 심사, 노동동향 파악 및 기타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행위하는 것은 신고사건 처리이다. 그나마 신고사건
처리도 진정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일종의 민원으로 보고 행정사건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행위하는 것은 진정을 거쳐 입건하는 경우
와 고소고발 사건이 신고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감독을 통해 사용자가 법위
반 사실을 적발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불응하는 경
우에 불과하다.
진정사건을 입건되기 전까지는 행정작용으로 보는 것은 진정사건이 형사처벌 자체를 목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진정내용을 이행한다면 행정종결처리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감독도 마찬가지로 만약 시정지시에 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까
지 나아가지 않고 행정종결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목
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국가작용은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구별은 주체, 목적 등으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주체의 측면
에서는 동일한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바, 국가작용의 목적이 중요한 구별기준이 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근로감독 과정에서의 근로감독관의 지위를 사법경찰관만으로
오해하고, 실제로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로감독관도 사전적인 행정작용이 아니라 처벌을
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혼동과 착종(錯綜)에는 위와
같은 불명확한 규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착종은 양 국
가작용의 차이를 고려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조사와 사법작용으
로서 수사가 같은 작용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행정조사인 근로감독이 지금과 같이 수
사절차처럼 운영을 하게 된다면, 수사절차에 적합하게 적법절차가 강조되어야 하고, 변호
인 조력권, 영장주의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행정작용으로서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의 사법작용을 엄격하게 불리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고, 실무도 엄격하게 분리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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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장 근로감독의 적법성 제고방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근로감독은 본질적으로 행정절차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형사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사전적인 조치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
감독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사법작용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절차도 전혀 갖추
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근로감독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로감독의 현실을 인정하여 형사절차로 구성하고 이를 전제로 형사법적인 적법절
차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안과, 근로감독의 본질에 충실하게 행정절차로서 본질을 충실
하게 구현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1. 철저한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는 방안

(1) 특별근로감독을 근로감독에서 제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근로감독은 정기 또는 수시감독과는 달리 수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경우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한다. 그렇다
면 이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작용인 수사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
라서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려면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에서 제외
한다. 그리고 만약 특별근로감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지를 통해 처음
부터 수사를 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의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느 경우에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진다는 실무적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결국에는 인지수사
를 하기에 추상적인 정보만이 있는 상황, 즉 수사가 개시될 만큼 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사인)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하였다는 것을 자
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특별근로감독은 감독이지 수사가 아니라는 논리로 정당
화시켰지만, 특별근로감독은 문언상으로 그렇고 실무상으로도 그렇고 수사절차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특별감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에서 제외하고 수사에 적용하는 절
차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막연한 정보만 있을 뿐 인지의 명확한 근거가 없
는 경우에는 내사 등을 정보활동을 통해 인지의 대상이 될 만한 단서들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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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 감독대상 서류의 법정화
행정에 있어서 조사활동, 즉 정보나 자료의 수집을 위한 활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광범
위하게 행해져 왔다. 행정주체가 여러 가지 결정을 행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수
집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조사는 상대방의 신청서의 심사와
같은 수동적 형식으로 행해지는가 하면, 관계공무원에 의한 현장검증, 질문, 검사 등과 같
이 적극적이 활동을 통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래 행정조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외에,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 또는 사생활의 보호라
는 관점에서 행정조사의 요건 내지 절차가 재조명받고 있다.14) 이러한 관점은 행정조사의
일종인 근로감독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회
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개만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고, 그 공개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로감독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법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일부 내용이 있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모법의 근거가
전무하여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
무규정이 아니라 최소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영장주의 적용 여부와 임검 과정의 개선
근로감독을 사법작용으로 보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에는 당연히 영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영장주의는 근로감독을 행정작용으로 구성
하는 경우에도 논의가 될 수 있다.
행정작용으로서 근로감독은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고, 행정조사는 성질을 기준으로 할
때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근로감독은 전형적인 권력
적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
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뜻하는 행정조사를
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정조사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는 행정처분 등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보조
적․준비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와 달리 영장
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므로 원칙적으로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영장주의
14)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Ⅰ(제14판), 법문사, 2010, 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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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긴급한 상황 아래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는 견해가 유력하다.15)
생각건대,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 영장주의 적용 여부를 논하는 것은 행정조사에서
사실상 조사를 위한 강제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
감독 과정, 특히 임검 과정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근로감독관이 하는 임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고 감독할 목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사
소송법상의 수색은 아니다.16) 그런데 실무적으로 임검이 사실상 수색처럼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 근로감독관이 감독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하는 서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서류를 찾거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안 가지고 오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오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서류를 가져오게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영장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일응 타당한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는 이상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
은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다만, 근로감독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임검이 수색이 아닌 이상 사업주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고, 사실상 수색처럼 임검하여 서
류제출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하는 경우에는 불처벌
근로감독을 행정작용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감독에서 법위반 사실을 적
발하는 경우 시정지시를 명하고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강제수단으로서 과태료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노동관계법상
형사처벌 사항으로 규정한 위법사항을 보고서도 이를 묵과한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입건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정의 기회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시정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이 불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2. 현행과 같이 사법작용으로 구성하는 방안
근로감독이 실질적으로 수사로 인식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적법절
15) 성낙인, 헌법학(제12판), 법문사, 2012, 492면.
16)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 5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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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
행정조사로서의 근로감독은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전부유보설
에 입각하지 않는 한, 언제나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처럼 사법작용으로서 근로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은 이에 대한 적법절차 구현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훈령으로 근로감독의 요건,
절차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것으
로 평가될 소지가 다분하다.
모법의 위임 없이 절차 규정 등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다양한 법률요건 등을 담는 것은
노동행정입법에서 드문 현상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동위원회 규칙이다. 현재 노동위
원회 절차는 대부분의 근거를 노동위원회 규칙에 두고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규칙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법규성과 효력을 의심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노동위원회 절차가 노동위원회 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현재의 상
황을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동위원회 규칙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규명령
의 형식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법 질서 하에
서는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한 행정규칙에의 직접적인 위임이 존재하고 그 행정규칙에 국민
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법 현상에 대
해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요건과 기준 하에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
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고17), 대법원도
일정한 경우 이러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는 소
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18) 그러나 노동위원회 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
조, 제108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
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헌법상
확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종류ㆍ발령 주체․위임범위ㆍ요건 등에 관한 명시
적인 규정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
17) 헌재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등.
18) 대표적인 예로서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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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구나 그러한 법규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거나, 노동위원회 절차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절차규정의 대부분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9) 다만, 현실
적으로는 그 규정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노동위원회 규칙의 내용이 원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동위원회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포괄적인 근
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그러한 조항조차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단순히 근로감독관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규정이라기보다는 근로감독의 요건이나 근로감
독 결과의 처리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근로기준법령에 규
정하거나,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20)

(2)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21) 위와 같이 수
사는 결국에는 범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절차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무제한한 재량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허용하
는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방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사도 인정한 조건의 경우에만 시
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수사의 조건으로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논해
지고 있다. 수사의 필요성이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의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
적 혐의를 의미하며 객관적 혐의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
로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역시 자의에 의한 수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기관의 주관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22)
따라서 근로감독도 수사절차로 구성하는 이상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
19) 노동위원회와 유사하게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조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심판원 등)의 경우, 대부분 법률에 일정 정도의 절차규정을 가지고 있다.
20) 이러한 적법성 제고방안은 근로감독을 행정작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필요하나, 근로감독을 수사작용
으로 보는 경우에 더욱 긴절하다고 할 것이다.
21)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187면.
22)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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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23)

(3) 영장주의의 적용을 통한 우회적인 강제수사의 금지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이를 임의수사
의 원칙이라고 한다. 임의수사란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하며,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
라고 한다. 그런데 강제처분의 의의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며 근래의 다수설인 실질설
에 의하면 강제처분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
을 말하여, 이러한 의미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가 강제수사임에 반하여 상대방의 법익침
해를 수반하지 않는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본다.24)
임의수사도 일종의 한계를 가진다. 특히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서 행할 것을
요한다.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는 승낙
을 수사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남용의 위험이 수반된다. 수사기관과 직면한 사인에
대하여 참된 의미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장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제수사에 대
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거나, 수사기관이 탈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승
낙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25)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감독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자료제출을 간접적으로 강제하
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감독을 수사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행동
은 수사의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도, 피의자의

23)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특별근로감독은 모르겠지만 정기 또는 수시감독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현재와 같이 모든 근로감독을 사법작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기 내지 수시감독은 행정작용으로, 특별근로감독은 사법작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이다.
24)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222면. 강제처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이 직
접간접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는 해석하는 형식설,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한계를 적법절차의 요청과 관련하여 구해야 한다
는 전제에서, 수사기관의 처분이 법공동체가 공융하고 있는 최저한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것인 때에는 강제처분이라고 해야 한다는 절차기준설 등이 있다.
25)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226면/
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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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위헌적인 국가작용이 되는 것이다. 사용자의 자기방어권을 허
물어뜨리기 위해 영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강제처분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사이다. 따라서 근로감독을 나갔는데 사용자가 자료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처분을 하여야 한다.27)

Ⅴ. 결 론
1. 행정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양대 축으로 양자가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
작용이 아닌 사법작용의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합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
진다고 할 수 있다.

2. 과거에는 사업장 근로감독의 실질적 영향력을 고양시켜 합목적성을 높이는 것이 관
심사였고, 그마저도 몇몇 연구자에 의해서만 다루어졌다. 이는 근로감독의 근로조건 기준
확보 기능이 다소 약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례적으로 근로감독
의 합법성에 대해 연구할 모멘텀도 작았다고 할 수 있다.

3. 그런데 최근 새 정부에 의해 근로감독 강화가 강조되고 있고,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
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 기준의 충실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감독 기능이 강화가 되는 것에 비례하여 근로감독의 적법
성 제고방안으로서 적법절차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4. 현행 사업장 근로감독은 문언상, 실질상 일종의 수사절차로 취급되고 있어 합법성에
대한 요구는 행정작용인 경우보다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을 본질에 충실하게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면서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
는 요소를 제거하든지, 현행 상태를 존중하면서 더욱 엄격하게 형사절차 규정을 적용하든
지 하여야 한다.

5. 다만, 이는 근로감독 제도의 본질과 전체적인 구조에 관한 문제로서, 보다 근본적이
고 충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시론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27) 특히 특별감독처럼 처음부터 처벌을 전제로 들어오는 근로감독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성
이 더욱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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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atic Status of Labor Supervision and the
Suggestions to Enhance its Legitimacy
Dong-Wook Kim
The new administration has put an emphasis on the labor supervision. That is, when
the authority tries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labor supervision, it must pursue to retain
its legitimacy at the same time.
In practice, labor supervision is considered not a mere administrative action, but as a
composition to include some criminal investigation features. Given such characteristics, it
is required to stress more on its legitimacy than regarding other types of administrative
actions. Nonetheless, the practice of labor supervision seems to leave much to be desired
in that it lacks in legal device to ensure the due process principle. In order to fix such
problem, labor supervision should be reformed to restore its nature as an administrative
action and should be kept away from investigative character. There are some concrete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success of such reformation. Firstly, the legislative grounds
for the Executive Regulation for Labor Inspectors should be established in Labor
Standards Law.Secondly, the special labor supervision, which is known as a criminal
investigation rather than an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be removed from the contents
of labor supervision. Thirdly, some countermeasures should be made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the employers. For instance, the documents to be put under supervision
must be pre-specified. The inspection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to gratify due
process.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considered the last resort and employers should
be given sufficient chance to rectify the violations. It would be against the nature of labor
supervision as an administrative action to punish the employer without giving him/her
such chance for the self-rectification.
Keywords : labor supervision, administrative action, legitimacy,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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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 노동장비율, 인력부족률 등의 중간변수들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
용과 중소기업의 이윤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실증 분석을 시
도하였다. 사용 자료는 ｢사업체패널조사｣(2005-2013년 자료) 중 300인 미만
의 중소기업 표본이고 통계모형은 동태적 패널모형이다. 분석 결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인당 영업이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간변수들의 경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인당 고정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양측검증으로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는 약한 양(+)의 영향(단측검증
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
로자 비율이 고졸 초임과 대졸 초임, 인력부족률 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추정치의 부호 방향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고 있다.
소벨 검증 결과,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매개 역할을 하는 1인당 매출액 외의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
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재무성과,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장비율,
인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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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초반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0
년대 중반 이후 100만 명 대 시대에 돌입하였다. 2015년 현재, 고용이 가능한 비자로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12만 명에 이르고, 거기에 여러 경로를 통해 입국한 불법
체류 외국인 15만 명, 결혼이민자 26만 명 등을 합하면 고용 가능한 외국인이 1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법무부, 2016). 이들 외국인력 중에서 전문 외국인력 5만 명과 해외동포나
영주권자 중 일부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저학력 저숙련 직종에 취업하
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숙련 직종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무시할 수 없는 규
모로 성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늘어
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련 수준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근
로자의 존재는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통계청의 2013년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표본 외국인 근로자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14%,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가 46% 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통계들이 숙련도 측면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질적 심화를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낮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양한 각도에 분석될 필요가 있는데, 그 동안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권주안 외, 1995; 김정
호, 2009; 남성일, 2013; 조준모, 2004; 최경수, 2012; 한진희․최용석, 2005). 외국인 근로
자 유입으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그들에 의한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 가능성
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에만 한정될 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의미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실증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가 존재한
다면, 그 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지도 탐색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후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측정된 변수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자에 관한 연구는 시론적인 분석에 한정하고자 한다.
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그나마 유사한 해외 연구로는 Quispe-Agnoli and

Zavodny(2002) 정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지역별 산업 차원에서 이민유입이 자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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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배합,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서 본 연구처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기업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
는다. 국내 연구로는 이규용 외(2011) 정도가 있는데, 본 연구는 그 보고서의 후속 논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의 수가 이처럼
극히 제한적이어서 놀라운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분석할 만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운 데 있다. 이주자의 노동이동이 허용된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에는 이주자들의 기업
간 이동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효과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산업이나
지역 노동시장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혜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인 근로자의 고용이 특정 산업들에만 허용되고 더구나 기업 간 이동도 제한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얻는 이득에 관해서 기업 간 비교가 더 용이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관리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자료는 외
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부족한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노동시장 효과와 기업 재무효과 사이의 연관성에 있
다. 즉,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기업 재무효과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임금인하 효과
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연구는 후자에 대한 연구로 대체될 수 있다는 주
장이 그것이다(Freeman, 1998).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임금뿐 아
니라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비용 절약
이 기업의 재무성과 개선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기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뿐 아니라 노
동생산성을 통해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어떤 이론모형이든 실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주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기업
재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 이론모형도 실증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있기 때문
이다. 가령, 위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추론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임금인하
효과가 반드시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기업 재무
효과에 관해서도 실증적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순수 이론이 현실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
황들을 추상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에 더 가까운 이론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실증적 검증도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 분석 결과는 실천적인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기도 하다. 그 동안 선행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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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내국인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orjas, 1995).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관계에 있는가 보완관계에 있
는가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으로 나뉠
수 있는데,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보완재로서 이득을 보는 대표적인 집단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도
결국 그로부터 혜택을 보는 고용주들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제
주체별로 비대칭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입 효과를 중립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
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실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을 이룬다. 이처럼 실천적
인 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기업들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천적 의미도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태적 패널데이터 기법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할당은 정부
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 업종 내에서 특정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해당 기업의 선택에 의존하게 된다. 개별 기
업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 여부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의존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내생변수로 전환되게 된다. 이런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의 기업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
화시키고, 동시에 동태적 패널모형이라는 통계기법을 통해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나머지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 이론적 논의를 통
해서 본 연구의 통계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제Ⅲ장에서 본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와 기초 통계들을 정리하고, 제Ⅳ장에서는 회귀분석 결과들을 소개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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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
고 있는 본 연구는 수익성을 최종적인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기업의 궁극적 목적과
그 행위의 주된 결정요인이 이윤의 극대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서 수식 (1)로 표현된 이윤함수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1)

여기서  는 이윤,  는 생산함수,  는 외국인 근로자,  는 내국인 근로자, 아래 첨자
 ,  ,  ,  등은 각각 저숙련 근로자, 고숙련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 근로자 등을

가리키고,  는 임금,  는 자본,  은 이자율을 의미한다. 위 이윤함수에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 임금이 동일
한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그 변수들 중 고숙련 근로자의 비율, 이자율 등에 관한 정보가
본 연구의 사용 자료에서 명확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통계모형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명분이 되고 있는 인
력부족률은 노동생산성과 기업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 함수식에
인력부족률(   )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반영해서 재정리하여 함수식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2)

함수식 (2)는 기업 이윤을 노동생산성,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 저숙련 근로자 임금,
고숙련 근로자 임금, 노동장비율, 인력부족률 등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들

(대표적으로 생산과 비용 등의 2 가지 측면)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
기 위해서는 위의 결정요인 변수들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동시에 그들 결정요인 변수들이 기업의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즉,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에 노동생산성, 저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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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고숙련 근로자 임금, 노동장비율, 인력부족률 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위의 매개변수들이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위의 매개변수들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먼저 수식 (1)에서 우리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이 서로 독립적


이라면 기업의 이윤은 노동생산성(  )에 대해서 양의 함수이고 임금(      )에

대해서는 음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임금수준이 노동비용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질을 통해
서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나 노동생산성이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선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는 하지만, 임금이 노동시장 차원에서 외생적으로 결정
된다고 가정하면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기업 이윤에 각각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통계적인 목적에서 회귀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을 동일한 것으로 통제한다
면 임금이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은 음수가 될 것이고, 임금을 통제한다면 노동생산성이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은 양수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노동장비율은 생산비용
과 노동생산성 양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
로만 추론할 수 없어서 실증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 된다. 이 수식에서 우리는 노동장비율이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기계의 한계생산성과 이자율의 관계 속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따라서 노동장비율이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력부족률은 기업의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인력부족은 노동의 한계생산과 임금이 같은 수준까지 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 즉 노동의 한계생산이 임금보다 더 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의 해소는
기업의 이윤을 올리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력부족의 존재가 기업의 이윤을 극
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저숙련 근로자 임금, 고숙련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노동장비율, 인력부족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 동안의 선행연
구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관계에 있는가 보완관계에 있는가를 주목하면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떨어뜨리고 고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Borjas, 1994; 1995; 2003).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일차적으로 저숙련 인력의 공급 증가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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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관계에 있는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노동공급 증가로 임금 인하 압력을 받게 된다. 반면에, 저숙련 인력의 고용증가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보완관계에 있는 고숙련 내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노동수요 증가로 나타나
게 되고, 그 결과 고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게 된다. 외국의 선행 실증연구들에 따르
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이 입증되
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modest)으로 확인되고 있다(Altonji and Card, 1991;

Card, 2001; De New and Zimmermann, 1994; Dustmann et al., 2003; Friedberg & Hunt,
1995; LaLonde and Topel, 1991). 우리나라의 산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외국인 근로자 유
입의 임금효과를 분석한 이 규용 외(2011)에서도 대체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저
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과정
들이 [그림 1-A]에 도해되어 있다(Borjas, 1995). 원래의 노동공급 곡선이 외국인 유입에
따라서   에서   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에서  으로 떨어지
고, 고용은   에서   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은 사다리꼴 모양의   만
큼 사용자 잉여 증가를 보게 되는데, 그 중 삼각형 모양의  ′  만큼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으로 창출된 잉여이고, 사각형 모양의   ′  만큼은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
금 인하로 인해서 가치가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저숙련 내국인력의 수가 저숙련 외국인력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
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기업의 이득은 상당 부분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
의 임금 인하에 따른 가치이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A) 저숙련 근로자

(B) 고숙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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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고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고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B]에 도해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고숙련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이전
의 사용자 잉여는 삼각형     이고, 유입 이후의 사용자 잉여는 삼각형     이기 때
문에 고숙련 근로자의 경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사용자 잉여 변화는 노동
수요 증가 정도와 그에 따른 임금 변화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기
업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
자 유입의 임금효과가 노동시장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외
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인건비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임금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고용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노동시장이 서로 단절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규모와 기업별 배분을 정
부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는 노동시장과 그렇
지 않은 노동시장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저숙
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배분 절차 중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고용허가
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유입 규모를 결정하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별 배분도 해당 기업의
인력부족 정도나 점수제 등에 기초해서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의 기업 간 이동도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 산업에서도 일관되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허용된 산업 내에서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섹터와 비고용 섹터로 구분할 여지가
남아 있다. 셋째, 외국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문취업제의 경우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주고 있지만, 그들의 주된 취업 분야는 건설업, 음식점
업, 개호업 등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보이
고 있는 이상의 특성들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섹터와 비고용 섹터가 완벽하
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분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섹터 간 구분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만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재무효과가 과소 추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
문에 그 통계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다. 이상의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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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떨어뜨릴 것이다.
가설 2.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생산성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주된 이유는 우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국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해당 직업 경험 등이 적어서 숙련도도 낮고 학습능력도 떨어질 가능성
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선배나 동료들
로부터 일상적인 기술 전수와 학습이 요구되고 있는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장벽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들이 고도의 숙련을 쌓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높다.
저숙련 외국인과 내국인들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개인의 숙련 형성뿐 아니라 작업팀의
공동 작업과 팀워크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작업조직의 전반적인 효과성도 떨
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만나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우리나라 내국인 근로자들보다 높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된
다. 여기에서 비교대상 내국인 근로자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들에 대해서 내국인 청년층 근로자들의 기피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내국인
청년층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보다는 내국인 중고령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
들이 비교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우리나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내국인의
중소기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노용진․이규용(2012)에 따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동일한 조건의 내국
인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9% 정도 낮지만, 여성 근로자들에 비해서 17%, 중고령 남성 근로
자들에 비해서 11% 정도 더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밖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단기간에 높은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머무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에 적극적이어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이 1인
당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노동생산성 측정치
가 인당 생산성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점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고용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역으로 그것의 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이
라는 가설을 세우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탐색과제를 설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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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과제 1.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노동장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을 통해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의 임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기계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는 셈이 된다. 통상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동인을 가지게 되겠지만, 통상 자동화나 기계화는 단순반
복적인 직무부터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숙련 근로자의 과업들이 기계화에 의해
서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
용 기업보다 노동장비율을 더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노동장비율을 낮출 것이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그것 자체로서 노동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
으로는 그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긴 하지
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선적으로 도
출하기가 쉽지 않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저숙련 근로자
들의 임금을 떨어뜨려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급은 해당 기업의 임금수준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
의 유입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임금수준을 낮추어서 일부러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억제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
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저숙련 내국인
의 인력부족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십
만 명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
명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인력부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인력부족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서 다음과 같은 탐색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탐색과제 2: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인력부족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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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매개로 해서 기업의 이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밖에는 이론적으로 단선적인 매개변수들이 발견되지 않는데, 노동생산성은 기업 이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이론적으로 추론되지 않고 있다.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고, 노동장비율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단선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인력부족률은 기업의 이윤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인력부족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가가 순수 논리적으로 해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확인
이 필요한 상태이다.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라도, 그 감소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자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절약 효과가
지배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5.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해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정리해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출되는 정도이고, 나머
지 변수들인 매개변수들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고 있다. 노동생산
성과 인력부족률의 경우 각각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생산성과 인력부족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
론적으로 예측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노동장비율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론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과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무효과에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고 나머지 중간변수들에 대해서는 탐색적 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6.1.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2.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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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과제 3.1. 노동생산성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탐색과제 3.2. 노동장비율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탐색과제 3.3. 인력부족률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고, 부차적 과제로서 그 재무효과의 경로를 탐색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재무효과를 가능한 한 엄밀하게 추정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외국인 근로자의 내생성
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동태적 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동태적 패널모
형은 오차항의 자기상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의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한
패널모형을 말한다.

                  

(3)

그것의 추정 기법으로는 차분 GMM(Arellano & Bond, 1991)과 체계적 GMM 기법

(Blundell & Bond, 1998)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체계적 GMM 기법을 사용하였다. 체계적
GMM 기법은                   등의 선행 차분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사
용해서 회귀식 (3)을 추정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기법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윤윤규 외(2013)를 참조하길 바람).
본 연구에서 시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매개변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소벨 검증(Sobel

Test)을 사용하고자 한다1). 매개변수를 검증하기 위한 다른 방법론으로 Baron and
Kenny(1986)의 4단계 접근법과 구조방정식 모형 등이 있지만, 전자는 엄밀한 통계검증 기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후자는 기본적으로 각 경로의 통계모형들이 OLS에
1) 소벨 검증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먼저 3개의 변수(독립변수:  , 매개변수:  , 종속변
수:  )가 있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매개변수(  )의 통제없이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계수의 추정치를  라 하고, 매개변수(  )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계수의
추정치를  이라고 하면  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소벨 검
증이다. 이것의 추정을 위해서는 독립변수(  )가 매개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와, 독립변수
(  )의 통제 후 매개변수((  )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를 이용해서 검증하게 된다. 이상
의 논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소벨 검증은 Baron and Kenny(1986)의 4단계 접근법과 유사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지만, 더 엄격한 통계 검증을 제시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용진)

119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런 사정들을 감
안해서 여기서는 소벨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소벨 검증은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나
각 모형들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표본들의 크기가 서로 다를 때 검증의 정확성이 떨어지
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엄격한 원칙은 없지만, 표본의 크기가 100 이상일 때
중규모 수준의 매개효과는 잡아낸다고 주장되고 있고(Sobel, 1986)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
에 대해서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소벨 검증을 사용하는 데 무
리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서 설정한 본 연구의 통계모형은 [그림 2]에 정리되어 있다. 본
분석모형의 최종 종속변수는 기업의 이윤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
율이다. 그 두 변수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들로서 노동생산성, 저숙련 근로자 임금, 고숙련
근로자 임금, 노동장비율, 인력부족률 등을 사용했다. 그 밖의 통제변수들로서 비정규직
비율, 노조 존재, 시장경쟁 정도, 제품수요 변동, 복수사업체 여부 등도 포함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의 가용 변수를 감안해서, 1인당 영업이익을
기업의 이윤 변수로, 1인당 매출액을 노동생산성 변수로, 고졸 초임 수준을 저숙련 근로자
임금 변수로, 대졸 초임 수준을 고숙련 임금수준으로, 1인당 고정자산액을 노동장비율로,
다수 직종의 인력부족률을 인력부족률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통계모형이 동태적 패널모
형이기 때문에 고정효과와 판별할 수 없는 시간불변적 범주변수들(대표적으로 산업 변수)
은 제외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120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4호

Ⅲ. 자료와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5차 웨이브

(2005-2013년)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 단위 조사인데, 그것의 모집단과 표본추
출 방식, 조사 대상자, 설문조사 방식과 절차 등 기본 특성에 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자 한다(그것들에 관해서는 ｢사업체패널조사 가
이드북｣에 상술되어 있으니 참조하길 바람).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 크기는 2005년 자
료에서 1,900개, 2007년 자료에서 1,735개, 2009년 자료에서 1,737개, 2011년 자료에서

1,329개, 2013년 자료에서 1,775개 등인데, 그 중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체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300인 미만 사업체만을 사용한 주된 이유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중
소기업 중심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조직규모의 저숙련 외국인 비고용 사
업체들과 비교하기 위한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에 가한 또 한 가지의 제한은 3개
이상의 연도에 남아 있는 표본들만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동태적 패널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3개년 이상의 패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들을 통
과하고 본 연구의 사용 변수들에 결측치가 없는 사업체들만 선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남은
표본의 크기들은 2005년에 245개, 2007년에 291개, 2009년에 284개, 2011년에 307개,

2013년에 270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기초 통계가 정리되어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의 특성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의 표본들을 구분해서 기초통계를 정리하였다. 먼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비율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표본의 크기를
전체 표본 크기로 나누면 구할 수 있는데, 대체로 20% 전후를 보이고 있다. 즉, 2005년에
는 21.6%, 2007년에는 24.4%, 2009년에는 17.2%, 2011년에는 21.5%, 2013년에는 15.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표본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에 관한 표본을 보면, 대부분의 해에 10% 전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비율이
표본 기간 중 2009년에 11.1%로 가장 높고, 2011년에 9.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 간의 재무성과들을 비교해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전반적으로 더 저조한 상태에 있다.2) 먼저 1인당 영업이익을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의 그것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들이 비고용 기업보다 1인당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수준에
2) 1인당 영업이익, 1인당 매출액, 1인당 고정자산 등을 회귀분석에 사용할 때에는 GDP-deflator로 조정
하였으나, <표 1>에 정리된 기초통계를 구할 때에는 조정하지 않은 값들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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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낮을 뿐 아니라, 수익성 변화 추이 측면에서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이
더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수익성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은 비고용 기업보다 더 낮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노동
생산성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이 고용 기업보다 1.25배 정도 높은데, 2013년
에는 1.68배로 그 차이가 더 늘어나고 있다. 재무성과상의 이런 차이들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의 원래적인 특성 차이인지 아니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라 발생한 차이인지는 기초통계로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귀분석 결과를 통
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1인당 고정자산을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보다 노동장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령, 2009년
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이 고용 기업보다 1인당 고정자산이 2.6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가 가장 낮은 해인 2007년에도 1.5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런 점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기계화 정도가 비고용 기업보다 매우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 사이의 노동생산성
의 차이 중 일부는 노동장비율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임금수준을 보면, 고졸 초임이나 대졸 초임 모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고졸 초임은 고졸 군필 남성 근로
자의 초임 수준을 가리키고, 대졸 초임은 대졸 군필 초임 수준을 가리킨다. 여기서 고졸
남성 근로자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재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소
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기피 현상 때문에 청년층보다는 여성 근로자나 중고령 근로자가 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적 대체재일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
터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 정보가 고졸 초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저숙련
근로자 임금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통계 결과들을 보면, 고졸 초임의 경우 저
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이 고용 기업보다 2-6%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
졸 초임의 경우 0.3-7.0%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임금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대부분의 해에 비고용 기업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흥미롭다. 여기서 인력부족률은
다수 직종의 인력부족률을 의미한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수 직종인 직접
노동 분야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수 직종 근로자의 인력부족률은 저숙련 외국
인 근로자 배치 직종의 인력부족률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통계 결과들을 보면, 2011년
을 제외하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보다 많게는 2.0%까지 더 낮
게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결과들로부터 우리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중소기업
의 생산직 인력부족 문제를 일정하게 해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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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
A.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변수

2005(N=53)

2007(N=71)

2009(N=49)

2011(N=66)

2013(N=42)

외국인 비율

9.7(6.0)

9.9(9.9)

11.1(10.4)

9.4(9.0)

10.4(14.7)

인당 영업이익

9.9(12.9)

10.4(19.1)

14.8(23.7)

9.5(26.0)

-13.1(131.6)

인당 매출액

232.4(146.6)

300.4(284.1)

255.5(176.4)

310.6(238.8)

342.3(317.1)

인당 고정자산

74.9(61.8)

90.7(82.7)

89.8(90.0)

110.6(131.5)

118.8(128.6)

고졸 초임

1621(271)

1782(249)

1896(293)

2031(344)

2113(237)

대졸 초임

1908(353)

2040(327)

2243(349)

2320(365)

2415(276)

인력부족률

6.2(21.7)

2.0(5.8)

2.6(7.3)

2.3(4.8)

1.0(2.2)

124.7(70.5)

129.1(99.6)

149.7(172.6)

125.0(107.5)

142.0(94.4)

근로자수
비정규직 비율

7.5(12.7)

4.6(9.7)

6.1(12.9)

5.4(10.1)

7.4(16.4)

유노조

0.13(0.34)

0.15(0.36)

0.16(0.37)

0.17(0.38)

0.17(0.38)

시장 경쟁

3.87(0.88)

4.03(0.81)

3.90(0.85)

3.92(0.83)

3.69(1.00)

수요 변동

3.64(0.92)

3.23(0.91)

3.45(0.98)

3.20(1.10)

3.07(0.92)

복수사업장

0.40(0.49)

0.39(0.40)

0.27(0.45)

0.30(0.46)

0.40(0.50)

2005(N=192)

2007(N=220)

2009(N=235)

2011(N=241)

2013(N=228)

12.6(55.8)

19.2(51.7)

24.8(57.4)

47.1(278.2)

64.8(641.3)

B. 외국인근로자 비고용 기업
변수
인당 영업이익
인당 매출액

291.1(324.7)

364.8(437.7)

445.9(649.4)

526.3(724.3)

576.5(999.0)

인당 고정자산

124.2(212.4)

132.4(230.6)

233.0(805.5)

230.6(647.8)

222.6(485.8)

고졸 초임

1716(364)

1886(426)

1929(366)

2102(366)

2230(445)

대졸 초임

1971(425)

2144(480)

2249(426)

2435(444)

2576(509)

인력부족률

8.2(83.0)

2.6(10.7)

3.4(16.6)

2.0(6.3)

2.7(9.3)

근로자수

98.6(61.9)

96.8(66.3)

94.5(62.5)

95.9(64.8)

94.5(66.2)

비정규직 비율

12.0(19.1)

7.7(17.5)

6.2(14.5)

8.2(17.6)

8.2(17.0)

유노조

0.21(0.41)

0.18(0.39)

0.22(0.42)

0.22(0.42)

0.23(0.42)

시장 경쟁

3.84(1.05)

3.83(1.00)

3.71(0.87)

3.87(0.91)

3.84(0.89)

수요 변동

3.18(0.97)

3.20(0.96)

3.20(0.87)

3.12(0.94)

3.06(0.93)

복수사업장

0.27(0.45)

0.29(0.45)

0.28(0.45)

0.30(0.46)

0.36(0.48)

근로자 수를 보면, 놀랍게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보다 평균적
으로 조직규모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120-150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
의 평균 근로자 수는 90명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허가제가 조직규모가 적을수록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높여주고 있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할당에 있어
서는 선착순이나 점수제3) 등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3) 종전에서는 선착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할당해오다가 점수제를 2012년 일부 산업에, 2013년에 전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점수제의 항목들로는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 인원 비율(낮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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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 통계들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정리된 비정규직 비율은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값인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통계 결과를 보면, 비정규
직 비율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보다 다소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더하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된다. 여기서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이유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 때문에 비정규직을 더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
터 그런 특성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인지는 이 통계
만으로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일반 특성들을 보면, 유노조 기업의 비율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에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 중
유노조기업의 비율은 20%를 넘어서고 있으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경우에
는 13-17%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시장경쟁의 정도는 2007-2011년에는 저숙련 외국인 근
로자 고용 기업이, 2005년과 2013년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이 더 치열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수요 변동을 보면,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해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들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처럼 수요 변동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의 강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다.

Ⅳ.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들은 <표 2>에서 <표 4>까지 정리되어 있다. 회귀모형은 모두
동태적 패널모형이다. <표 2>에는 고졸 초임과 대졸 초임을 종속변수들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들이, <표 3>에는 노동생산성, 인력부족률, 노동장비율 등을 종속변수들로 하는 회귀
분석 결과들이, <표 4>에는 수익성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들이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회귀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고졸 초임과 대졸 초임, 노동생산성,
인력부족률, 노동장비율 등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소벨
록 높음 점수를 받음), 신규고용신청인원(적을수록 높은 점수), 고용센터를 통한 내국인 고용인원, 건
설업/농축산어업, 고용허가제 위법 여부, 외국인 근로자 이동 여부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기준들을
보면, 영세기업이라고 해서 가점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영세기업일수록 오히려 이들 요건을 충족하
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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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임금 수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284, T=1～3)
독립변수

종속변수
고졸 초임

대졸 초임

5.580 (0.606)

6.264 (0.528)

Lag(종속변수)

0.239***(0.078)

0.176***(0.068)

외국인 근로자 비율

상수항

-0.003 (0.003)

0.001 (0.003)

인력부족률

0.000 (0.000)

-0.001*(0.000)

log(인당 고정자산)

0.028 (0.027)

0.002 (0.025)

비정규직 비율

0.000 (0.001)

0.000 (0.001)

유노조

0.051 (0.047)

0.051 (0.060)

복수사업체

0.001 (0.025)

0.005 (0.023)

-0.002 (0.008)

-0.001 (0.008)

시장경쟁 정도
수요 변동

0.009 (0.007)

0.010 (0.007)

2009년

0.018 (0.016)

0.049***(0.015)

2011년

0.087***(0.016)

0.103***(0.016)

2013년

0.124***(0.024)

0.150***(0.019)

151.07

176.44

Chi-Square

주: ^ p<0.10(단측검증) * p<0.10(양측검증) ** p<0.05(양측검증) *** p<0.01(양측검증)

테스트(Sobel Test) 결과들을 <표 5>에 정리하였다.
먼저 <표 2>에 정리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임금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들
을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고졸 초임과 대졸 초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계수추정치들의 부호는 이론적 예측과 같이 고졸 초임에 대해
서는 음수, 대졸 초임에 대해서는 양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 않은 상
태에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대체관계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인하 효과
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하게 추론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예상만큼의 통계적 유의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산업과 비고용 산업간 분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에는 한 산업의 임금효과가 다른 산업으로 이전되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임금효과를 과소 추정하게 될 수 있다. 산별 단위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유입의 임금효과를 분석한 이규용 외(2011)에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미루어서 이 가능성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저
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허용된 산업 내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과 비고
용 기업 간 분절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임금효
과 추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는, 고졸 남성 청년 근로자와 대졸 남성 청년 근로자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재와 보완재로서 대표성이 약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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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노동생산성, 인력부족률, 노동장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284, T=1～3)
독립변수
상수항

종속변수
Log(인당 매출액)

인력부족률

Log(인당 고정자산)

-5.336 (0.938)

-2.352 (14.484)

-5.916 (1.384)

Lag(종속변수)

-0.226 (0.185)

**

-0.008 (0.004)

-0.289**(0.135)

외국인 근로자 비율

-0.006^(0.004)

-0.043 (0.127)

-0.029**(0.015)

인력부족률

-0.001 (0.002)

log(인당 고정자산)

-0.029 (0.031)
***

-

-0.003 (0.004)

-

***

-0.609 (3.345)

-0.790

-0.000 (0.001)

-0.017 (0.054)

-0.002 (0.002)

유노조

-0.077 (0.125)

-1.437 (2.289)

-0.019 (0.234)

복수사업체

-0.134 (0.157)

-0.032 (1.394)

-0.094 (0.158)

^

-0.818 (0.502)

-0.064^(0.050)

log(근로자수)

-0.264

비정규직 비율

(0.097)

***

(0.271)

시장경쟁 정도

-0.053

수요 변동

-0.022 (0.024)

-0.187 (0.431)

-0.052^(0.038)

2009년

-0.010 (0.036)

-1.150 (1.184)

-0.123**(0.058)

2011년

-0.104**(0.045)

-2.165**(1.063)

-0.039 (0.078)

-0.071 (0.056)

^

2013년
Chi-Square

(0.020)

68.32

-1.930 (1.268)
9.98

-0.252***(0.087)
69.88

주: ^ p<0.10(단측검증) * p<0.10(양측검증) ** p<0.05(양측검증) *** p<0.01(양측검증)

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집단을 대체하는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는, 임금수준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패널조사｣는 임금수준과 관련해서 연봉액수만을 조사하고 있을 뿐 그것의
기준이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해서 조사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임금수준의
측정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임금과 달리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 인력부족률, 노동장비율(1인당 고정자산) 등에
미치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영향은 기업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 3>에서
그 효과들에 대한 추정결과들을 보면, 우선 1인당 매출액에 대해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비율이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적 유의도가 약하기 때문에 표준적인 검증 기준을 통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는 약하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 아닌가 추측된다. <표 3>에 정리된 세 가지 매개변수들 중에서 1인당 고정자산이 저숙
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의 영향을 가장 높게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에 의해서 양측검증으로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받고 있
다. 이 결과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계 산업의 구조조정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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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노동장비율을 통해서
기업의 노동생산성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
로, 인력부족률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
고 있으나 그 추정 계수의 부호가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1인당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1인당 영업이익의 로그값을 취할 때, 1인
당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log(-인당 영업이익)의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모형의 사양

(model specification)은 크게 3가지이다. 1열에는 매개변수들을 모두 제외한 모형의 추정
결과가, 2열에는 노동생산성만 제외한 모형의 추정 결과가, 3열에는 매개변수들을 모두 포
함한 모형의 추정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추정 결과들을 보면, 매개변수들이 없을 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인당 영업이
익에 미치는 영향은 양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다.
노동생산성을 제외한 다른 매개변수들을 포함한 2열의 추정 결과를 보면, 통계적 유의도
<표 4>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영업이익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284, T=1～3)
독립변수

종속변수= log(인당 영업이익)
(1)

(2)

(3)

상수항

1.479 (1.662)

3.095 (5.774)

-8.508 (6.178)

Lag(종속변수)

0.180**(0.071)

0.181***(0.070)

0.171***(0.065)

외국인 근로자 비율

0.046*(0.025)

0.051**(0.025)

0.036^(0.028)

log(인당 매출액)

-

-

1.810***(0.330)

인력부족률

-

-0.006 (0.007)

-0.008 (0.008)

log(인당 고정자산)

-

-0.032 (0.087)

-0.090 (0.097)

log(고졸 초임)

-

-1.026 (0.911)

-1.217^(0.854)

log(대졸 초임)

-

0.831 (0.963)

0.916 (0.911)

log(근로자수)

0.024 (0.371)

-0.008 (0.364)

0.619*(0.349)

비정규직 비율

-0.004 (0.006)

-0.004 (0.006)

-0.006 (0.006)

유노조

-0.296 (0.510)

-0.366 (0.552)

-0.227 (0.584)

복수사업체

-0.093 (0.424)

-0.147 (0.427)

-0.432 (0.423)

시장경쟁 정도

-0.113 (0.120)

-0.119 (0.125)

-0.039 (0.114)

수요 변동

0.061 (0.107)

0.088 (0.107)

0.046 (0.102)

2009년

0.052 (0.159)

0.033 (0.181)

0.043 (0.170)

2011년

0.168 (0.152)

0.157 (0.196)

-0.036 (0.191)

2013년

-0.274^(0.195)

-0.256 (0.260)

-0.418*(0.245)

20.36

23.07

71.63

Chi-Square

주: ^ p<0.10(단측검증) * p<0.10(양측검증) ** p<0.05(양측검증) *** p<0.01(양측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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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측검증으로 α=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결과는 고졸 초임,
대졸 초임, 인력부족률, 1인당 고정자산 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가능
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까지 포함한 모든 매개변수들을 포함
한 3열의 추정결과를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의 유의도가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결과와 2열의 추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추정치의
유의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1인당 영
업이익 사이를 매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열의 추정 결과에는 매개변수
들의 계수 추정치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1인당 매출액이 양측검증으로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고졸 임금수준이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발견되고 있다. 그 밖에 인력부족률,

1인당 고정자산, 대졸 초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추정치의
부호 방향은 인력부족률은 음(-), 1인당 고정자산도 음(-), 대졸 초임은 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대졸 초임의 부호 방향은 이론적 예측과 반대이다. 임금수준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것이 인적자원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단선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임금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추정 결과들은 노동생산성이 1인당 영업이
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1인당 영업
이익에 약하게나마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와 <표 3>의 추정결과들과 <표 4>의 3열의 추정결과를 이용해서 실시한 소벨
검증 결과들을 <표 5>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들을 보면, 5가지 요인들 중에서 외국인 근로
자 고용과 영업이익 사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는 변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1인당 매출액만이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매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고정자산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1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고, 고졸 초임의 경우에는 1인당 영업이익에 약하게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대졸
초임과 인력부족률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받지 못하고
있고 1인당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데(표 4 참조), 그것의 이익증대 효과는 여러 가지 매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노동생산성, 고
졸 초임, 대졸 초임, 인력부족률, 인당 고정자산 등이 모두 양(+)의 방향으로 약한 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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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 효과들의 집적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이익증대 효과에 기여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표 5> 소벨 검증 결과
매개변수

고졸 초임

대졸 초임

인당 매출액

인력부족률

인당 고정자산

Z-value

0.803

0.411

1.536

0.322

0.837

주: ^ p<0.10(단측검증) * p<0.10(양측검증) ** p<0.05(양측검증) *** p<0.01(양측검증)

Ⅴ. 맺음말
이상으로 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된 독립변수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고, 최종적
인 재무성과 지표는 수익성 지표로서 1인당 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중간변수들

(intermediate variables)로서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 저숙련 근로자 임금(고졸 초임),
고숙련 근로자 임금(대졸 초임), 노동장비율(1인당 고정자산), 인력부족률 등이 저숙련 외
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 변수들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고용과 기업의 수익성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용 자료
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5차 웨이브(2005-2015년) 중 300인 미만의 사
업체 표본이고, 통계모형은 동태적 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인당 영업이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간변수들 중에서는 1인당 고정자산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
에 의해서 양측검증으로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받고 있고,

1인당 매출액이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밖에 고졸 초임과 대졸 초임, 인력부족률 등에 대해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부호의 방향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
하고 있다. 소벨 검증에 따르면, 이들 중간 변수들 중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기업의 이윤을 매개하는 변수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노동생산성 지표인 1인
당 매출액이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매개 작용을 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변수들이 발견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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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기업의 이윤을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변수로서 가장 큰 기
대를 받고 있는 것이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수준인데, 본 연구에서 그것의 매개변수 역할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고용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1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측정 방식에 문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졸 남성 근로자
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의 대체관계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 간 분절이 크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추후
다른 연구들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실증분석 결과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이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인하를
통한 가치 이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기여도에
서 비롯된 것인지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본 연구의 결
과는 후자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떨어뜨리지 않고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외국
인 근로자 유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
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줄이기보다는
그것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
음을 보여준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논거로서 인력부족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들의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것 이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특정 집단에
만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 효과를 중립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
서 중소기업들에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것은 본 연구의 사용 자료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관계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 집단이 누구인지, 그들의 임금수준에 대
한 대리변수로 고졸자 초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약점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재무성
과 지표가 기업단위로 측정되고 있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나 다른 통제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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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업체 단위에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단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한계
들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한 다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다.
특히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것의 매개변수들일 가능성이 높은 변수들의 매개 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은데, 그 점들에 대해서 추후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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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es the Use of Low-skilled Migrant Workers Affect Firm
Performance of SMEs?
Yongjin Nho*
4)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the use of low-skilled migrant workers affects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s. More specifically, how it affects profitability and some
other intermediate variables such as labor productivity, wage level of low-skilled domestic
workers, wage level of high-skilled domestic workers, labor equipment ratio, and labor
shortage rate. This study also explores whether each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acts as
a role of mediator. Dynamic Panel Data Models are utilized as the statistical models of
this study, and the SME sample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in Workplace Panel Survey
data (2005-2013) is util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operating
income per capita. Out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the fixed asset per capita is
negatively affected significantly at α=0.05 by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and sales per capita is positively affected by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but only significant at α=0.10 by one-tailed test. On the other hand, the pay
levels of male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and labor shortage ratio are not affected
significantly by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Sobel tests indicate that any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does not play a role of medi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and the operating income per capita. At most the sales per
capita acts a weakly positive mediating role, significant at α=0.10 by one-tailed test.
Finall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low-skilled migrant workers,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labor
productivity, wage, labor equipment ratio, labor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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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제 7 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윤리헌장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려면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
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신분)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징계 여부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소명기회의 부여)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 10 조(비밀유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표절의 심사
제 11 조(표절의 심사) 산업관계연구의 편집위원회는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표절 여부를 심사한다.
제 12조 (제재) 학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① 산업관계연구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학회홈페이지에서 논문 삭제
제13조(심사 결과의 회부) 편집위원회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표절심사 결과를 윤

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4장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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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1997. 11.15 개정
2003. 5.16 개정
2007. 10. 1 개정

제 1 조 (목적) 편집위원회는 산업관계연구의 편집 및 제작업무를 담당하며, 동 학회지

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구성)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경

영학, 경제학, 법학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총 6명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
의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이 6년 이상이 되고 우수한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외 학문 분야의 편집위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하면
분야별로 2명 이내를 추가할 수 있다.
제 3 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1회에 반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교체할 수 없다.
제 4 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
제 5 조 (편집 방침 및 논문 작성 요령의 개정) 산업관계연구의 편집 방침과 논문 작성 요령

을 개정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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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논문 선정 규정
2007. 1.15 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관계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우수한 논문을 산업관계연구에 발표한 연구자의 시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최우수논문선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위원회는 아래 각 항에 따라서 구성되어 활

동을 한다.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편집위원들이 선정위원이 된다. 편
집위원의 논문이 심사 대상인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제외된다.
필요시 외부 인사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의 논문 중 학문
적인 기여도와 수준이 가장 높은 2편을 선정하여 해당 논문의 저자를 수상 후
보자로 학회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제 3 조 (수상자 확정) 최우수논문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논문 2편에 대하여 한국고용노사

관계학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최우수논문상 1편을 확정한다. 최우수논문에 해당하
는 논문이 없을 경우 우수논문상 1~2편을 시상할 수 있다.
제 4 조 (시상) 결정된 수상자에게 매년 상반기 학회 총회에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제 5 조 (부칙)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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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방침
1997.
2003.
2007.
2008.

11.15
5.16
10. 1
12.19

개정
개정
개정
개정

1) 학회지는 1년에 4회 (3, 6, 9, 12월, 각 15일) 발행한다.
2) 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이거나, 학회의 추천을 받은 노사관계 전문학자에 한한다.
3) 투고 논문은 타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에 관한 책임은 저
자에게 있다.

4)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논문이 편집위원장에게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1인의 편집위원에게 2인의
심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심사에 들어간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저자에게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
다. 심사 결과는 ‘그대로 게재’, ‘수정후 게재’, ‘대폭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로 구
분하고 ‘수정후 게재’와 ‘그대로 게재’ 는 게재 가능한 등급으로, ‘대폭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는 게재 불가 등급으로 분류한다.
- 두 심사위원이 모두 ‘그대로 게재’로 판단하면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두 심사위원이 ‘수정후 게재’ 혹은 ‘대폭 수정후 게재’로 판단한 경우 저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고,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 혹은 편집위원장이 수정된 원고를 재심사한다.

- 한 심사위원은 ‘그대로 게재’, 다른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
이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판단을 한다.

- 그 외의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학회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 모든 심사위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한다.
-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이 제출한 논문은 해당 분
야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이 경우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5)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연구 주제의 중요성과 가치
․노사관계 연구에 대한 이론적 기여도
․노사정의 노사관계 정책 수립에 대한 실무적 기여도
․노사관계 교육에 대한 교육적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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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주제의 적절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학회지로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
는 정도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실증적 연구 중 양적 연구의 경우, 샘플링, 데이터 수집, 통계 처리, 가설검증 단계에
서 과학적 엄밀성을 준수한 정도
․실증적 연구 중 사례연구의 경우 사례의 적합성과 대표성, 사례기술의 치밀함과 객
관성, 사례와 결론 간의 논리적인 설득력
․이론적 연구의 경우, 기존 이론의 종합분석의 타당성, 논문 각 부분의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 새로운 이론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

(4) 연구 내용과 방법의 창의성
․연구의 내용과 형식이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정도
․수집된 데이터나 사례의 특이성
․이론과 가설이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정도
․방법론의 독창성

(5) 논문 내용 표현의 적절성
․논문의 형식이 학술적 관행에 부합하는 정도
․논문의 기술 방법이 학술적 관행에 부합하는 정도

(6) 기존 연구의 표절과 자기복제의 금지
․논문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표절과 자기복제의 문제가 있는 경우, 게재 거부함.

(7)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정도
․원고제출방식이 산업관계연구의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정도

6) 게재 또는 불가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에 편집위원장은 논문 제출자에게 결정사
항을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7) 정기학술발표대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원칙적으로 위의 심사 절차 및 기준
에 의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회장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심사 절차나 기준의 엄격성과 공정성
은 위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8)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가진다.

140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4호

｢산업관계연구｣
-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 -

1. 모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hwp)로 A4 용지에 작성하고, 논문 제출시 출력분 3부와 화
일(Diskette)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양식은 다음과 같다.
여백주기 : 왼쪽 37.5mm, 오른쪽 37.5mm, 위쪽 38.5mm, 아래쪽 48.5mm,
머리말 10mm, 꼬리말 0mm
문단보기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5%
문단위 0, 문단 아래 0, 낱말 간격 30, 정렬방식 혼합

2. 원고의 첫장에는 논문 제목, 저자의 성명과 소속, 전화번호, e-메일을 기재한다. 단, 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자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3. 논문은 한자 비율을 약 20%로 국․한문 혼용할 수 있다.
4. 節의 구분은 節, 項, 目순으로, 배열한다. 節은 ‘I., II., III.,…’의 순으로, 項은 ‘1, 2,
3, …’의 순으로, 目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5. 수식의 경우 번호 매김은 장, 절의 구분없이 우측 정렬하여 괄호 속의 일련번호로 표
기한다(아래 예 참조).
예 : max (L) max R(L) ························································································· (3)

6. 표의 경우는 표의 제목, 표의 주, 표의 출처를 포함한 전체를 좌측 정렬한다.
7. 각주의 사용은 되도록 피하며, 불가피하게 각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 2)와 같은
일련번호가 주어져야 하고, 각 쪽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8. 인용 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아래 예와 같이
직접 처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치 않고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 “Freeman and Medoff(1984)와 李德明(1994)에서 유도된……”

9.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10. 참고문헌에서 문헌의 구체적인 표시는 아래 예에 제시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각
문헌은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 순서
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하고, 배열 순서대로 일련
번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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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
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논문

(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 ”으로 표시하고, 저서 또는 역서(편저서, 학회지, 월간
지, 주간지, 일간지 포함)는 국문 또는 기타 동양 문헌의 경우에  으로, 영어의 경우에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참고문헌>

김수곤(1992), 한국노사관계론, 경문사.
정강수(1994), “效率賃金과 賃金經路”, 産業關係硏究, 제4권, 韓國勞使關係學會,

pp.359-395.
Simon, H. A.(1957), Models of Man, New York: Wiley.
Maskin, E. ＆ J. Riley(1984a), “Monopoly with Incomplete Inform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15, pp.171-196.
(1984b), “Optimal Auctions with Risk Averse Buyers,” Econometrica,
Vol.52, pp.1473-1518.
Sargent. T. J.(1981), “Estimation of Dynamics Labor Demand Schedules under
Ratiional Expectations,” In Rational Expectations and Econometric Practice, ed. by
R. E. Lucas and T. J. Sargent,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1. 게재가 확정되면 300자 이내의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영문 제목, 영문 성명, 5개 이하
의 주제어와 Keywords를 포함하여 3/4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작성하여 편집위
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영문 초록, 영문 제목, 영문 성명, 영문 주제어는 저자가 원하는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

12. 저널투고 방법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홈페이지 www.klera.or.kr를 참조하고, 투고관
련 문의는 klera.or.kr@gmail.com 전자메일로 한다.

142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4호

임원 명단
고문(전임 회장) 김동원
김식현
김황조
박영범
박준성
송위섭
이광택
이상덕
이정정
이철수
임종률
조준모
최종태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대 명예교수)
(연세대 명예교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성신여대 경영학과)
(아주대 명예교수)
(국민대 법학과)
(계명대 법경대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법과대학)
(성균관대 명예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서울대 명예교수)

김수곤
김유배
박내회
박종희
박호환
윤성천
이규창
이원덕
이진규
이효수
정재훈
최영기

(경희대 명예교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아주대 경영학부)
(광운대 명예교수)
(단국대 명예교수)
(삼성경제연구소)
(고려대 경영학과)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인하대 경영학과)
(20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회석부회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수석부회장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상임부회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부부회부장

권재철
김승택
배상근
이동응
이영면
이정식
임상훈
정형중
채창균

김동배
김희성
서덕일
이명관
이인재
이호근
장홍근
조돈현
황용석

감부회부사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한국고용복지센터)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동국대 경영학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양대 경영학과)
(현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천대 경영학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앤장)
(LG)
(인천대 경제학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노동연구원)
(SK)
(롯데)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과)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4호

상 임 이 사 총지무_
기지획_
연지구_
학지술_
이석부회사

박명준
박철성
안지영
황경진

강창희
권순원
김기선
김동욱
김재구
김홍영
노상헌
박성재
방준식
성상현
안준기
오상훈
우광호
이상민
이승욱
이주희
전명숙
정동일
정선욱
정이환
정한나
조봉순

143

(한국노동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중소기업연구원)

(중앙대 경제학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한국노동연구원)
(법무법인 세종)
(명지대 경영학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노동연구원)
(영산대 법학과)
(동국대 경영학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양대 경영학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화여대 사회학과)
(전남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강대 경영학과)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한국고용정보원)
(서강대 경영학과)

강현주
권 혁
김난주
김용진
김주일
남재량
도재형
박지순
변양규
신은종
오계택
오호영
이규용
이승길
이재성
이형준
전윤구
정문주
정영훈
정진호
조동훈
조용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한국노동연구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장 법률사무소)
(단국대 경영학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기대 법학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헌법재판소)
(한국노동연구원)
(한림대 경제학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