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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장 부산대학교 김기승입
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으나 코로나 감염병 공포로부터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오늘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의 의미와 평가”란 주제로 그 동안 비대면으로 개최해 오던
학술대회를 이번에는 대면으로 전환하여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복
귀한 것에 감사하고 회원님들을 직접 뵐 수 있게 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개혁이 국정과제의 최우선이 되었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일자리 부족현상 등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근로시간의 결정, 임금체계 개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 등 산
적한 과제들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이들 이슈에 대한 노사간의 이해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할 가능성이 높
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이나 여야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 또한 쉽지 않을 수 있습
니다. 학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깊이 있는 연구에 기반 한 정책대안 제시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이 학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노사관계 개
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유연·안정성’이란 주제로 특별세션을 구성하여 새정부의 바람직한 고용노
동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 분과별 세션에서는 10편의 학술논문과 ILERA 장학생 논문이 발표되는 세션을 구성하
였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후속 학문세대의 연구진흥을 위해 대학원생 발표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귀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시거나 사회 및 토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 준비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그리고 삼성자산운용 등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에서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기관 후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를 준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움 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시고 준비하는데 동참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학술대회
가 유종의 美를 거둘 수 있도록 커다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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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정성
유 길 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의 의미와 평가”
<특별세션>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전정
-노사 의견 및 국정과제, 민주당 공약을 중심으로1)-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

1) 본 발제문은 유길상(2017.10.17.), “노동유연안전성을 위한 대타협 전략”(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발제자료) 및 유길상
(2022.3.28.), “차기 정부 고용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노사공포럼 발제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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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전정 제고의 필요성
□ 국내외적인 메가트랜드(mega trend) 변화는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
ㅇ 기술혁명이 촉진한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글로벌화, 무한경쟁 -> 신속한 대응을 위
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 ->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고용노
동 패러다임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 -> 노동시장 시스템의 유연화와 이행과정에서의
위험 증가에 대응한 고용안전망 강화 요구 증대
ㅇ 코로나 팬데믹이 촉진한 비대면 생산ㆍ소비 시대의 본격화, 플랫폼 노동의 증가, 재택
근무 등 일하는 방식 변화 -> 대면 사회를 전제로 형성된 기존 노동시장 시스템의 패
러다임 전환을 요구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 -> 노동시장 이행과정
에서의 사회적 위험 증가 -> 노동시장에서의 안전성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
용서비스의 강화를 요구
ㅇ 미ㆍ중 패권 경쟁, 코로나 팬데믹,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세계 안보지형의
변화 -> 경제안보의 중요성 증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 ->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
구
ㅇ 초저출산, 초고령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에 대한 대비 미흡 -> 노동공급의 감소
-> 성장잠재력 약화 -> 노동공급 감소 요인을 상쇄할 노동생산성 향상, 국내인력(특히
여성, 고령자)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노동시장 시스템 변화와 외국인력정책의 혁신 필
요성 증대
ㅇ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공정성에 예민한 MZ 세대의 등장 ->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의 유연성과 임금의 공정성 요구 확산
□ 이러한 대변혁에 대해 지금까지 임기응변적 대응에 치중하고 근본적인 개혁은 소홀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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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등 정책 실패, 입법 실패 :
‘착한 정책’으로 포장된 시장경제원리와 괴리된 규제적 정책과 법률의 양산 -> 기업경
영의 불확실성 증대 및 기업하기 힘든 환경 조성 -> 일자리 위기 심화와 노동시장 이
중구조 심화
ㅇ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과잉과 효과 미흡 -> 사업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능력개
발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광범한 사각지대 여전
-> 일자리사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
ㅇ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둔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제도 확충 -> 공공고용서비
스기관이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고용지원금 등 현금급여 지급 업무에 매몰 -> 수급
자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생애 경력개발 지원 등 본연의 기
능에 소홀 -> 수급자의 현금급여 의존성이 본격화 -> 선진국의 실패했던 복지국가 경
로를 답습해갈 우려 증대 -> 복지 개혁, 고용서비스 개혁 필요성 증대
ㅇ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복지개혁, 공공부문개혁 등 지연 ->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개혁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진영 간 이견 지
속 ->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대한 폭탄 돌리기의 지속 ->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
에게 집중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요인 제공
□ 대변혁에 대한 대응 실패는 경제 및 노동시장의 위기로 나타남.
ㅇ 청년 취업난, 중장년층 조기 퇴직,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 (청년) 2020년 청년확장실업률은 25.1%이고,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에 평균 10.1개
월 소요,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5년에 불과2)-> ‘늦은 졸업’, ‘늦은 취업’, 질 낮
은 일자리, 잦은 이직,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늦은 결혼과 비혼 증가, 저출산의 악순
환 지속 -> 청년층의 절망적 상황 지속
- (중장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연령이 49.4세(남자는 51.2세)에 불과하나 근로 희망 연
령은 73세일 정도로 고용불안정이 심각하고, 조기퇴직자의 다수는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자로 전환 → 노후 빈곤 위험 증가
- (여성) 202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이 59.1%로서 덴마크(76.1%), 독일(74.9%),
영국(73.8%), 미국(68.9%), 일본(72.7%) 등에 비해서는 10%P 이상 낮음.

2) 통계청(2021.7.20.),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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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은 11%에 불과하고, 중소기업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은 89%에 달함.
-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임금을 기준(100.0)으로 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4.5, 중소기업
의 정규직은 57.0,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42.7
<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분포와 임금 격차(2020.8월 기준) >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11.1%

2.1%

52.6%

34.3%

시간당 임금수준

100.0

64.5

57.0

42.7

자료: 고용노동부(2021)

-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은 높은 임금, 정년 보장, 체계적인 교육훈련, 두터운 기업복
지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저임금, 고용불안, 직
업교육훈련 혜택의 부족, 낮은 기업복지 상태에 놓여 있음.
- 사업체 규모 간 임금 격차 추이: 1981년 96.5% → 2014년 51.7% → 2019년 64.7%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2~3%),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15~20%) 상향 이동하는 확
률이 매우 낮음.
-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기존 노동규범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회색지대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 ->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 증가

Ⅱ.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전정’ 모델
□ 고용노동정책은 ‘시장경제 원칙’과 ‘사회적 포용’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
ㅇ ‘생산요소시장’으로서 노동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작동됨.
-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는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은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추
진해야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역동적으로 작
동하여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잘 찾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

7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하계학술대회

ㅇ 노동시장은 ‘사람’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곳이므로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안정, 산업안
전, 사회안전망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은 시장의 원리 외에도 차별 시정 및 사
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사회포용(social inclusion)의 가치를 중시한 노동시장
의 ‘안전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
ㅇ 노동시장은 ‘시장의 원리’와 ‘사회적 포용과 통합’의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연성,
안전성, 공정성 강화의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
- 고용노동정책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해서도 안되지만 시장의 원리만 강조할 경우 시장
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 사회통합의 원리만 강조하여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정부의 실패’, ‘정
치의 실패’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저하, 성장잠재력 하락, 일자리 위기 등을 초래하
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되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
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 고용노동정책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교차하는 영역에 속하므로 시장경제원리와 사
회적 통합의 균형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mix)을 찾는 지혜가 필요
ㅇ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시장의 원리’와 ‘사회적 포용과 통합의 원리’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노동시장의 (1)공정성, (2)유연성, (3)안전성을 균형있게 강화하는 것이 중요
- 노동시장의 공정성, 유연성, 안전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4)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전성, 공정
성 강화를 지원할 필요
-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전성 제고와 ALMP의 효율화는 (5)상생의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할 때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음.
ㅇ

한국이 지향해야

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모델로

노동시장에서의 (1)‘공정

성’(fairness) (2)‘유연성’(flexicurity), (3)‘안전성’(security)을 균형있게 강화하고, 동
시에 이를 지원하는 (4)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및 공공고용서비스(PES) 강화와
효율화, (5)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의 5개 축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공정ㆍ유연ㆍ안
전정 모델’(fairflexicurity mode)을 제시함.
< 한국형 노동시장 공정ㆍ유연ㆍ안전성 모델 :
①공정성+②유연성+③안전성+④ALMP 및 PES 효율화+⑤상생의 노사관계 >
8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정성

□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전성 강화의 목표
- 차별 없는 공정하고 따듯한 노동시장 구축
- 기업에게는 채용이 두렵지 않게 하여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 유도
-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와 실업이 두렵지 않게 안전한 노동시장 구축
-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축
- 아이 키우며 일하기 편한 노동시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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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전성 제고’의 주요 쟁점
□ 이하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전정(fairflexicurity)’을 높여나가기 위한
주요 쟁점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한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새 정부의 국정과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
선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검토해보자 함.
1.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강화 관련 주요 쟁점
1) 채용의 공정성 보장과 양성평등
□ 새 정부 국정과제3)
ㅇ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
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 시정
ㅇ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4)
ㅇ 임금·채용 등 성차별과 성희롱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 노동위원회 산하 (가칭)고용공정위원회 설치
• 시정명령권을 갖는 위원회를 통한 성희롱·성차별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 전망
ㅇ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과 차별 해소는 공정한 노동시장의 출발점
-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자격시험 특례제도(세무사, 세무사, 관세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5),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4) 더불어민주당(2022.2),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형 공약”.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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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채용 가산점 제도에 대한 불공
정성 검토ㆍ시정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채용의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는 노사는 물론 여야도 공감할 것이므로 새 정부 초기에
추진이 가능할 전망
ㅇ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합리화
-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공정한 채용이며, 공공기관의 지역인
재 채용에 이바지한 긍정적 효과도 있음.
-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구직자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이 ‘깜깜이 채용’으로 둔갑되어
적임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방 출신에게
는 역차별의 논란이 발생
- Big Data와 AI를 활용한 디지털 구인-구직 매칭(job matching) 시대에 구직자와 구
인자와 관한 정보는 상세할수록 적합 매칭 확률이 높은데, 블라인드 채용은 구직자에
관한 정보수집을 크게 제한하여 ‘블라인드 매칭’(blind matching)으로 이어지고 있어
구인ㆍ구직 알선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채용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담보하면서도 구인자가 원하는 역량과 태도를 갖
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중심 공정채용’으로 발전시켜 채용의 공정성
제고 필요
2)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노동계 입장
ㅇ 한국노총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권리 밖 노동 대중에 대하여 단결권
과 단협ㆍ직업권리협약 체결권을 보장하고, 차별금지, 안전보건, 사회보장, 개인정보
보호, 모성보호, 적정임금, 학습권 등 보장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
법” 제정을 요구5)
ㅇ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특수고용ㆍ플랫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포
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법적 권리 보장을 요구6)
5)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2022.4.26.), “노동의 가치 인정,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전환 중심 국정과제화 필요”, 2022년
KLI노동포럼(2차) 토론문에서 제시된 “한국노총 12대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이하 한국노총 의견은 이를 토대로 작성됨.
6)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2022.4.26.), “불평등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2022년 KLI노동포럼(2차) 토론
문에서 제시된 “민주노총의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이하 민주노총 의견은 이를 토대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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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국정과제
ㅇ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
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ㅇ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주로’ 직접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받
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리 보장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 전망
ㅇ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식 적용으로 중간지대의 취업형태를 허용치 않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적 성격을 지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회색지대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ㅇ 민주노총은 회색지대 노무제공자에게도 모든 노동법적 권리보장을 요구하나 이러한 접
근은 현실 적합성이 낮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중간지대 노무제공자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고 고용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을 방치하는 문제 발생
ㅇ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으
며, 이는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노사정 합의사항이어서 여야 합의로 입법
이 가능할 전망
- 중간지대 노무제공자에게는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
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안전망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접근으로 합의접을 도출할 수 있을 전망

12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정성

3) 취약노동자를 아우르는 ‘근로자대표제도’ 도입
□ 노동계 의견
ㅇ 한국노총은 과반수 노조의 대표성 및 사업장 내 다양한 노동자의 이해가 조화되도록
노동자대표선출제도를 비롯한 노동자 이익대표제도 개선 등을 요구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ㅇ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대표’ 제도개편으로 비정규직 대표 참여·활동 보장”이라는
‘근로자대표제도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
□ 전망
ㅇ 근기법 여러 조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와 같은 근로자
대표제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근로자대표의 선출, 구성, 역할 등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ㅇ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2020년 기준)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노동조합에 의하
여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86%의 비조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장치는 미흡
ㅇ 따라서 취약노동자를 아우르는 ‘근로자대표제도’를 도입하여 취약노동자들의 집단적 이
해관계를 대변하고 청소노동자, 배달노동자 등 비조직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원천 차
단할 필요
-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
자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민주적 원칙에 따라 각 직역별로 대
표자를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업장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종업원에게 적용되도록 하여 전체 종업원을 위한 근로조건 향
상의 주체로서 역할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임.
ㅇ 근로자대표제도 도입은 2020년 경사노위에서의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한국노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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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도 이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미세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및 여야 간 논의로 합의 도출이 가능할 전망

4) 일하는 청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임금체불 방지
□ 노동계 의견
ㅇ 한국노총은 ‘청년알바보호법’ 제정을 요구
□ 새 정부 국정과제
ㅇ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전망
ㅇ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청년에 대한 임금체불과 ‘직장갑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므
로 초단기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에서의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인권과 보호를 위한
청년알바보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노사정 및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을 것이므로 노사정
및 여야간 합의를 통해 조기 입법 추진이 가능할 전망

5)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남용 방지
□ 노동계 의견
ㅇ 한국노총
-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의 정규직 직접 고용 원칙 확립,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 제한,
파견 사유 및 사용 기간 제한 확대, 불법 파견 제재 강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정
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 도입, 고
용형태 공시제 확대 실시 등을 요구
ㅇ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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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ㆍ기간제법 폐지, 자회사ㆍ민간위탁 철폐, 공무직 법제화 등 비정규직제도 철
폐, 비정규직 고용안정,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고용 금지 및 정규고용 원칙 실현,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의 민간 대기업 확대, 불
법 파견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와 직접고용,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고용 전환 및 제도
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개선 등을 요구
□ 경영계 의견7)
ㅇ 비정규직 과다 사용의 근본원인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비
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견허용업무를 현행 Positive List 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여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고, 적법 도급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적발과 처벌 중심에서 적법한 도급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선 등 파견ㆍ도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
ㅇ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
도록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도 요구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ㅇ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 조성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공공부문 건설업에 시범 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조달영역에 확대 도입
• ‘경기도형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방안 마련
•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업무 등 필수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 명시
•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방안 추진
□ 전망
ㅇ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비정규직의 발생원인과 대
책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보수와 진보 간의 견해 차가 매우 큰 ‘뜨거운 감자’

7) 손경식 경총 회장(2022.5.17.),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 개선방안”,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초청노사공포럼 간담회 발제문.
이하 경영계 의견은 이를 토대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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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더 나아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까지 추진
했으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2017년 8월의 657.8만 명(32.9%)에서 2021년 8월
에는 806.6만 명(38.4%)로 크게 증가
-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종전의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무늬만 정규직인 ‘공무
직’이라는 또 다른 차별적 고용형태로 잔존하고 있어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새로운 화약고
로서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는 상태
ㅇ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례에서 경비원으로 근
무하는 위탁기업의 직원들을 인국공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국공 취업을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기회를 뺏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
은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다”며 청년들이 분노
ㅇ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
-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사회적 협의를 지속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을 최대
한 넓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ㅇ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과 차별 발생의 현상만 보지 말고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이를 토대로 임금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요인을 축소하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을 사용하고,
일시 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되, 비정규직이 근로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대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이러한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비정규직 제로’ 등과
같이 비현실적ㆍ이념적 정책은 지양하고, 업종 평균 이상의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를 사
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는 유인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게 사회적 비용을 분담시켜 기업이
비정규직을 자율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것도 도입 가능할 것

6)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 노동계 의견
ㅇ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 전면 적용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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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주노총도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질 좋은 일자리” 보장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를 요구
□ 경영계 의견
ㅇ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각종 수당 증가, 해고를 둘러싼 노사
분쟁 폭증으로 사업체 종사자의 25% 이상이 일하고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자리 문
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당장 실시에는 반대
□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ㅇ 노동관계법령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 전망
ㅇ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기법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기법 전면 적용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현실적인 방법론을 찾는 것이 중요
-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나, 정부의 행정감독 역량, 그리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의 전면 적용은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과 한계계층 일자리마저 위협
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
ㅇ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금지 규정, 모성보호 규정, 연소자 보호규정 등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보호 규정들은 차별없이 우선 적용하고, 근로시간과 그에 따
른 연장ㆍ휴일 할증임금 등 각종 법정수당의 적용 및 해고규제는 근로시간 규제의 합리
화 조치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행정적ㆍ재정적ㆍ정치적 실현 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노동관계법령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코로나 위기의 충격에 이어 2022년부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근기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위
해 노동규범의 현대화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단계적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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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강화 관련 주요 쟁점
1) 근로시간의 유연화
□ 노동계 의견
ㅇ 한국노총은 시간 주권 보장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요구
- 구체적으로 재택근무자 보호, 연결차단권, 11시간 연속 휴식 등 노동자의 휴식권 및
노동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를 선도적
으로 실시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
□ 경영계 의견
ㅇ 한국경총은 다음과 같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를 요구
-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현행 주 단위에서 연ㆍ월 단위로 변경
-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 업무단위(부서, 팀, 직무
등) 근로자대표와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
- 연구개발, 고소득ㆍ전문직 이그젬션 도입 필요
□ 새 정부 국정과제
ㅇ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
치 방안 병행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
간 총량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
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ㅇ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속 추진
-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추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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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 시간외근로(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주4일 또는 주4.5일제 시범실시 지원
-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지원 확대
□ 전망
ㅇ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는 양질의 일자리가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OECD 고용전략의 일관된 입장8)
- ‘2018년 OECD 고용전략’에서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
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여 기업이 수
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
ㅇ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
-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사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해고의 유연화’ 대신 근로시간의 유
연화, 임금체계의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추진이 현실적인 해법
ㅇ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
-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수적이며, 그 중
근로시간과 임금의 유연화가 상대적으로 노사 간의 대립이 적은 분야이지만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노사 간, 보수-진보 간 입장 차가 여전
- 노동계는 근로자의 시간 주권 보장을 요구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근로시간 선택
제 확대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
- 진보정당은 근로시간의 단축을 강조하여 OECD가 고용전략에서 권고한 근로시간 유연
화에 대해서는 침묵
- 새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반대
하고 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
- 근로시간 유연화는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어떤 방향이 노
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일지에 대해 사회적 협의를 한층 더 진정성 있게 추진할 필요
8) OECD(2018),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The OECD Jobs Strategy. OECD(2006), Boosting Jobs
and Incomes : POLICY LESSONS FROM REASSESSING THE OECD JOBS STRATEGY. OECD(1994), OECD Jobs Strategy of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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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시간의 노사 자율 결정 범위 확대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
-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고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
추구와 근로자의 선택권(시간주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우려
하는 유연근무의 오·남용 방지 장치 마련 및 근로시간 단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근
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시간주권)을 확대하여 근로자는 주4일제 근무를 선택
하거나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으로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
여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수 있도록 근로시간
의 노사자율 결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2) 임금의 유연화
□ 경영계 의견
ㅇ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
□ 새 정부 국정과제
ㅇ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강
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
□ 전망
ㅇ 한국은 인사관리가 직무 중심이 아니라 사람(경력, 연령, 학력 등) 중심이며,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배적
* 호봉제 도입 비중 : 100인 이상(55.5%), 300인 이상(60.1%), 1,000인 이상(70.3%) (고용노
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001년)
* 공공부문 정기승급률은 2.32%, 민간부문 0.44%

ㅇ 연공급은 고도성장기에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가 가능하고, 근속과 연령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므로 기업의 인사 및 임금관리가 용이하고, 근로자들의 수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었음.
20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정성

ㅇ 그러나 저성장 시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는 연공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고용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매년 호봉표를 따라 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기업은 장년층의 인건비 부담을 기업은
신규채용 최소화, 비정규직 사용 확대, 장년층의 조기 퇴직 등의 전략을 추구
- 장기근속 보다 현재의 임금이 공정한가를 더 중시하는 MZ세대에게 연공급 임금체계
는 공정하지 못하며, 동기부여를 저해
* 초임 대비 30년 근속자 임금이 3.72배(EU 평균은 1.69배, 일본은 2.26배) (오계택, 2020)

ㅇ 따라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역량 및 성과 연계형의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로
전환하여 청년 채용을 늘리고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현
하는 것이 초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부합
ㅇ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현장의 혼란상은 임금체계의 합리화가 시급함을 보여
줌.
- 최근 대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
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
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
을 제시9)
-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부의 권고에 따라 노사합의로 시행한 임금피크제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산업현장에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전
환이 더욱 시급하게 되었음.
ㅇ 그러나 임금체계의 합리화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에 임금의 유연
화와 고용안정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연장을 연계해서 노사합의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ㅇ 정부는 임금의 공정성과 유연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직무
9) 대법원 2017다292343 (20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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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인사제도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직무평가 도구 개발 보급, 주요 직무별 임금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직무별 임금정보 제공, 직무급 도입의 다양한 모델 개발 보급 등
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 필요

3. 노동시장에서의 안전성 강화 관련 주요 쟁점
1) 산업재해 감소
□ 노동계(한국노총) 의견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적용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제고, 산업안전
보건청 설립, 산재 예방사업 정부 일반회계 확대 등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노
동을 위한 제도개선
□ 경영계 의견10)
ㅇ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
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 새 정부 국정과제
ㅇ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ㅇ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
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ㅇ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종사자 등
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10) 한국경영자총협회(2022),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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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보호체계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
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ㅇ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복귀 지원
ㅇ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
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ㅇ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감축
-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 후진적 산재사망 ‘Zero’ 추진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 단위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할증제도 강화
-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폭 지원
• 특고·플랫폼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
치의’ 제도 도입
-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참여 확대
• 폭염, 혹한 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 도입
• 일정 규모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 전망
ㅇ 산업재해 감축은 노동시장에서의 안전성 강화의 출발점이지만 산업재해는 여전히 심각
한 수준
* 2020년 산업재해자는 108천명(재해율 0.57%), 이중 사고재해자는 92천명(85%), 질병재해
자는 16천명(15%), 산재사망자는 2,062명(사망만인률은 1.09‱), 이중 사고사망자는 882명
(42.8%), 질병사망자는 1,180명(57.2%),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7조원 수
준

2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하계학술대회

ㅇ 산업안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아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보다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응으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추지는 못하고 사회적 논란은 증폭
-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영계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
이 높고11), 사업주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이 불명확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높
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전면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충돌
ㅇ 법적 규제 강화와 처벌 위주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재예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사업주에 대한 처벌 위주에서 예방 및 기술지원 방식으로 산업안전정책의 방향을 전
환
- 현장 재해위험 요인 발견과 예방조치를 위한 노사의 공동책무성 강화
- 소규모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 및 예산 집중 지
원
* 업종별 산재 발생: 기타사업 37.4%, 제조업 26.6%, 건설업 24.7%
* 기업규모별 산재 발생: 5∼49인 43.4%, 5인 미만 31.2%, 50인 이상 25.4%
* 사고사망자 발생: 건설업 458명(51.9%), 제조업 201명(22.8%)

-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하청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
형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역량 강화
- 안전대행업체의 영세성과 비전문성 해결
- 배달시간 알고리즘 자율점검 등 플랫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재 예방에 적극 활용 등
ㅇ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하나 ‘산업재해 감축’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사회
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전망

2) 고용안전망 강화와 혁신
1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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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한국노총) 의견
ㅇ 코로나19 위기업종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고용 유
지 지원 기간 연장,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과 신청 절차, 고용유지 지
원금 수령 대상을 비정형 노동자에게 확대, 고용유지 지원제도 파견ㆍ용역 및 사내 협
력업체 노동자 적용, 고용유지 기간 확대 등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강화
ㅇ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보험 및 차별 개선
ㅇ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적용 사업 및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모성보호 계정 분리 및 일반 회계 부담 원칙
확립
ㅇ 한국형 실업부조 지급액 수준 상향 및 지급 기간 확대
ㅇ 무분별한 해고 방지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긴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 회피 노
력 및 재고용 의무 등 정리해고 요건 강화
ㅇ 퇴직연금제도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게 적용 확대, 기금형 제도의 도입, 최소 수익
률 보장, 수익률 제고 등 제도 개선
ㅇ 누구나 아파도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행
□ 경영계 의견12)
ㅇ 노동시장 내·외부 이동을 촉진하는 맞춤형 고용안전망 구축
ㅇ 유연한 노동시장이 확보된다면 여기에 맞춰 고용안전망도 확충
□ 국정과제
ㅇ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2) 한국경영자총협회(2022),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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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
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추진
-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ㅇ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ㅇ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 추진
• 자발적 이직자의 생애 1회 실업(구직)급여 보장 추진
•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는 급격한 소득 상실 보호 방안 마련
ㅇ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일정 소득 이상 초단시간(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근로자, 65세 이상 취업
자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ㅇ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타 사회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산재

보험 제도 도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추진
ㅇ 산재보상제도의 보장성 강화
• 일하다 다친 사람에게 ‘선 보장 후 승인’(상병수당 연계) 제도 도입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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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병수당’ 시범사업 후 단계적 도입
ㅇ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 보호
ㅇ ILO 사회보장 협정을 비준하여 국제적 수준의 국민 생활보장을 실현
□ 전망
ㅇ 국내외적인 메가트랜드 변화는 노동시장 이행단계별 위험과 노동이동을 증대시키고 있
어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성 증대
ㅇ 노동시장 이행단계별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행단계별 위험에 대비
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 (고용↔교육훈련) 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직업교육훈련, 청년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ㆍ복지 서비스 제공, 취업 이후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경력개발 등
- (고용↔고용) 고용의 질 개선, 더 나은 고용상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서
비스 지원, 적정임금 보장, 근로빈곤층의 취업 역량과 적응력 제고,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과로 체제 해소, 산업재해 예방,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등
- (고용↔실업) 실업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
업), 실업 시 소득보장(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실업급여ㆍ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실
업 시 맞춤형 재취업 지원, 실업급여ㆍ실업부조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구직노력 촉진과
상호의무의 강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
- (고용↔가사활동)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성 차별 방지를 위
한 적극적 조치 등
- (고용↔퇴직ㆍ은퇴) 임금의 유연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조기퇴직 예방, 장년 연장,
점진적이고 준비된 은퇴 지원, 조기퇴직자 및 은퇴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
ㅇ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노와 사,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강조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부분도 많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영역이 많을 전망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고용서비스 혁신 관련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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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강화
□ 노동계(한국노총) 의견
ㅇ 노동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급학습휴가신청권 부여, 노동자 학습 기금 조성, 노동조
합의 직업훈련 참여 보장
□ 새 정부 국정과제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ㅇ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
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여,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
단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기초
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활용하는 ｢직
무능력은행제｣ 구축
ㅇ (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 구축) 메타버스, VR, 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
-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을 통해 강사·교재가 없이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훈련하
는 혁신적 훈련모델 확산
ㅇ (일터학습 인프라) 기업-학교를 오가며 훈련을 받는 일학습병행 업종 다양화, 재직 중 능
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 지원
-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모범 기업에 대한 HRD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강화(훈
련비 지원 확대 등)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8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정성

ㅇ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
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
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
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ㅇ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
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중심 지원 확대
ㅇ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플랫폼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 완화
ㅇ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 사전통제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훈련기관의 자율·혁
신성을 제고하여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 지원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
ㅇ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 일부 저소득층에게 제공됐던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급 대상을 확대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
ㅇ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제 구축
• 기초자치단체별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및 중앙정부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 체제 구축
• 중장년층의 이·전직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방, 학업보조금 및 학자금 융자 등 지원
ㅇ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을 연계한 학습·훈련이력 관리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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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ㅇ 평생직업능력개발은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 직업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 습득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고용안
정과 임금 향상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사 상생의 High
Road 전략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2022.4.12.부터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되어
시행 중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
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 이후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에서와 같이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체계를 재구조화와
이를 위한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 필요
ㅇ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
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므로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혁신이 중요할 전망

2) 공공고용서비스(PES) 강화와 혁신
□ 노동계(한국노총) 의견
ㅇ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담기구 설립
ㅇ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직업상담사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직접 고용
ㅇ 사람 중심 고용 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일터혁신 종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 디
지털 전환 현장학습위원 양성 및 유급활동시간 보장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 중심 거버넌스(중앙, 산업, 지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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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일자리 상실 시 대체 일자리 마련과 그 과정까지의 보상ㆍ
소득 지원,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
ㅇ 중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를 확대하고 제재 수단 마련
□ 국정과제: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ㅇ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ㅇ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
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 지원
-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
ㅇ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
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추진
ㅇ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 강화
ㅇ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기업 조기 포착, 직
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 확대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ㅇ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할 지역 중심의 고용서비스 전담기구 설립 추진
• 중앙·지방의 고용정책을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부처별·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일자리 센터를 통합·재편
ㅇ 청년맞춤형 고용 정책 추진
• 구직포기 청년 니트(NEET) 대상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 맞춤형 역량강화 서
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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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보장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행 및 지원체계 구축
• ‘정의로운 노동전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노동전
환 로드맵’ 마련
• 중앙 및 지역에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특별지구 지원 실질
화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체계’ 구축
• 노사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노·사 주도 훈련 지원 등 노동전환 이행력 담보
• 장기유급휴가훈련과 노동전환지원금 확대하고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지원금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 선제적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해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전환 지원
□ 전망
ㅇ 선진국 고용서비스 혁신에 대한 OECD 및 EU의 권고와 주요 선진국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
- 탄탄한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원스톱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중앙-중앙, 중앙-지방, 공공-민간 협업체계 구축
- 노동개혁, 사회안전망 개혁, 고용서비스 개혁의 연계 추진
- 실업급여, 실업부조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
- 직업소개, 고용보험, 고용대책의 연계 강화
-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 구직자와 구인자의 만족도 향상
- 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고객의 특성에 맞춘 유연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
-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 고용서비스로의 혁신
ㅇ 새 정부 국정과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조 위에 있으며, 공공고용서비스 혁신에 대
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지 않으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전망이
며, 고용서비스 강화와 혁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

3)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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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ㅇ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
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 디지털화
-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
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 확대
□ 전망
ㅇ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
ㅇ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의 재설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순효과가 낮은 고용보조금을 대폭 정비하고,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의 연계
하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취업자/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ㆍ복지 서비스
의 제공이 가능하게 재구조화
- 사업효과가 낮은 직접 일자리 사업의 비중은 현재의 OECD 평균 3배 수준에서 평균 수준
으로 축소하고, 사업효과가 좋지만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8%와 32%에 불과한 고용서
비스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는 OECD 상위수준으로 확대
ㅇ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사업에 일반재정에서의 매칭펀드 지원
-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노동시장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용
보험제도의 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나 피보
험자로 한정할 경우 사각지대 없는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저해
- 노동시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문제, 영세자영업 종사자의 직
업능력개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당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 대상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업주와 피보
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주와 국민을 대상으로 확
대할 필요
-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의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
서 매칭펀드로 조달하는 등 재원을 확충하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과 고용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
ㅇ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방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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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야 고령화에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 배양 가능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과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여성의 고용률 향상과 ‘출산파업’을 예방 가능
-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활성화, full time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임신, 출산, 육아기에 part
time 근로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하고, 원할 경우 언제든지 full time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재택근무와 자유롭게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여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 근로문화 혁신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과 일터 혁신, 일하는 방식 개혁 지원
- 공공보육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
- 현재 실업급여 재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에서의 매칭펀드 부담 추진
ㅇ 노동시장의 미래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적ㆍ예방적 투자 강화
- 노동시장에서의 미래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와 현재의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
적ㆍ예방적 투자를 강화하고, 이러한 투자가 관련분야 전문서비스 제공자의 양질의 일자
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맞춤형 고용복지 패키지 서비스 제공

5.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관련 주요 쟁점
□ 한국노총 의견
ㅇ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및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 단체협약 적용 확대
-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설립신고제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노조 임원ㆍ대의원 자격
제한, 필수업무 유지의무, 쟁의행위 및 교섭대상의 제한 문제 등 개선, 공무원ㆍ교원
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타임오프 적용, 공무원 보수 심의 등 개선
ㅇ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
- 과반수 노조의 대표성 및 사업장 내 다양한 노동자의 이해가 조화되도록 노동자대표
선출제도를 비롯한 노동자 이익대표제도 개선
- 노동자 생명 건강과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 기후ㆍ환경, 디지털 전
환, 교육 훈련 등 정부 거버넌스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 보
장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조기 정착과 출자출연기관, 기타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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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기업의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위한 노동자 경영참가를 보장하는 관련법 개
정
- 광범위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 지원을 위하여
플랫폼노동공제회,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
ㅇ 노동 중심의 사회적대화기구 운영 및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조 확립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가 구축되도록 의제별ㆍ업종(산업)별 사회적 대화를 상설 운영, 지역노사민
정협의체를 지원하는 경사노위 내 부서 설치, 관련 예산 증액, 지역 고용노동거버넌
스 정비하여 경사노위로 일원화
ㅇ 노동존중, 노동가치 구현의 교육, 문화 실현
- 청소년의 노동인권 함양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노동
교과서 발간 및 수능 출제, 노동 역사 박물관 건립
-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노동절’, ‘노동기준법’ 등 명칭 변경과 노동조합의 노동복
지 증진 활동 지원
□ 민주노총 의견
ㅇ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노동법 전면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과 단체교섭 실질화 제도 개선 등
- ILO 핵심 협약 발효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 보장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 비정규직 해고 제한 제도 모색(상시지속 업무 기간제 계약 만료 시 해고 금지, 무기
계약 고용 전환, 상시지속업무 간접고용 계약 만료 시 해고 금지, 고용 승계 및 직접
고용)
ㅇ 간접고용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개정
- 원청 사용자성 및 원하청 교섭 제도 모색
□ 경영계 의견
ㅇ (규정 명확화) 해고 사유를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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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상 사유로 명확화(근로기준법 개정)
ㅇ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하도급, 파견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
는 대체근로 금지 조항 삭제함으로써 사용자의 방어권 확보
ㅇ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점거만 금지
하고 그 외 시설물 점거는 허용하고 있는데,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
지하여 폭력 행위 및 분쟁 장기화 방지
ㅇ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현재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사용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
상회복을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와 형벌부과를 통한 형사적 구제절차를 병행하고, 형
사처벌 조항으로 인해 무분별한 고소, 고발, 진정 등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

합이 타 노조의 단체교섭 방해, 조합원 차별 등) 규정 신설
□ 국정과제
ㅇ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
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ㅇ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
영 활성화 유도
ㅇ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 조
정체계 확립
- 장기 노사분쟁사업장 대상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ㅇ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ㅇ 각종 고용·노동정책 수립시 경제사회주체인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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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
류 제한
•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반영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 사용자 및 근로자 개념 확대
•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법적 노력
- 사업장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 ‘사업장협정’으로 변경 추진
□ 전망
ㅇ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매우 커
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영역
ㅇ 새 정부 국정과제는 중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 수준의 내용에 대한 사회
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해내고, 노사 간에 견해 차가 큰 내용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단계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됨.

Ⅳ. 맺음말
ㅇ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생존의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이며, 그 기본방향은 노동시
장에서의 공정성, 유연성, 안전성을 조화롭게 높여나가는 것임.
- 청년 일자리 문제, 중장년층 조기퇴직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양극화 등의 우리 사회
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노동
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전성을 조화롭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제도를 개혁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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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좋은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질 개선’은 일자리 정책의 목표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
기 위한 노동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정부 간에 견해차가 큰 상태
ㅇ 노동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의 절박성에 대한 노사, 여야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독일, 네덜란드 등 노동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은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고실업의 위기 속에
’독일病‘(German Disease), 네덜란드病Dutch Disease)이라는 국제적인 조롱을 받던 상
황에서 이루어졌음.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경제 및 고용위기가 상시화되었으나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가 아직 부족하므로 긴박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의 실태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설득이 필
요
ㅇ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중요
- 노동개혁은 노사정간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
야 현장에서의 갈등 예방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가능
-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없이는 실제 실현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의 경험이 입증
-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Corona 19가 가져올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의 혁명적 변화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여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
- 따라서 중앙차원은 물론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사업장별 다양한 사회적 대화 채널
을 발전시켜 주요 쟁점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모든 이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적은 사항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현
명할 것
ㅇ 기존의 누적된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전 세계적인 스
태그플레이션(고물가+경기침체)까지 몰아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
한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
- 노동계는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및 노동생산성 향상, 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
- 경영계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하청 공정거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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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 지원, 청년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과 고용서비스의 혁신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
ㅇ 노사정 간의 신뢰 구축 및 여야 간의 협치
- 노사정 간의 신뢰 및 여야 간에 상생의 협치문화가 성숙되어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 정부는 노사정 간의 다층적 사회적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노동관계의 불확실성 해소
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 노동계와 경영계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각각 기업과 노동
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고 조직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발휘가 필요
-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무엇이 국민에게 진정 도움이 될지의 관점에서 노사와 국민을 설
득하고 대안을 가지고 경쟁할 필요
ㅇ 전문가의 적극 활용
-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인 전문가 중심의 노동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개혁의 아젠다
를 도출해내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기구와 국회에서 집중 논의하는 하르츠위원회
방식도 검토 필요
* 노동개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도 슈뢰더 총리가 전문가 그
룹(하르츠위원회)을 구성하고 노동개혁의 청사진을 그려줄 것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전문가
건의내용을 입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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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유길상 교수의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유연‧안전성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노사의견 및 국정과제, 민주당 공약을 중심으로
김영문(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전북대학교의 김영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앞날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주신 고용노사관계 학회 회장님 이하 임원진과 회원님을 비롯하여 발제를 해 주신 유길상 교
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발제를 통하여 한국노동시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가야 한국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해 전체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
까지 논제에 올려 준 발제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전체와 세부적인
조망에 대해 공부할 기회와 다시 한번 점검의 계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제문은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공정과 유연 및 안전성의 지금까지의 문제점, 앞으로의 나
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내외적 메가트랜드로 변화하는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이 대변동의 시대에 칼 폴라니의 지적처럼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데도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인 대응 중심의 노동시장 정책을 펼
쳐왔다는 점과 대변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에 실패하면 경제와 노동시장의 대위
기가 닥쳐온다는 점 등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발제문은 이에 대응하는 핵심가치로서 노동시장에서 공정과 유연 및 안전을 중심으로 노동정
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 고용노동정책은 시장경제의 원칙과 사회적 포용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 하위의 원칙으로서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
- 동시에 노동시장은 사람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곳이므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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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제문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요소를 가미하는, 우리 경제의 대원칙으로
서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원칙의 틀 안에서 공정성, 유연성, 안전성이 실질적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충
돌하는 가치와 기본권의 실질적 조화의 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헌법합치적 기본구상
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공공고
용서비스 강화와 효율화,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가치로 설정한 것도 향후 이 정부의 노
동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사회와 노동시장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체
계의 전방위적 구상과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문은 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으로서 공정성, 유연성, 안전성의 관점에
서 각각 세부적인 아젠다를 제시하고, 문제점과 전망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각
각의 세부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어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
서만 발제자님으로부터 배운다는 입장에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채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노동법에서는 기업이 누구를 채용
할 것인지는 노동법 적용 이전의 문제로서 사용자에게는 채용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채용에서 누구에
게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우선적으로 또는 부조리
하게 채용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과 공기업에서의 채용의 공정
성은 관철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민간기업에서는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그리고 공정하지 못
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가 일정한 성과를 낼 것인지의 여부는 기업자체가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 영역에서도 채용의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정성
이 획일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2. 유연성의 관점에서 한편에서 고용안정과 높은 근로조건 보장과 다른 한편에서 고용의 유연
화와 낮은 근로조건 보장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자 측에서는 전자를, 사용자 측에서는 후자를
택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해결책은 상호
양보 속에 고용안정을 택한다면 낮은 근로조건 보장을, 높은 근로조건 보장을 택한다면 고용의
유연화를 택하는 것이 상호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이미 각국에서 높은 근로조
건을 보장하는 댓가로서 ‘해고의 유연화가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제는 실패라는 것을 경험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고의 유연화 대신 근로시간의 유연화, 임금체계의 유연화, 직업과
직무에 따른 근로시간의 이그잼션, (또는 최저임금의 유연화) 등은 한편에서의 선택지라고 한다
면 다른 선택지를 보장해 주어야 이익의 균형과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
게 유연화를 주장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무엇인가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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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를 주장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유
연화는 상대적으로 안정화가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연성의 가치실현을 위
해서는 안정화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과제로서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
화와 기업규모별 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
성화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측에게는 안정화의
이익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유연화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의 혜택을 매
칭시키는 것이 어떤가 조심스럽게 여쭈어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
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연화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요소를 차단하거나 개
선하여야 할 필요도 있는 바, 유연화된 근로시간만큼의 손실을 노동자, 사용자, 사회가 분담하
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3. 산업재해의 감소는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봅니다. 그러나 처벌이 산업재해의 감소를 가져오
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처벌이라는 형벌의 위하가 사고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형법학계에서도 공인된 사실입
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대재해라 하여 처벌한다고 하여도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현 정부의 국정철학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 약속’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방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사고는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치명적입
니다. 산재사고와 시민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의 자유는 신체 완전성의 자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이 산업재해 감소에 두고 국정과제로서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재예방 지원 확대와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을 선택한 것은 당
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산재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막연하다고 봅니다. 스마트안전장치‧설비(웨어
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기는 했지만, 이를
좀더 심화하여 ‘산업안전보건의 디지털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돌봄서비스가 플랫폼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에게
물, 전기, 가스 사용량에 변화가 없으면 무엇인가 사고가 발생하였겠지요. 이를 측정하는 계기
를 독거노인 주거공간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와 셋업박스를 주거공간에 설비하
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전송하여 이미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동패턴분석에 따라 사고를 예
견하고 독거노인의 가족과 경찰서, 자치단체, 자원봉사자들에게 연락하여 독거노인을 방문합니
다, 이것이 사회보장 돌봄서비스의 플랫폼입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산업분야에서도 상용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0인 미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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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영세하도급업체에서 빈발합니다. 이 건설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사
고유형과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개개 노동자에게 부착합니
다. 그리고 사고가 예견되면 작업을 중지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IOT,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개발가능합니다. 각 산업별로 이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보급 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부착하거나 장치한 사업체의 경영책임자는 면책을 합니다. 책
임법은 위험책임이라 하여도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사고발생이 불가피한 경우는 면책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4.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도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이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자영인, 중소사업주에게도 확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신체 완전성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면 이제는 ‘산업’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인간’ 내지 ‘국민’의 재해보상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상제도는 국민사고보험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현되
지는 못하였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은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
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도 좋은 본보기라고 봅니다.
5.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노동의 댓가가 지
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주도 플랫폼의 개발도 꼭 필요
하다고 봅니다. 과거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과제로 선정하고도 실현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와 혁신만큼은 꼭 실현되기
를 바랍니다.
6. 국정과제 중에는 저출산 방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저출산에 대비하여 노동시장 정책을 조
정하고 개발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만일 저출산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 자체의 존폐가 문제
될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출산 대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된 단골 과제입니
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가 5년 단임의 정부
이기 때문에 국정과제로 선정하고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였고, 다음 정부로 미루어지게 되
는 과제였습니다. 현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랍니다.
국정과제로서 저출산 방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서 발제자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일반
회계에서 매칭펀드로 부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재택근무 활성화와 공공보육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을 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정책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들로서 저출산 방지에 상당 부
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출산 방지는 노동시장 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
지만, 노동시장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저출산에 대해 노동시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기여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노동시장에서 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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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고용노동부가 <출산장려청>이라도 만들어 주도적으로 저출산
에 대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방대한 고용노동 국정과제에 대한 발제자의 역작에 대해 감사드리며, 짧은 시간에 주마간산식
으로 토론에 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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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의 내용
ㅇ 경제기획원 근무 경험, 인전자원 및 고용정책 연구에 평생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 노사 의견,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 선거과정의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종합하여
- 한국노동시장의 주요 쟁점을 공정성, 유연성, 안전성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풀어
제시하고 있음
ㅇ 공정성, 유연성, 안전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할 고용보험제도, 고용
서비스, 일자리정책 개선방향과 더불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안까지를 포괄하여 제
시
- 공정성은 채용, 양성평등, 청년노동인권, 임금-비임금 회색지대의 노무제공자, 비정규
직 임금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유연성은 근로시간과 임금유연성,
- 안전성은 산업안전과 고용안전망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보조금, 평생학습인프라 및 제도 등을 다루고 있는데 넓게
보면 고용안전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안

□ 쟁점 접근에 관한 전반적 의견
ㅇ 시대적 화두가 ‘공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장 내 쟁점들을 ‘공정’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정리하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임
- 현재 ‘공정’의 화두는 취약계층에는 불이익이 중첩되고 있는 시장작동방식과 제도상의
한계의 측면에 주목해서 제기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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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표자가 제기한 개별 쟁점들은 모두 독립적이어 보이지만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바라보아야 할 사안들이 상당수, 예컨대,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생산성격차에서 기인하고,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고생산성 생산방식 확산에서 구해야 할 필요
-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시대와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이 생성해 내고 있는 새로운 기업활동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접근에서 벗어나 최소 연속휴식시간 보장 아래 창업 3년 내
창업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 고연봉자나 스톡옵션 수령자의 근기법 조항
exemption 등의 과감한 접근도 필요한 시기
- 학습은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중요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숙련수요가 급
속히 변화하는 시대에는 근로자들이 실직 후 직능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숙련을 익히기
보다 기업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성공확률이 높다는 점
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제고해서 기업의 생존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학습환경도 개선
할 필요
- 할증임금을 통한 보수 증가 필요성 때문에 경직적 근로시간이 유지되고 있는 측면을
직시하고, 임금인상은 생산성 증진으로 추구하는 한편 근로시간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
업의 생존률을 높이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 이익
- 발표자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방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을 일자리 사
업 구조조정 아래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의 젠더이슈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공정성 측면에서 추구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임
ㅇ 작년과는 달리 가시화되고 인플레이션 조짐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
- 코비드19이라는 총수요 및 총공급 측면의 충격은 취약계층 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비대칭적으로 더 부정적 영향
- 인플레이션은 자산이 없는 취약계층의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충격으로서 70년대
처럼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비대칭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음
-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 차원에서는 부가가치가 순간적으로 원자재 공급처로 이전되
어 기업 몫이 줄어드는 효과를 갖고,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없었
을 때에 비해) GDP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
- 이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를 어디서든 불식시키지 않으면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활동으로 인해 비용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불가피
- 만일 여기서 물가상승을 예상하여 구매력을 보장하는 임금인상이 진행되면 임금인상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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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임금인상의 악순환에 빠져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70-80년대의
경험
- 지금은 구매력 보장을 위한 임금 인상 요구보다 인플레이션 기대 불식을 위해 임금 인
상 요구를 유예해야 중장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
* Bruno and Sachs(1985)는 일찍이 1970년대의 오일쇼크 기에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급속히 추격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한국노동시장의 실질임금이 당시
OECD국가들에서와는 달리 매우 유연하였다는 점을 규명한 바 있음

□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ㅇ [비정규직]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경험에 비추어 정규-비정규직간 ‘과도한’ 격차
가 있다면 그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실사구시적이
고 필요한 접근으로 판단됨
- 비정규직 문제에 문재인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부작용이 크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
- 어느 만큼이 과도한지는 일의적으로 정할 수 없더라도 예컨대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이는 과도한 것
ㅇ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근로자가 평생직장으로 일하려고 하는 유인도 적고, 장기간
근속의 경우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신뢰 위에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
하여 현실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봄
-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인정, 퇴직급여는 월마다 IRP계좌에 적립 의무화하며, 주휴무급
화, 연장ㆍ휴일 할증임금보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전제 아래 노사의 근로시간 자율
결정 존중의 접근이 필요해 보임
ㅇ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시장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할 때 정치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일
자리 사업 프로그램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 번번히 무산
-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지향성을 강화하다보니 생산성 향상에 도움 안되는 사업과 방
식이 빈번하게 도입되는 경향
-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기반이 노동규범의 합리화라는 점
에 여야와 노사가 동의하고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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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임기 5년의 정부에서 모두 다루거나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5년의 시계(視界)에서 제시하든지, 아니면 집권당이 현재의 여든 야든 전문
가 제도개선위원회를 제도개선안에 합의할 때까지 가동한다는 데 합의하고 추진방식에
서도 책무성을 발휘하도록 틀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
- 한국 노동시장에 불공정한 현실이 있다면 이는 기득권과 명분에 집착하여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처지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노조, 경영계, 국회라는 점
을 지적하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상생을 위한 타협 방법도 제도개선 목표를 OECD 표준으로 정하고 전문가 위원회가
명예를 걸고 임하고 그 검증도 가능하도록 위원들의 주장과 논거를 공개하는 방식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는 등 책무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
- 일단 제도개선위원회가 가동되면 국회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청문형식을 통해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대화 참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
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특정기업의 노사가 합의했던 통상임금범위에 관한 대법판결 사이의 거리, 정년제 도입
및 시행과정과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판결 사이의 거리는 한국 노사의 사회적
대화와 정책추진 방식의 수준 및 깊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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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김 태 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의 의미와 평가” 관련 토론문1)
김

태 정2)

1. 들어가며
노동이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일정한 수입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사회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개인 차원에
서는 각자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사회 차원에서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각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
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동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 생각됩니다.
한편, 노동이 변화되는 산업 환경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그에 맞추어 소외되거나 도구화되지 않고 본연의 의미를
지켜나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과 근로자상도 크게 변화하였고 추구되는 가치도 달라졌음을 부정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1차·2차 산업혁명 때에는 기계화와 대량생산 체제의 영향으로 생산직 노동자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형태로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이 주류였고,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동조합 주도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격
적 처우가 보장되도록 하는 요구가 확산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통해 산업 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지식 산업 중심으로 빠
르게 변화시켰고, 전문 지식과 정보를 갖춘 화이트컬러 노동자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은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근로자에게는 상응하는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
유연화 달성을 위해 고용관계도 유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업자 구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분명 노동의 제공 방식과 근로자상이 과거 산업혁명에서 겪었던 변화보다 훨
씬 파괴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축소되고,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영역에서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진보와 무관한
독립적 영역은 일응 가치를 인정받겠지만 정형적·저숙련 기술을 보유한 중간 계층은 일자리 상실로 몰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1) 본 토론문은 필자가 소속한 단체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직 개인적 의견임을 이야기 드립니다.
2) 법학박사,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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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 흐름을 고려한 노동시장에 대한 대처는 중요하며,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한국형 노동시장 모델’도 그
러한 맥락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원리와 사회통합 원리를 균형 있게 강화하자는 취지와
다수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는 노동시장 담론과 모델에 대한 의견 제시 보다는 현장
실무에서 주로 고민이 되는 사안, 특히 유연한 노동시장과 관련된 ‘근로시간’과 ‘임금’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
니다.

2. 근로시간의 유연화 관련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의 구조도 제조직(블루컬러) 중심에서 사무직·연구직(화이트컬러)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컬러와 화이트컬러는 산출물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속성 차이가 뚜렷하다고 생각됩니다.
블루컬러의 경우, 생산물 그 자체가 성과달성의 목표이고, 제시된 규격에 일치하는 제품에의 생산과 수량이 측정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방식도 매뉴얼화 되어 있고 감독자의 관리도 용이합니다. 또한, 단기간에 형성, 취득 가
능한 숙련을 기반으로 한 반복적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한 성과 측정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화이트컬러는 개발, 기획, 판단하는 일이 업무 목표이며 업무형태와 조건에 따라 측정 방식도 다양합니다.
각자의 역량이 성과달성에 변수로 되어 있어 인력 대체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재량과 독립된 판단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과 측정과 근로시간과 연계성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과제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의 주요 대상은 화이트컬러로 보입니다. 현재 화이트컬러 중심 근로시
간 유연화 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관리·감독직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이 있습니다. 각 세부 요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차지하더라도 한국의 근무문화와 당사자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재량근로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은 성과중심 근무문화 구축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량근로제 도입 조건에 일정 근속 요건을 가미하여 각자의 업무 전문성과 주도권을 갖추지 않은 인력들
은 애초부터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고, 직원의 자발적 신청과 회사 승인 방식을 가미해 기업 내 우수 인력으로 성장
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회사 내 체류시간이 과도한 인력은 보완조치를 통해
재량근로제 적용을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량근로제는 간주근로시간 설정만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면책시키는 일종의 꼼수라는 사
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에 대한 구체적 지시 금지”라는 운영 요건 때문에 기존의
관리 방식 변화를 우려, 선뜻 도입을 망설이기도 한 상황이라 제도 확산이 다소 요원합니다.
또한, 화이트컬러에 대한 근로시간 정의와 범위도 실무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근로시간이란 "사
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어 실무 차원에서는 회사 체류시간이 곧 근로시간으로 인식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분명, 화이트컬러는 업무시간 보다는 업무성과를 기초로 보수가 결정되는 유형이며, 개인마다 업무역량과 속성이
달라 회사 차원에서 근로시간 콘트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숙련도와 경험이 높은 직원은 단시간 내 업무를 종료할
수 있겠지만, 다소 경험이 짧거나 미숙한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또한, 화이트컬러는
회사 내 체류하더라도 다양한 활동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개인휴식, 사적미팅, 자기 학습
等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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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화이트컬러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화이트
컬러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중심의 집단 관리방식에서 성과 중심의 개인 관리방식으로 근무방식 변화에 대한 노사정
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각자가 업무 달성을 위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며, 근로시간의 산정 방식이나 법정 근로시간 충족 여부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기존의 인식 변화도 필
요합니다.

3. 임금의 유연화 관련
현재 저성장, 고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임금 체계 및 수준에 대한 논란도 끊
임없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연공적 보상구조, 저성과 인력의 무임승차 등 획일적 보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인재영입 경쟁이 점점 치열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임금 경쟁력 확보도 우선 안건입니다. 또한,
MZ세대 중심으로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 요구로 인해 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의한 보상 수준 결정도 중요시되고 있습
니다.
이 관점에서 국정과제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제안하고 있으며, 발제자께서도 직무, 역량 및 성과 연계형
의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연공적 임금체계에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한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럼 어떠한 수순을 거쳐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임금체계와 관련된 기본적 이해부터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
다.
우선, 연공급은 “사람” 중심의 임금구조입니다. 직무나 직책과 무관하게 근속년수에 기반하여 기본급을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임금 체계는 인력의 조직 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직무와 조직간 이동이 용이해 집니다. 다
만 사람 중심 특성으로 인해 핵심 직무에 대한 가치가 존중받기 어려워 고부가가치 수행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
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반면, 직무급은 “사람+일” 중심의 임금구조입니다. 개인의 특성 외에 맡은 역할의 크기와 업무 난이도 및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입니다. 따라서 직무 특성에 따라 보상 차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상 수준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별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형평성 이슈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 또는 중간단계로서 역할급이 있습니다. 직무급에서 업무 특성을 제외한 임금체계로 직책 및 상위역할 수행
에 따라 보상 수준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기본급을 차별화하거나 별도의 직책 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
니다.
대다수 미국 기업들은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무別로 초임, 상한선, 인상률, 인상방식 등을
달리합니다. 차별적 보상을 하는 직무 범위도 기업마다 다양해서 어떤 기업들은 영업, 개발, 스탭 등 주요 직군 중심
으로 크게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200개의 직무를 분류하여 세밀하게 차등화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직무 중심 임금체계 운영을 위해 임금의 시장가치 파악과 그에 근거한 신속한 수준 결정을
중요시 합니다. 국가기관 자료 외에도

민영기관(컨설팅사) 등의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매년 직무별 시장 임금을 조사

하여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이후 직무별 다양한 시장 임금의 분포를 파악한 후 시장을 선도할지, 평균 수
준에 맞출지 등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임금 목표 수준을 결정합니다.
반면, 한국은 임금의 시장가치와는 무관하게 기업 단위에서 임금 체계와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임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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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또는 생계보존 수단) 때문에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회사의 수익구조와 노사간 협상의 결과
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특정 기업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은 보안사항으로 되어 시장의 직급이나 직무별 임금수준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고, 각자의 업무 속성 보다는 인적 특성만을 고려해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게 일반
적입니다.
결국, 임금체계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직무나 직급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 임금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
히 학력이나 기업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제공되는 노동의 가치 정도에 따른 시장임금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차원에서는 집단적 보상구조에서 탈피하고 개인의 성과와 직무 특성을 반영한

보상방

식을 확산해야 할 것이며, 임금체계가 유연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 달성은 어렵겠지만, 장기에 걸친 연구와 현장의
인식 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마치며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재편, 그리고 글로벌 경쟁 격화와 코로나19에 의한 사회 인식의 변화까지, 향후의 경
제·사회 환경은 더욱 크고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고,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한 예측 또한 거의 불
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특히, 노동 분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일반적인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상당수 노동은 제공 기회조차
박탈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전통적 관념이 파괴될 수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노동의 제공 형태와 계약 방식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노동 주체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개혁은 불가피하고, 또한 개인의 부
가가치 창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근로시간과 임금과 관련된 선도적 고민과 현장의 변화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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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정 문 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복합위기 하에서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2022. 6. 17(금),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문주

1. 정세 개괄
[그림] 2022년을 지배하는 키워드(Keyword)

▢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는 오미크론 신종변이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되면서 1
월 중순부터 4월까지 급속 확산되다가 6. 15 현재 신규 확진자는 9,423명 추가되어 누적 1,824만 8,479명, 사
망자는 9명으로 누적 2만 4,399명 (치명률 0.13%)
사회적거리두기 해제(4.18~), 2급 감염병 분류(4.25~, 6월 20일까지 격리의무 유지)되어 본격적인 일상회복 진
행 중, But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재유행 배제할 수 없음

▢ 인구절벽을 너머 인구지진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 감염 사태보다 위험하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지난 2년간 6500명이었는데
동기간 동안 인구감소는 3만 명이 넘어 코로나19 사망자보다 5배가 높음. ‘20년 인구는 20,838명 감소(행안
부, 주민등록인구)하여 5,182만9023명을 기록하면서 통계청이 2028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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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나 빠르게 빗나감.
’21년 출생아는 또다시 역대 최저치인 갱신하여 26만 494명으로 전년보다 57,280명, 1.1% 감소함. 이와 같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경제사회 기반이 빠르게 무너질 위험이 있음. 조세수입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가, 노동력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
한국의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화가 진행됨. 로봇밀도 압도적 세계 1위, 사무‧서비스자동화, ICT부
문의 투자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동안에 부가가치 창출여력은 하락하고, 일자리는 지속 감소,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음. 이로 인한 기업규모간, 업종간,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불평등이 보다 더 심화됨.

▢ 지구 온도 상승과 자연의 역습
산업화시대 이전보다 1.1도 상승한 지구 온도가 온실가스 배출로 40년內 5도까지 상승하면 폭염, 홍수, 동식
물 멸종, 식량부족 등 대재앙 초래하게 되고,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
며, 동식물 멸종, 곡물 수확량이 급감하며 식량위기로 전이되고 있음.
디늦게나마 국제사회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데 합의하였고,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나라(2019년 현재)
로서 前 文정부는 탄소중립을 선언함.
문제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 프로세스가 잘 작용하지 않고 있음. 尹정부 집권으로 기부문별 감
축 목표에 따른 실행방안이 재논의됨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는 산업부문에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시멘트 등 제조업과 발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수반되는 관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 생활안정 대책이 부실하고 관련 거버넌스
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저성장 고착화
G2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업의 투자부진, 장기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
증가, 기술진보 등 구조적 전환 가속화, 인구 감소까지 겹쳐 잠재성장률 하락
향후 10년 내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2001~2031년 OECD 국가의 잠재성장률 변화 中 한국이 가장 낮
은 –3.4%p 예측

▢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하위간 소득 격차, 교육과 의료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자산격차
가 크게 벌어짐.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의 재산이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42.5%에서 2017년 50.1%로 증가
했고,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미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그 비중 65.7%로 높음. 부의 집중이 극심
화된 가운데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54

토 론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그 가장 큰 원인을 부의 대물림으로 지목
(KBS, 한국리서치 의뢰조사 2019. 12월)

▢ 신냉전 : 미중 패권 경쟁, 미러 군사충돌 위험

1) 경제
▢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2.6% 성장 전망
2021년

2022년e
【수정】

【당초】

2023년e

▪ 경제성장률(%)

4.1

2.6

3.1

2.5

▪ 취업자증감(만명)

37

60

28

15

66.5

68.0

66.9

68.4

▪ 소비자물가(%)

2.5

4.7

2.2

3.0

▪ 경상수지(억불)

883

450

800

560

- 수출(전년비,

%)

25.7

11.0

2.0

1.0

- 수입(전년비,

%)

31.5

18.0

2.5

△1.0

- 고용률(%,

15~64세)

자료 : 관계부처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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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급등

▢ 고용 : 통계 작성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63%) 기록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3만5000명 증가. 매년 5월 기준으로 2000년(103만4000명) 이후로 가장 취업자 수가 많
이 증가. 1982. 7월 월간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 기록.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69.2%(2.3%P
상승). 실업률은 3%(1%P 하락). 2013년 5월(3.0%)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기록
한편, 고용형태별로 상용, 임시, 자영업 등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되었지만 일용직 일자리
는 여전히 지속 감소하고 있어 특고, 플랫폼 등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음.
[표]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추이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

‘21. 5월

임금노동자

‘22. 2월

‘22. 3월

‘22. 4월

‘22. 5월

64.3

96.1

80.5

85.9

88.9

‧ 상용

35.5

76.7

81.1

92.9

90.9

‧ 임시

30.7

34.2

16.6

4.8

7.9

‧ 일용

-2.0

-14.9

-17.2

-11.7

-9.1

-2.3

7.6

2.6

0.6

4.6

‧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6.7

3.9

3.5

3.9

6.5

‧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5.3

7.5

2.5

2.0

4.5

-1.0

-3.8

-3.3

-5.3

-6.4

비임금노동자

‧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5월 고용동향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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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불평등 심화
2021년 임금은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수준인 1.5% 인상되는 동안 전체노동자 임금은 3.1~4.5% 인상(△고용형
태별근로실태조사_월 통상임금 3.3%, 시간당 통상임금 3.1%인상, △협약임금인상률 총액 3.6% 인상, △사업체
노동력조사 4.5% 인상)되어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됨.
[표] 2021 임금 동향
조사명

임금 종류

증감률(증감액)

비 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시간당 임금총액

4.5%↑

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
월 전체 근로자 총 실근로시간

임금결정현황조사
(협약임금 인상률)

총계

통3.6%↑(총3.8%↑)

민간부문

총3.9%↑

월 통상임금

3.3%↑(9만 3천원)

시간당 통상임금

3.1%↑(524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

코로나19 동안 재벌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최고치 달성,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2021년과 2022년 대기업 임직
원들의 연봉은 사상 최고 수준의 인상률 기록
<2022년 주요 대기업 임금결정현황>
기업명

영업이익(전년대비 증감율)

삼성계열사

9% 임금인상 (5% 기본 인상 + 4% 성과 인상)

LG 계열사

8.2% 임금인상

카카오

연봉 15% 인상

네이버

10% 인상

SK하이닉스

대졸 초임 5,000만 원 ↑

한편, 6월말, 7월초에 결정될 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집권이후 첫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잣대 역
할을 하게 될 것
사용자단체가 주장하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이 열리거나,고물가, 고금리 상
황에서 최저임금이 그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저임금노동자 가구의
도산으로 이어져 윤 정부는 임기 초부터 노정 갈등과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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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임기 첫해 최저임금&물가 인상 비교

✔ 세계 주요나라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줄을 잇고 있음.

✔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2018. 5월,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최저임금법 개악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최
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인상이 크게 감소함.
[표]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출처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2019.1.)
주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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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노동자 실임금 삭감 예시
연도
2019
2020
2021
2022

시급
8,350
8,590

8,720
9,160

월환산액(원)

미산입비율(%)

미산입액(원)

상여금(원)

1,745,150
1,745,150

25 436,387
7 122,160

300,000

1,795,310

2 359,062

300,000

1,795,310

5 89,766

1,822,480

5 273,372

1,822,480

3 54,674

1,914,440

1 191,444

1,914,440

2 38,289

2023

산입액(원)

300,000
300,000

복리후생비(원)

산입액(원)

200,000

779,840

200,000

110,235

200,000

145,326

200,000

161,711

26,628
108,556

5
1

월 환산 정기상여금 3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지급받는 노동자의 경우, 2022년 27만원(270,267원)이 최
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액 9만원(91,960원)을 상쇄함.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2022년 임금인상은 최저임금 인상(5.1%)에 못미치는1.9%에 그
쳤고, 나머지 부족분을 복리후생비로 채움. 이는 2018. 6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발표한 산입범위 확대가
기대이익 불이익받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 위배한 것임.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59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하계학술대회

2) 정치
제20대 대선은 역대급 도덕성 시비와 자질논란 끝에 막판까지 혼전이 거듭되었고, 부동산 등 정책실패로
인한 정권교체론이 부상하면서 보수 야당이 신승함. 3.9 대선은 3월 10일 새벽 3시를 넘겨서야 당선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역대 최소 득표 차이를 기록*.
※ 제20대 대선 결과 : 국민의힘 尹 48.56%, 더불어민주당 李 47.83% _ 24만 표, 0.73%p 差

5. 10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 출범하였고, 尹 정부는 前 정부와 180도 다른 경제사회, 외교국방 정책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고, 노동분야는 기업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노동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임금과 노동시간 유
연화 등 신자유의적 정책으로 편성됨.
6.1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중앙정부에 이어 지자체까지 권력을 장악함.

2. 새정부 정책방향
1)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사회 정책공약 개괄 진단
▢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리
- 대선 기간중 일관된 국가 운영 방향 :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 ▲혁신성장_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 규제 완화, ▲재정지출 효율화_국가 재정 긴축 등으로
MB정부 경제정책(Business Friendly, 낙수효과) 연상
- 노동시간 유연화 : △근로시간 유연화 및 선택지 다양화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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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 ⇒ 후보 시절 실언
(주120시간 노동,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150만 원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 처벌 폐지 등)
- 사라진 정책 : 고용안정, 비정규직 보호, 여성, 고령자 등 세대,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없음. 오히려 여성가족부·여성할당 폐지(국정과제 포함되지 않음)

▢ 색안경을 낀 노동관
-‘4% 강성노조’에 담긴 노조 혐오 : 정부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대응 가능성
⇒“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업정합 법 집행”
-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국정 기조 부활 가능성 : 다시 전면화된 ‘자유민주주의’➜ 약육강식의 자
본주의 경제원리

▢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정책공약은 전반적으로
① 자본진영에서 주장해온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방향으로 대표적으로 △노동시간제도를 선택근
로 정산기간 1년까지 확대, 연장근로시간의 총량규제, 화이트칼라이그젬션 도입 등, △직무성과급적
임금체계 도입 등 제시
② 사용자단체 주장과 결합되어 반노동정책으로 확대, 추진될 위험이 있음.
‧

尹 대통령 노동공약 가운데‘사업장 점거에 엄정한 법 적용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은 경총이
ILO핵심협약 비준시 노조법의 보완 입법으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제도 개편 등과
함께 주장하는 개악 과제

‧ ‘고용세습 철폐’는 박근혜 정권이 2015년 노동시장구조개악으로 추진한 과제
‧ 대선 직후 3. 10, 전경련, 경총, 상의, 중기중 등 사용자단체들이 일제히 윤석렬 당선인에게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 주문하였는데 이는 자본 중심의 국정편성을 위한 포석이라 할수 있음.
대선공약 제목이었던 ‘노동개혁’이 국정과제에서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로 바뀌었고, 고
용노동부장관에 노총 출신인사를 내정함. 그러나, 문제가 되는 노동시간유연화, 직무성과임금체
계 등 반노동정책들이 국정과제에 거의 그대로 포함되었고,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5. 16)에서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할 3가지 개혁으로 ‘노동개혁’을 그
대로 강조하였고,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5대부문 개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발표
(6.16)함.
③ 효과가 높은 핵심 정책 수단보다는 실효성이 낮은 보조‧주변부 정책 제시
‧ 예 : △ 소득분배개선_최저임금 VS EITC(근로장려세제)
△ 고용서비스 인프라_일자리 개선, 확대 VS 디지털화 등
④ 일부 정책 중에 노동계와 접목할 지점
‧ 노동이사제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 산업전환 고용영향 사전평가, 산업‧지역별 노동전환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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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종사자 기본권리 보장, 청년알바보호법
‧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 등
⑤ 尹 대통령의 노동 정책공약의 방향은 권리 보장과 정의로운전환 등 노동중심성에 있지 않고,
‘일자리, 공정과 상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정책의 구성과 체계가 맞지 않고, 분야별로도
꼭 포함되어야할 정책들이 비어 있음.
‧ △노사관계 측면에서 교섭체계와 사회적대화 등을 찾아 볼수 없고,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일자리 外에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고용정책이 부재함. (대표적으로 고용보
호,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여성, 정년 등 정책공약이 없음)

2) 국민의 힘 윤석렬 대통령의 노동사회 대선 정책공약
⑴ 대선 정책공약
① 노동정책공약
‧ 임금체계 : 직무‧성과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절차 합리화_집단동의 절차를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
와 서면합의로
‧ 노동시간 :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이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특례업종 확대_스타트업, 화이트칼라이그젬션,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간선택형정규직일자리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 고용세습 철폐
‧ 무단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 노동이사제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 노사협의회 구성 개편 (세부내용은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 사회적 합의에 반함)
‧ EITC 확대
‧ 디지털고용서비스
‧ 산업전환 고용영향 사전평가, 산업‧지역별 노동전환서비스 제공
‧ 플랫폼종사자 기본권리 보장, 청년알바보호법
‧ 공무원 타임오프 적용 등

② 사회정책공약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 기초연금 인상 / 국민연금 감액 미세조정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시기 단축
‧ 지역필수의료 확대

⑵ 선거 공간에서 언급, 제기한 노동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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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 적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⑶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발표된 노동사회정책
‧ 공공기관, 공무원 규모 축소 (3. 18. 경제1분과)
‧ 노사의견을 들어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 인수위,‘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
항’업무보고서 작성 지시에 노동부는 지침, 해석, 매뉴얼, 필요시 하위법령 개정 등 (노동부 업
무보고, 3. 24. 사회분과)

3)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 3(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110대 국정과제’발표

6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하계학술대회

⑴ 노동사회관련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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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노동사회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개괄 평가
① 노사관계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과 원칙 : 노조법상 28개의 벌칙조항 중 노조 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처벌조항은 22개인 반면, 사용자 처벌규정은 6개에 불과.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법과 원칙
의 강조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 선택권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및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현실
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실상 사용자 주도로 결정됨.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
간 확대요구는 1일, 1주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을 조
장하는 사용자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됨. 고소득 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일본 등 외국에
서도 심각한 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제도임을 직시해야 함. 노사협의회 대표성 강화는 이러
한 제도의 쉬운 도입을 위해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힘.

②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집권세력의 국정 방향이 직접 작동하는 하부구조이자, 경제사회적 정세 흐름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구조임. 5.10 윤석열 정권 출범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는 4대 정세
요인은 △文정부의 시장화전략 기반 확대(혁신성장 전략) △다양한 경제위기 징후 △윤 정권의
정체성(반동적 자유민주주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인기영합주의 등으로 풀이되며,
국정과제는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 하에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 시 인센
티브 부여 등을 언급함.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인력감축과 기능조정, 범위 축소 등을 예고한 것
과 다름없음. 또한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은 10년 전 박근혜 정부가
공정인사 지침이라 이름으로 추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쉬운 해고 지침을 재탕한 것.
‧ 그간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 이하의 공공요금 정책을 펼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
성이 악화된 데는 공공요금 현실화 외면하는 억제, 자원외교 등 정부의 무능한 정책 결과임. 그
럼에도 본질적 원인은 외면하고, 단순히 부채가 많으니 집중관리하겠다는 논리는 공공기관의 방
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악질적 프레임을 덧씌워 향후 철도, 전력, 가스 등 민영화,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 하고, 노동조건 개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음.
‧ 공무직 신분보장 및 차별 개선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훈령이 정한 종료 시점인 23.
3월이 되면 공무직위원회는 공중분해, 공무직 의제가 실종될 수도 있음.

③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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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는 큰 변화없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을 승계하는 것이 대부분.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고 밝힘으로써 연금 개악의 가능성을 열어둠.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겠다는 의미임. 40
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더 주겠
다는 것으로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보험료를 내는 제도에 대한 역인센티브로 작용할 우려가 있
음.
‧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공병상 및 인력 확충 계획이 없
고, 민간병원을 포함한 지역 의료인프라 강화를 제시하였고, 특히 ‘공공정책수가’제도 도입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 지원 확대정책으로 감염병 대응을 더 어
렵게 할 수도 있음.

④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라고 에둘러 표현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함.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확화’는 사용자단체가 지속 요구했던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법
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임.
‧‘지침·매뉴얼’을 통한 방식은 안전보건규제를 형해화하는 대표적 방법임. 2017. 1월 노동부가
지방노동청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위반과 관련한 처벌을 삼가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과 같이 중대
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침을 통해 수사를 삼가라는 지침을 내린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

3. 복합위기 하에서 새정부 역할과 과제
‧ ▲정치적으로 제21대 국회 지행이 여소야대로 22대 국회 이전(2024. 5월)까지 이어지고, ▲경제는 글로
벌수급 불안과 물가급등‧금융시장 변동이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거
리두기 방역이 다시 강화될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미‧러, 미‧중간 대결 격화와 신냉전시대로 회귀, 국지
적을 너머 확전 가능성,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 긴장 고조로 대내외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에 尹
정부 출범
‧ 5. 10. 새정부 발족. 尹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거나와 노
동사회진영과의 협치와 사회통합을 달성해야 하고 이는 필수 요소이자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
‧ 반노동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입법화될 가능성인 낮음. 야당의 동의없이는 입법 및 예산 처리가 어렵고, 노동 킬러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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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꺼내들 경우 노사관계 불안과 노정간 침예한 갈등으로 이어질 것임. 이를 우회하여 정부가
하위입법 또는 행정상 조치들을 도구로 예를 들면 근로자대표 부분동의, 공공부문부터 예산 통제, 경
영평가를 통해서 노동시간 및 임금 유연화를 시도한다면 현장으로 부터의 저항이 시작되고, 증대되어
노동계와의 일대 격돌을 피할수 없을 것임.
‧ 尹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가 친자본반노동적으로는 노동계 우려와 비판이 현실화된다면 인구 감소,
기후 변화, 저성장 고물가 등 복합위기 하에서 남북간 대결 격화까지 더해지며 노사, 젠더, 세대, 이념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과 후퇴를 맞이하게 될 것
‧ 반대로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가적 비젼을 제시하고, 어느 한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있는 정책
방향과 과제를 편성하고, 노동계와의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소통과 진정성있는 대화를 추구하여 상호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일대도약과 비약적인 발전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4. 정의로운 성장을 위한 공정한 분배, 포용적 투자

▢ 정의로운 전환 프로세스 : 공정한 분배로부터 포용적 투자에서 정의로운 성장까지

〇 공정한 분배
- 공정한 분배는 사회연대적 노사관계와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음. 노사관계
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족관계 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관계로서 노동과 자본 간의 힘 기울기에
따라 그 사회의 공정성이 결정됨. 한편, 생산물시장에서 자본과 자본 간의 구조와 거래에 따라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가 결정되는데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과 정
부의 공정한 시장 개입은 시장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
- 오랜 숙원과제였던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보
호와 노동 존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하위 법률이 제약하고,
자본과 보수정치권은 노조를 사회 ‘악’으로 폄하하며 노동조합을 고립, 억압하기 위한 술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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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탐탐 꾀하고 있음.
- 사문화된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여 노사관계를 보다 더 확장하고, 87%의 미조직 노동자
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의 적용 확장, 노동자 경영참가,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등 노동자대표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져
야 하며, 연대임금 실현을 위한 산별교섭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노동중심 공정한 분배의 가장 핵심 축인 노동주권이 보장되면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어 평등하며 안정된 노동시장을 기대할 수 있
음.
- 대기업의 울타리에 갇힌 의도하지 않은 노사 담합구조를 울타리 밖에서 산별교섭이라는 연대구
조로 바꾸어 기업복지를 사회복지로 전환‧확대하고, 대중소기업과 원·하청이 함께 교섭하면서
산별표준임금을 만들어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 경제민주화가 없는 자본주의는 약탈이고,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충분조건임.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청대기업이 시혜적으로
하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원·하청간 상생 협력적 도급관계는 경제민
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
- 경제민주화는 세법, 상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법 개정만으로는 달성되지 않으며 한계가 있
음. 노동자경영참가는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가능케 하고, 원·하청 수직관계를 공정한 수평관계
로 개선하므로 노동주권 보장은 경제민주화 달성의 전제 조건임.
〇 포용적 투자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가 적재적소, 적기에 이루어져야 함. 그
동안 투자는 자본과 권력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고, 물론 개인 투자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
합은 전통적으로 분배를 요구하는 주체이자 역할을 맡아 왔음.
-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경제사회주체로서 노동자 대중과 노동조합 운동이 보다 더 큰 역할이 요
구됨. 노동자 대중은 국민의 절대다수에 해당하며 경제력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의
중심*임.
* 피용자보수는 918조 3,000억원(2020년)으로 이는 명목 국민총소득(GNI)(1,948조원) 대비 47.1%, 명목
국내총생산(GDP)(1,933조 2,000억원)과 견줘서는 47.5%에 해당하는 규모임. 또한, 국민연금 기금적립
금은 892조 원(2021년 5월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노동자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납부한 보험료 수
입으로 조성된 것이며, 퇴직연금 적립금은 255조 5천억 원(2020년)으로 사회보험 및 준공적제도로 마
련된 막대한 기금 적립금이 노동자의 임금을 통해서 조성된 것임.

- 또한, 노동조합이 노동연대기금*을 직접 조성하여 불평등 해소, 사회적 연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취약계층 보호지원, 전통산업 활성화 등에 사회적 투자까지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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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대표적으로 금융노조가 주체가 되어 조성한 금융산업 공익재단은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음. 금융산
업노동조합이 산별교섭 목적으로 제시, 2018년 임금인상 총 2.6% 중 0.6%p를 출연하고, 그 금액만큼
사용자 측에서 결합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됨. 33개 금융 노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현재까지 총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함.
뿐만 아니라 금융노조는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2020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및 상생·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회연대임금전략을 단체교섭으로 구현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냄. 20년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의 1.8% 기준으로 하되, “노사는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활성화를 위하
여 임금인상분 중 0.9%를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근로자는 임금인상분 중 0.9%
를 반납하여 동 금액을 용역,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
지진흥기금 기부 등 연대임금에 사용하기로” 하였음. 즉, 임금인상분 전액을 연대임금으로 활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며, 총액으로는 약 2,000억 원 규모임.

- 노동조합이 직‧간접적으로 마련, 조성한 막대한 기금들이 사회적 책임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기하고, 적극 개입함. 예를 들어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요소중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 보육, 노인요양 등에 공공복지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함. 이 경우
주거, 돌봄 영역의 사회공공성을 높여 인구지진을 해소할 수 있고, 기금운영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음.
-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궤를 같이하며, 정의로운 성장과 공정한 분배 달성을 위한
포용적 착한 투자전략으로 할 수 있음.
〇 정의로운 성장
- 소득주도성장은 구매력이 약한 또는 상실한 청년, 여성, 장애, 고령자,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빈 호주머니를 채워 소비 지출을 확대하고 이는 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늘리게 되어 선순환경제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전략임.
- 전 정부는 경제 전략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을 국제과제로 정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을 대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그 결과 소득분배구조가 일정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되었지만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의도하지 않은 갈등이 빚어졌고, 임기 중반 최저임금 정책이 표류하게 됨.
- 소득주도성장이 일관성 있게 가지 못한 것은 일본 경제보복,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 영향이 크
지만 그보다 최저임금과 함께 핵심 정책수단인 경제민주화가 병행되지 못했기 때문임. 그 원인의
배후에는 시장 경제력을 유지하려는 재벌과 자본의 집중 견제와 거대 카르텔 담합구조를 문재인
정부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임.
- 소득주도성장의 좌표는 올바르고, 정확했음. 단, 소주성을 통해서 드러난 관료들로부터의 포획을
뛰어넘고 핵심 주체를 바로 설정하는 과제가 남음. 이에 2022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제 전략
으로 소주성2.0으로서 정의로운 성장을 제시함.
- 정의로운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경제민주화 등 정책수단 외에도 조세정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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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시키고, 사회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차별 없는 노동시장 등을 통해서 노동을 중심에 세
우고 동력을 만들어내야 함.
- 예를 들어 주거, 의료‧요양, 보육‧교육은 가계지출의 1/3~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를 노동, 자본, 정부
3자가 분담하여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임금으로 전환하면 15~20%의 소득 증대 로 이어져
소비를 늘리고 사회적재투자로 연결되어 정의로운 성장과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보호의 격리
가처분소득기준 국민소득 4만 5천 달러, G7국가 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
한국 노동시민권 및 사회안전망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1인당 GDP 등 경제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노동, 복지, 젠더, 교육, 문화, 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사회정책은 뒤처져 경제와 노동사회의 불균형 심화

- 90년대 이후 수출주도성장의 낙수효과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은 민간보험 가입,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
음.
-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기초생보법 제정, EITC, 보육서비스 확대, 성평등 정책 등이 시행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수당(신), 기초연금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지
만 조악한 복지프로그램들이 나열식으로 복잡하게 구성, 시행되어 국민 복지 체감도가 낮음.
- 아직까지도 개발시대에 각인된 최소주의 사회정책이 바뀌지 않았고, 노동시장 및 성별 격차 해소,
경제수준에 맞는 공공복지 확대가 지체됨. 노동시민권 및 사회안전망이 세계 하위권 수준에서
2027년 현 정부 임기 내 OECD 회원국 수준의 국제기준에 도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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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과 자동화의 산업안전 효과
노 세 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 용 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부 교수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산업안전 효과
노 세 리* 노 용 진**
1)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6-8차 웨이브(2015-2019
년)를 사용하여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이 산업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먼저, 일터혁신의 다양한 특성이 각기
산업재해와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일터혁신 구성요인별로 산업재
해와 가지는 관계를 가설화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터혁신과 더불어 산
업재해를 낮추는 방법으로 논의되는 기술의 역할을 고려하여 일터혁신과 기
술혁신의 상호작용이 산업재해를 낮출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의 종속변수는 산업재해율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일터혁신과 기술혁신, 일터
혁신과 기술혁신의 상호작용 등이었다. 일터혁신의 구성요소 변수들로는 성
과급, 고용안정, 훈련, 정보공유,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활동, 작업팀의 재량
권 등을, 그 구성요소들을 통합하여 만든 일터혁신 지수도 사용하였으며, 기
술혁신 변수로는 자동화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모형은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모형이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과 근로자 참여 기반 혁
신활동 등 두 가지 일터혁신 요소들이 산업재해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추고 있다. 그 밖에 성과급, 훈련시간, 정보공유, 작업팀의 재량권, 그리고
일터혁신 지수도 산업재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다. 자동화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상호작용 변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을 요약하고,
그 결과들의 배경과 함의들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산업안전, 일터혁신, 기술혁신,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 인사혁신,
자동화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 srn@kli.re.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교수 ynho@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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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어느 때 보다도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
슬로우 욕구단계 이론에 따르면, 안전하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욕구이
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근로자의 웰빙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의 확보는 이들의 생산성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성과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슈이다. 고
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보면, 2020년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수는 1.09명이고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0.46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추이로 보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외인성 사고에 의한 사망률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률의 감소
추세는 전체 사고사망률 추세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
는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사회의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생기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성재‧전형배‧김정우‧
김하나, 2021). 다시 말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나 기업의 노력이 특별하게 투여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안전 관련 연구를 보면 오랜 기간 어떻게 산업안전을 높일 수 있을지 방안을 찾는 것을 논의해왔다. 주목할 것
은 최근 연구는 산업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받고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업의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해당 기업
의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참여와 산업안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아직 둘
간의 관계는 모호하다. 근로자 참여와 산업안전 간에 관계가 없다고 보는 연구도 있으며, 근로자 참여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고률을 높일 수 있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근로
자 참여를 통해 작업장의 위험요소들이 도출되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보
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가에 따라 결과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근로자 참여가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와 같은 조직의 맥락적
요인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의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산업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직접적 방안으로 기술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화 관련한 디지털 기술이나 로봇 기술의
필요성도 이러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술을 통해 근로자가 수행하기 어렵고 위험한 일을 직접적으로 바
꾸어 산업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자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일터혁신과 산업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일터혁신이 산업안전과 가지는 관계에서 어떠한 일터혁신 특성이 산업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일터혁신을 통한 산업안전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동화 기술을 고려하여 실
증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산업안전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점도 가지지만 무엇보다 실무적 기여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
업체에서 사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과소 보고하는 문제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터혁신이 산업안전을 높이는 결과가 확인된다면, 안전문제가 과소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터혁신이 산업안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터혁신은 산업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터혁신 하는 사업체의 경우 사고에 대한 과소보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산업안전에 대한 일터혁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 결과는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나머지 장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2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이 산업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가설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 3 장에
서는 사용 자료와 기초통계들을 정리하고, 제 4 장에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그 정책적 함의들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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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1.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 도출
일터혁신은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람, 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혁신 방법이다. 일터혁신 정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배규식.
권현지.노용진 (2008) 정의에 따르면, 일터혁신은 작업장의 지식을 활용해 생산기계나 설비를 개선하여 작업장의 하
드웨어적 측면의 변화를 도모하거나 또는 작업과 전반이나 품질관리방식의 개선 등 노동의 방식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변화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배규식·이장원 (2017)에 따르면 일터혁신은 일터의 청결, 정리정돈,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 작업장 인력구성을 고려한 작업공정 배치, 공정 최적화, 품질관리 방식 개선, 그리고 인
적자원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의 공통점은 첫째, 일하면서 축적된 숙련과 노하우의 투여
를 통하여 작업장을 구성하는 기계나 설비의 개선, 그리고 노동방식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둘째, 이는 기업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터혁신의 다양한 활동은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 개선을 직접적인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과 관
계를 가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일터혁신의 일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근로자의 웰빙과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산업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Jilcha, Kitaw, Beshah(2016)는 일터혁신은 참여적 작업조
직을 강조하고 고용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제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근로자 웰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과 관계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터혁신이 작업장 안전과 건강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직접적으로 산업안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기업 성과 향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일터혁신이 산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일터혁신과 산업안전의 직접
적인 관계를 논의한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몇몇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산업안전 간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를 보면
일터혁신은 항상 산업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성과작업시
스템 논의에서 보면, 근로자들이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 받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높이
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근로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작업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제공하는 것은 몇
몇 일에 서툰 근로자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고 일하는 도중 실수를 하게 해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가
능성도 있다 (Peccei, Van De Voorde, & Van Veldhoven, 2013; Van De Voorde et al, 2012; Ogbonnaya,
Daniels, Connolly, & Van Veldhoven, 2017). 이와 유사하게 Bouvill & Alis (2014) 또한 작업장에서 일터혁신의
대표적인 모형인 린 작업시스템의 강조는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터혁신
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일터혁신이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하여 실증해볼 필
요가 있으며, 더욱 필요한 것은 일터혁신이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특성을 구분하여 각각
이 산업안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은 근로자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
자들을 보다 활발하게 참여시키고 몰입시키기 위하여 이들이게 회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근로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개선활동을 보면, 근로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확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무엇인지 리포트하고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활동을 산업안전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들은 제안과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찾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나 작업과정들을 찾고 문제로 정의하며 이를 집적 바꿀 수 있다. 근로자
들의 참여 활동은 작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박용승·문재영, 2010; Wang,
Xing, & Zhang 2021;Askenazy, 2001). 또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회사의 정보공유도 산업안전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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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다. 고성과작업시스템 논의에서 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회사
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이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일에 몰입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근로자들의
오너십은 안전한 작업문화 형성에 보다 신경 쓰게 할 수 있다. 정보공유 자체가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회사의 노와 사 간의 의사소통은 산재발생 예방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관형·오지영·조
흠학·김준호, 2009).
가설 1.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 활동은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가설 2. 정보공유는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일터혁신은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훈련과 장기근속을 강조한다. 일터혁신은 노동력을 혁신
의 출발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혁신을 떠나서 노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
법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작업장 사고는 주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다. 일과 일하는 과정이 노동행위와 조화되지 않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문제는 근로
자가 일에 능숙하지 못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일터혁신에서 강조하는 교육훈련과 장기근속으
로 해소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주어지는 일을 오래하고 한 조직에서 오래 일하면서 수행하는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며 회사의 특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체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은 반드시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계속
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수행하는 일을 잘 알게 되어 발생하는 실수나 이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고용안정이 작업장

사고률을

낮춘다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확인되고 있다(Grunberg, Moore,

&

Greenberg, 1996; Probst & Brubaker, 2001).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
고 이에 숙달될 수 있도록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훈련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기술과 지식을 확충
하고 이를 발휘하여 일을 더 잘 알게 됨으로써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Barling, Kelloway,
& Iverson (2003)의 연구에서 보면 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것은 실제 일을 안전하게 처리하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3. 교육훈련은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가설 4. 고용안정은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일터혁신은 혁신의 힘을 노동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혁신과정에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성과급
이 산업안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직접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찾을 수 없다. 성과급과 같은 요소가 산업재해를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유추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성과급도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를 낮추는데 기여를 할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보상 논의에서 보면, 임금을 포함하여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은 근로자 웰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상 자체가 근로자의 건강 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보
다 더 중요한 것은

보상은 안전을 확보하게 하는 활동들을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

사는 근로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참여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조직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활동 참여와
조직몰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는 성과급 지급은 이와 같은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
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도 산업재해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5. 성과급은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재량권을 제공하는 것은 앞서 다른 요소들과 달리 산업재해와 가지는 관
계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산업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낮추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하는 과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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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표준화되지 않은 과정을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수행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산업
재해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고 선행연구에서 보면, 재량권이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는 작업안
전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선행연구는 근로자이 재량권을 받음으로써 일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안전과 팀원의 안전에 좀 더 신경 쓰게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일하는 과
정의 재량권을 가지고 되면서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위험한 요소에 더 신경 쓰며 일한다. 그리고 재량권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더 나
아가 우리 팀에서 하는 일을 잘 알아야 해서 상황 통제 능력이 생기고 이는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Hechanova-Alampay & Beehr, 2001; Zacharatos, Barlimg, & Iveson, 2005).
가설 6. 재량권 부여는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일터혁신은 산업안전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일터혁신 자체에 산업안전을 높이는 직접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터혁신이 가진 근로
자 참여, 역량향상, 재량권 제공, 그리고 혁신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부여 요소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직
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안전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위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
고률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설 7. 일터혁신은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한편, 기술혁신은 오랜 기간 동안 산업안전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다. 기술을 통해 작업
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제조업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주요 과정을 보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반복적인 일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더 나아가 무거운 제품을 옮기거나 드는 일을 수반한
다. 한편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은 기계를 이용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기계에 끼이
거나, 기계로부터 신체 부위를 절단당하는 사고도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안전을 위해 기술을 활용해야 한
다는 선행연구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을 위험한 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술이 일터혁신을 통해 산업안전을 높이는 과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Pot(2011)의 연구에서 보면, 일터혁신은 참여적 작업조직, 인적자원관리와 개발, 그리고 지원적 기술체계로 구성
된다. 그는 참여적 작업조직과 인적자원관리는 기술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는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체계 혁신이 중요하고 이를 돕기 위해 신 기술체계의 투입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직무요구자원 이론에서 보면, 일터혁신은 근로자 참여와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일을 보다 스마트하게 하는 측면에서 논의되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의 많은 기여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직무요구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움이 되는 기술의 도입은 근로자들이 높아진 직무요구를 다루는데 자원으로 역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술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염려를 동반한다. 분명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화 기술이 도입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는 기계이고 설비라는 점에서 또 다른 안전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일터혁신은 작업과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술이 도입되고
안착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아는 근로자는 기계를 통해 일이 수행되었을 때
기계와 노동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최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계가 노동력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미리 기계나 설비를 세팅할 가능
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가설 8. 산업재해에 대하여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은 상호작용 효과를 가질 것이다. 즉, 기술혁신은 일터혁신과 산
업재해가 가지는 부정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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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가설 설정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통계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산업재해율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이다. 기술혁신이 일터혁신과 산업재해율 사이에 조절작용
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상호작용 변수도 포함하였다. 일터혁신의 구성요소들로는
성과급, 고용안정, 훈련, 정보공유,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활동, 작업팀의 재량권 등을 주목하였고, 각각의 구성요
소들이 산업재해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함께 그 구성요소들의 합산점수로 작성한 일터혁신 종합지수가 산업
재해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혁신 변수로는 자동화율을 사용하였다. 그 밖에 통제
변수들로는 산업재해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작업공정 특성, 근로자 특성, 사업체 특성, 제품시장 특성 등
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가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모형은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모

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자료와 기초통계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6-8차 웨이브(2015-2019년)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모집단과 표본추출 방식, 조사 대상자, 설문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해서는 「사업체패널조사 가이드북」에 상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6-8차 웨이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6-8차
웨이브 자료의 모집단은 농림어업 및 광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57,894개이
고, 표본 추출방식은 산업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층화추츨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응답률을 감안해서 업종
내 500인 이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500인 미만 업체들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
식은 종전과 같이 CAPI를 이용한 면접 방식이고, 조사 대상자는 종전의 응답자 중 노사관계 담당자는 제외하고
인사관리 담당자와 근로자 대표 등 2 명이었다.
표본의 크기가 2015년 자료인 6차 웨이브에서는 3,431 개소, 7차 웨이브에서는 2,868 개소, 8차 웨이브에서는
2,795 개소 등이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나 불성실 응답치가 있는 관측치를 제외하고, 최소한 2개 이상
의 웨이브에서 유지되는 사업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본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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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6차 웨이브에서 2,498개소, 7차 웨이브에서 2,275 개소, 8차 웨이브에서 2,232 개소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통계는 연도별로 구분해서 정리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산업재해율(%)은 직접고용 근로자 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수를 전체 근로자수
로 나눈 값이다. 그 평균값을 보면, 2015년에는 0.094%, 2017년에는 0.227%, 2019년에는 0.273% 등으로 나타
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독립변수인 일터혁신과 기술혁신 변수들의 기초통계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일터혁신 변수
들은 성과급, 고용안정, 훈련시간, 정보공유,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활동, 작업팀의 재량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성과급은 성과에 따른 기본급 차등 인상, 직능급, 이익ㆍ성과배분제, 우리사주제 등의 범주변수들을 평균한
값이다. 그 통계를 보면, 2015년에 22.4%, 2017년에 21.1%, 2019년에 22.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안정
은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이나 합의 등의 존재, 2난 2년간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없었음 등 두 가지 범주
변수들의 평균값이다. 그 통계를 보면, 2015년에 53.2%, 2017년에 50.3%, 2019년에 47.6% 등이다. 훈련시간은
1인단 연평균 훈련시간을 의미한다. 그 평균값들은 2015년에 10.0시간, 2017년에 8.2시간, 2019년에 8.6시간 등
이다. 훈련을 일터혁신 종합지수의 구성요소로 포함할 때에는 전체 웨이브에 대한 훈련시간 평균보다 더 많으면
1, 적으면 0으로 처리한 범주변수와 다기능훈련 여부 더미변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정보공유는 최고경영자와
전 직원과의 회의, 경영자의 정기적 현장 순시를 통한 소통, 경영자와 직접 소통 핫라인, 직제라인별 정기회의를
통한 경영정보 공유, 정기적 근로자 설문조사, 경영정보 제공하는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 사내외 관련 정보를 제
공하는 사내(전자) 게시판, 정기적인 이메일을 통한 정보 공유,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 공개 등의 실시 여부에 대
한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그 평균값은 2015년에 29.9%, 2017년에 25.1%, 2019년에 26.5% 등이다. 근로자 참
여 기반 혁신활동은 근로자 자주 보전, 근로자 자주 품질관리, 제안제도, 소집환활동, 품질관리 프로그램 등의 범
주변수들을 평균한 값이다. 그 통계를 보면 2015년에 29.5%, 2017년에 26.1%, 2019년에 28.0% 등이다. 작업팀
의 재량권은 작업팀이 가지고 있는 작업계획, 작업일정, 작업방식 등에 대한 재량권을 가리키는 범주변수들의 평
균값으로 측정되었다. 그 평균값은 2015년에 56.3%, 2017년에 55.9%, 2019년에 59.3% 등이다. 이상의 일터혁
신 구성요소들의 값을 합산해서 일터혁신 종합지수를 만들었는데, 그 평균값은 2015년에 2.119, 2017년에
1.947, 2019년에 2.00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은 자동화율로 측정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
에서 자동화율은 구간값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그 평균값을 보면, 2015년에
55.6%, 2017년에 49.6%, 2019년에 48.3% 등이다.
산업재해율이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선 산재위험 요소의 존재 여부를 가리키는 범
주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산재위험 요소 1은 화학적 위험요소, 산재위험 요소 2는 물리적 위험요소, 산재위험 요
소 3은 인간공학적 위험요소, 산재위험 요소 4는 생물학적 위험요소, 산재위험 요소 5는 위험한 기계 기구, 산재
위험 요소 6은 위험장소 등이다. 그 중 산재위험 요소 1(화학적 위험요소), 산재위험 요소 2(물리적 위험요소),
산재위험 요소 3(인간공학적 위험요소), 산재위험 요소 5(위험한 기계 기구) 등이 존재하는 사업체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작업조직의 특성으로 서 근로시간도 산업재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당 근로시간
도 통제하였다.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2015년에 46.0시간, 2017년에 45.4시간, 2019년에 45.1시간 등이다.
그 밖에 노사관계와 근로자 특성 변수들도 통제하였다. 먼저 노동조합의 존재가 산업재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보여서 노동조합 존재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그 통계를 보면, 유노조기업의 비율이 2015년에
25.7%, 2017년에 27.0%, 2019년에 28.0% 등이다. 근로자 특성 변수들로는 근로자수, 사무관리직 비율, 55세 이
상 근로자 비율, 이직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등을 통제하였다. 조직규모가 산업안전관리 역량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수를 포함하였는데, 그 통계는 2015년에 228.6 명, 2017년에 241.4명, 2019년에 255.7 명
등이다. 직종별로 산업재해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재해 위험이 낮은 사무관리직 비율을 통재하였다. 그 평
균값은 2015년에 42.3%, 2017년에 42.5%, 2019년에 43.2% 등이다. 연령변 분포도 산업재해율에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어서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을 통제하였다. 그 평균값은 2015년에 16.6%, 2017년에 17.7%, 2019년에
18.3% 등이다. 이직률은 근로자들의 수행 직무에 익숙한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하였는
데, 그 평균값은 2015년에 15.6%, 2017년에 19.8%, 2019년에 18.8% 등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직무관련 숙련
과 직업 경험 등을 통해서 산업재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서 통제하였다. 그 평균값은 201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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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년에 5.9%, 2019년에 5.8%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특성과 제품 시장 특성 등을 통제하였다. 사업체 특성은 하도급 회사 여부와 매출액 중 수출
비율 등을, 시장특성은 제품시장의 경쟁 정도를 통제하였다. 하도급회사와 수출 비중 등은 고객이 누구인가를 보
여주는 지표들로서 품질,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통제하였다. 그 평균값들은 각각 2015년에 20.2%와
8.0%, 2017년에 13.5%와 9.1%, 2019년에 13.68%와 9.8% 등이다. 제품시장 경쟁의 정도는 제품시장 경쟁이 얼
마나 치열한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인데, 그 평균값은 2015년에서 2019년 모두 3.9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기초통계
변수들

2015 (N=2498)

2017(N=2275)

2019(N=2232)

산업재해율

0.094 (0.506)

0.227 (2.160)

0.273 (1.225)

성과급

0.224 (0.268)

0.211 (0.255)

0.220 (0.252)

고용안정

0.532 (0.234)

0.503 (0.254)

0.476 (0.263)

훈련시간

10.037 (14.930)

8.200 (18.154)

8.571 (17.818)

정보공유

0.279(0.187)

0.251(0.170)

0.265(0.174)

근로자 혁신 활동

0.295 (0.262)

0.261 (0.253)

0.280 (0.258)

작업팀의 재량권

0.563(0.459)

0.559(0.460)

0.593(0.457)

일터혁신 종합지수

2.119(0.895)

1.947(0.897)

2.001(0.895)

자동화율

55.588 (25.811)

49.596 (25.335)

48.262 (25.669)

산재위험 요소1

0.199 (0.399)

0.217 (0.412)

0.275 (0.446)

산재위험 요소2

0.285 (0.452)

0.258 (0.438)

0.310 (0.462)

산재위험 요소3

0.299 (0.458)

0.299 (0.458)

0.325 (0.469)

산재위험 요소4

0.032 (0.176)

0.029 (0.167)

0.036 (0.186)

산재위험 요소5

0.323 (0.468)

0.283 (0.451)

0.318 (0.466)

산재위험 요소6

0.041 (0.199)

0.051 (0.220)

0.067 (0.250)

주당 근로시간

45.993 (9.526)

45.424 (8.083)

45.133 (7.800)

유노조기업

0.257 (0.437)

0.270 (0.444)

0.280 (0.449)

근로자수

228.6 (514.2)

241.4 (506.0)

255.7 (633.9)

사무관리직 비율

0.423 (0.316)

0.425 (0.319)

0.432 (0.321)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16.551 (19.956)

17.704 (20.966)

18.279 (20.855)

이직률

15.574 (20.132)

19.845 (47.662)

18.812 (28.442)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6.976 (18.527)

5.892 (16.920)

5.784 (16.357)

하도급회사

0.202 (0.401)

0.135 (0.342)

0.136 (0.343)

수출비율

7.984 (18.692)

9.143 (20.706)

9.794 (20.965)

시장경쟁의 정도

3.891 (0.719)

3.850 (0.801)

3.854 (0.836)

Ⅳ.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들은 <표 2>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2>에는 일터혁신 구성요소들과 자동화율이
산업재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3>에는 일터혁신 종합지수, 자동화율, 그리고
그 둘의 상호작용 변수들이 산업재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들이 정리되어 있다.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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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모형들은 모두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모형들이다.
먼저 <표 2>의 회귀분석 결과들을 보면, 일터혁신 구성요소들 중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 활동과 고용안정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활동은 산업재해 요소를 포함한 작업
공정의 혁신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
로자 참여 기반 혁신활동은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작업공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고용안정은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관련이 있고 장기근속은 작업경험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작업공정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의 분
석결과에서는 이직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재해율을 높이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장기
근속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줄일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밖의 구성요소들인 성과급, 정보공유, 작업팀의 재량권, 훈련시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추정계수들이 양수를 보이고 있어서 이론적 기대와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성과급은 단
기업적주의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오히려 높일 가능성이 있
다.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재해율을 높이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서도
성과급이 산업재해를 오히려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업팀의 재량권도 한편으로는 노동의 내재
적 직무만족을 높이고 일을 흥미롭게 만듦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량권이 작
업의 표준화와 작업루틴을 줄임으로써 근로자들이 돌발적인 재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도 존재한
다. 이런 점에서 재량권이 산업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론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본 연구의 결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방향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이론적 예측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요소는 훈련시간이다. 직업훈련은 직무 관련 숙련을 높임으로써 산업안전을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분
석결과는 그것을 입증해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유는 산업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일터혁신
요소인데, 산업재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결과는 정보공유가 산업재해
의 과소보고를 막아주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술혁신 대리변수로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율은 산업재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 않아서 자동화율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들에 대한 추정결과들을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앞에서 안급한 것처럼 이직
률과 근로시간 등은 이론적 예측에 부합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의
존재는 산업재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산업안전 활
동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존재가 산업재해의 과소
보고을 막아주고 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사무관리직 비율,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
로자 비율 등은 이론적 예측과 부합되는 부호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의 통제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들은 조직규모(-)와 하도급회사(-) 등에 대한 것들이다. 그 중 조직
규모는 산업안전 관리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여서 이론적 예측과 부합되고 있다. 하도급회사는 자원의
제한으로 산엊재해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원청기업의 혁신활동 요구로 산업안전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후자의 측면이 더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쟁의 치열성 정도는 산업
재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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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혁신적 작업조직과 고용안정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유노조 표본
독립변수

종속변수 = 산업재해율

상수항

1.121(0.418)

성과급

0.081(0.117)

고용안정

-0.417***(0.110)

훈련시간

0.000(0.001)

정보공유

0.182(0.173)

근로자 혁신 활동

-0.258**(0.134)

작업팀의 재량권

0.055(0.058)

자동화율

-0.001(0.001)

이직률

0.005***(0.001)

산재위험 요소1

0.038(0.071)

산재위험 요소2

-0.044(0.068)

산재위험 요소3

0.021(0.059)

산재위험 요소4

0.125(0.159)

산재위험 요소5

-0.032(0.067)

산재위험 요소6

-0.068(0.117)

유노조기업

0.078(0.180)

주당 근로시간

0.007**(0.003)

Log(근로자수)

-0.268***(0.073)

사무관리직 비율

-0.058(0.135)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0.002(0.002)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0.002(0.002)

하도급회사

-0.145**(0.072)

수출비율

0.003(0.002)

시장경쟁의 정도

0.032(0.034)

R2

0.028

주: ^ p<0.10(단측검증) * p<0.10(양측검증) ** p<0.05(양측검증) *** p<0.01(양측검증)
<표 3>에는 일터혁신 구성요소들을 합산해서 만든 일터혁신 종합지수가 산업재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모형의 추정결과와 자동화율이 일터혁신 종합지수와 산업재해율 사이에 어느 정도의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관한 모형의 추정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먼저 일터혁신 종합지수가 산업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결과를 보
면, 그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터혁신 구성요소들 중 일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많은 구성요소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일터혁신 종합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화율이 산업재해율에 미
치는 영향도 앞서의 <표 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터혁신
시스템과 자동화율 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산업재해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터혁신과 기술혁신 모두 단독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정도의 효과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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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혁신적 작업조직과 성과공유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그런데

독립변수

종속변수 = 산업재해율

상수항

1.093(0.417)

0.898(0.429)

일터혁신 종합지수

-0.029(0.034)

0.082(0.066)

일터혁신 종합지수 * 자동화율

-

-0.002**(0.001)

자동화율

-0.001(0.001)

0.003(0.002)

이직률

0.005***(0.001)

0.005***(0.001)

산재위험 요소1

0.054(0.071)

0.054(0.071)

산재위험 요소2

-0.024(0.068)

-0.026(0.068)

산재위험 요소3

0.023(0.059)

0.018(0.059)

산재위험 요소4

0.180(0.158)

0.176(0.158)

산재위험 요소5

-0.033(0.066)

-0.028(0.066)

산재위험 요소6

-0.073(0.117)

-0.076(0.117)

유노조기업

0.055(0.180)

0.046(0.180)

주당 근로시간

0.007**(0.003)

0.007**(0.003)

Log(근로자수)

-0.289***(0.073)

-0.292***(0.073)

사무관리직 비율

-0.047(0.135)

-0.055(0.135)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0.002(0.002)

0.002(0.002)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0.002(0.002)

0.002(0.002)

하도급회사

-0.149**(0.072)

-0.153**(0.072)

수출비율

0.003*(0.002)

0.003*(0.002)

시장경쟁의 정도

0.033(0.033)

0.035(0.033)

R2

0.024

0.025

<표 3>의 2행에 정리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일터혁신 종합지수와 자동화율의 상호작용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자동화율에 따라서 일터혁신 지수가 산업재해율
에 영향을 미치는 기울기들을 구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것을 더 들여다보면, 자동화울이 40% 미만일 때에
는 일터혁신 지수의 기율기가 양수인데, 40%를 넘어서면 그 기울기가 음수로 전환되며, 자동화율이 100%에 도
달하면 그 기율기가 –0.134에 이르게 된다. 앞의 <표 1>에서 표본 기업들의 자동화율 평균이 50% 전후를 보였
던 점을 감안하면, 그 지점에서 일터혁신이 산업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점과 일맥상
통하고 있다. 이 상호작용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나는 자동화
율이 높은 곳에서 일터혁신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터혁신이 활발한 곳에서
자동화율의 산업재해 감축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터혁신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도모하는 곳에서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터혁신이 한편으로 작업자들
의 숙련과 태도를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의 지원을 받으면서
산업안전을 도모하는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혁신들을 모두 도모할 때 산업안전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신기술의 도입도 그것 자체로 끝나기 보다다는 일터혁신과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그 효과가
더 큼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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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터혁신이 산업재해율에 미치는 기울기의 변화: 자동화율에 따른 구분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의 채택여부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분석 결과에 따른 가설 채택 여부 종합
가설

가설 채택 여부

1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 활동은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o

2

정보공유는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x

3

교육훈련은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x

4

고용안정은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o

5

성과급은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x

6

재량권 부여는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x

7

일터혁신은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다.

x

8

산업재해에 대하여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은 상호작용 효과를 가
질 것이다. 즉, 기술혁신은 일터혁신과 산업재해가 가지는 부정적
인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o

Ⅴ. 맺음말
이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6-8차 웨이브(2015-2019년)를 사용하여 일터혁신과 기술
혁신이 산업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일터혁신의 개별 구성요소가 산
업재해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일터혁신이 산업재해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가설을 제
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술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일터혁신이 산업재해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자동화와

같은 기술체계의 도입이 이 둘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모형은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모형이었다. 그것의 종속변수는 산업재해율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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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혁신과 기술혁신,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상호작용 등이었다. 일터혁신의 구성요소 변수들로는 성과급, 고용안
정, 훈련, 정보공유,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활동, 작업팀의 재량권 등을 사용하였고, 그 구성요소들의 합산 점수
로서 일터혁신 종합지수를 만들어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는 자동화율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고용안정과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활동 등 두 가지 일터혁신 요소들이 산업재해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고 있다. 그 밖에 성과급, 훈련시간, 정보공유, 작업팀의 재량권 등은 산업재해율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추정치의 부호도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일터혁신의 구성요소
들의 값을 합산해서 만든 일터혁신 종합지수는 산업재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성요소들 중 다수의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값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자동화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상호작용 변
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서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상호 보완적 효과가 확인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은 각각 따로따로 운영되면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효과가 크지 않지
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일터혁신 구성요소들 중 산업안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활동이 산업재해를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일터혁신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한다
면, 근로자 참여 기반 혁신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터혁신의 또 다른 구성요소들인 인사혁신은
산업안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그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보조적 측면들
이고, 작업공정과 작업조직의 혁신활동이 산업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인사혁신 요소들 중
에서 고용안정(그리고 이직률 감소도)이 산업재해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업공정과 직무의 메카커즘을
잘 이해하고 숙달되는 것도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직무경험 기간 확대와 직무 관련 전문성의 강화 등도 산업안전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주는 가장 큰 정책적 시사점은 산업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을 통합적
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다. 일터혁신이 작업자의 태도 개선과 숙련 개발 등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
것만으로는 산업재해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산업재해
는 사람들의 실수에 의한 아차사고도 많이 있지만, 그런 실수를 줄이는데 태도 개선이나 숙련 개발만으로 충분하
지 않고 기술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술혁신 중심으로 산업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태도 개선과 숙련 개발 등과 병행될 때
효과가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산업재해의 과소보고나 과잉보고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산업안전은
사업체의 치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과소 보고하려는 동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일터혁신이 근로자
들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투명경영이나 근로자들과의 소통경영 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과소보고 가능성이 낮아서 본 연구의 결과에 체계적으로 편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편의를 본 연구에서는
통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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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rkplace Innov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Occupational Safety
Seri Noh* Yongjin Nho**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study on the occupational safety effects of workplace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using the 6th-8th rounds of Workplace Panel Survey(2015-2019) colle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The hypothesis are about that first, the each component of workplace innovation
would has negative effect on occupational accident rate, second, workplace innovation index would has
negative effect on occupational accident rate, third, workplace innovation and technology would have
interaction effect on occupational accident rate.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rate, and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are workplace innov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interaction terms of both. As components of the workplace innovation, we used
performance-based pay, employment security, job training, information sharing, employee-involved
innovation, and discretion of work team, and also used a workplace innovation indicator that we made
by adding up the components. We used automation rate as a proxy variable for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statistical models of this study are fixed-effects panel data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e following. First, employment security and employee-involved
innova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rate, while
the other components of the workplace innovation do not. Second, the workplace innovation indicator
and the automation rate

does not have a negative effects on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rate.

Third, the interaction term of the workplace innovation an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rate, indicating that the automation rate moderates
the occupational effect of the workplace innovation. Finall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nd their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Occupational Safety, Workplace Innov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Employee-Involved Innovation, HR Innovation,
Automation

*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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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 연구 동향
오 진 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초록
본 연구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에 관한 26편의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한계점을

도출하여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Leximancer을 활용한 체계적인 문헌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2년 사이에 연구
발표가

집중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있는

캐나다

연구진의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Leximancer의 주제 분류에 따라서 일터(workplace), 돌봄(care), 가정(home),
증상(symptoms), 캐나다(Canada)를 중심으로 가족돌봄 근로자의 건강과 정책의 필요성,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팬데믹으로 대두된 가족돌봄과 노동의 혼재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는 실증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연구의 양적 부족과 주제의 다양성 한계, 개인과 조직의 특성 논의
부족,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과 주의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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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례 없는 최악의 공중보건·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2020-21년에는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재택 및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에 대해서는 재택근무가 강제되었고(Glogowsky,
Hansen and Schächtele, 2021),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현시점에도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다(이정희, 2022). 이러한 재택근무의 확산과 더불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들이 운영을 수시로 중단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노동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용자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양한 가족돌봄 형태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 내 가족돌봄제도는 주로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야 할 때보다 자녀를 양육할 때
훨씬 더 협조적이고 조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용자는 이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나 형제,
배우자 등 성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직원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있다(Kasten,
2021).
기업의 가족 부양 지원에 대한 국내의 실정도 위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기업 내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용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지만, 부양 가족 지원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일례로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지수는 2018년 40.6점으로 2015년에 비해 4.5점 상승했으나, 유연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는 전체 11.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다만, 이 수치는 2015년에 비해서 약 50% 상승한 수치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성인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9).
가족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일터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구범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가족친화정책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부양가족 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고영우 외(2021)는 자녀 돌봄은 이미 국가의 책임이 확립된
상태로 보아도 무리가 없지만, 전통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논하였고, 정가원 외(2020)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연구
유형은 직접적으로 가족 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 유형은 배우자나 노부모
등 성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김미현, 2018; 김정혜, 2018, 최희경, 2011). 두 유형의 연구 모두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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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가족 돌봄에 대한 정책 및 법률적인 개선 사항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노사관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용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국내의 연구 동향과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caregiver friendly
workplaces)”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하며 노동과 가족돌봄의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역할에 대해서
탐색하고 있다. 해외 연구자들은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의 개념적인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을 조직이 도입하고 운영했을 때 직원들의 건강
상태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다.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과 가족 돌봄 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길을 먼저 달려가고 있는 해외
문헌을 중심으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에 대한 개념적·실증적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에 관한 논문들을 체계적인 문헌 분석(integrative literature review)을 통하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여 학문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족돌봄 근로자와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
본 연구에서 중요 용어인 “가족돌봄 근로자(caregiving employees)”는 우리말로 쉽게 정의하면
임금노동을 하는 무급 돌봄자 또는 간병인이다. 정식으로 보수를 받는 직장에 다니면서 장애가 있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부모, 배우자, 동거인, 성인 자녀를 금전적인 대가 없이 돌보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돌봄자·간병인으로서 가족구성원이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심부름, 교통 지원, 장보기, 식사 준비, 재산 관리, 집안일과 같은 개인적인 일들도 도맡고 있다(Ireson
et al., 2018; Lorenz et al., 2021; Ramesh et al., 2017).
가족돌봄 친화적인 일터 정책은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직원을 위해서 정부 정책의
보장 범위를 뛰어넘어 제공하는 다양한 인사·복리후생제도를 뜻한다. 이 정책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직원이 경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족돌봄 친화적인 일터 정책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개별 인사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그림 1]. 첫째는 노동시간의 유연화, 근로 장소의 다양화, 근무량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제이다. 둘째는 정부에서 규정한 휴직 기간보다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또는 무급
휴직제도이고, 셋째는 가족돌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운영, 워크숍 및 세미나 제공, 전문가
상담 서비스 운영, 지역 커뮤니티의 돌봄 전문가 서비스 추천과 같은 각종 지원 제도이다. 이 세 가지
제도 외에도 가족돌봄 서비스 비용을 직접 보조해주거나, 직장 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거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단기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도 있다(Ireson et al., 2018; Lorenz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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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의 구성요소

연구 방법
논문 선정
본 연구의 논문 선정을 위해서 Google Scholar를 활용하여 “caregiver-friendly workplace
policies”를 주요 검색어로 하여 2022년 4월까지 발간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최대한 많은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서 “caregiver-friendly workplace program (CFWP)” “caregiver-friendly workplaces”
“caregiver + workplace intervention” “caregiving employees + CFWP” “informal caregivers +
CFWP” 등과 같은 유사 검색어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PRISMA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Moher et al., 2009) 본 연구자와 영어가 모국어인 연구보조원 1인이
문헌 확인, 문헌 선별, 선정기준 검토, 최종 선정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문헌 검색에서 도출된 논문이라도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Dardas et al. (2020)가 검색에서 도출되었지만, 가족돌봄 근로자의 여행
행동(travel behavior)과 교통 지원(assisted-transport)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또한
정상적이고 과학적 검증 절차를 제대로 수행한 학술지만을 고려해야 하므로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나

SCOPUS에

속해

있는

학술지에서

발간된

논문만을

문헌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실증연구가 본 연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연구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고, 2)자료
수집이 체계적이고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3)수집된 데이터의 결과 해석이 의미 있고,
4)분석 방법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했다(Bryman, 2007).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문헌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총 26편이다.

문헌 분석 방법
체계적인 문헌 분석(Torraco, 2005)은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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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경영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 연구 방법이다(예: Oh & Park, 2021).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첫 번째는
지난 연구 동향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게재연도와 연구가 진행된 국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는 주제별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개념연구,
사례연구, 실증연구로 구분하여 주요 연구 방법과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세 가지 접근을
위해서 Oh & Park(2021)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엑셀 코딩 메뉴얼을 구성하였다. 각 논문은 1)연구자
정보와 게재연도, 2)학술지명, 3)이론적 배경, 4)변수, 5)연구 방법(예: 설문조사 또는 실험설계), 6)
주요 정보 제공자(예: 근로자 또는 인사담당자), 7)표본 크기, 8)표본 유형 (예: 대기업 또는 중소기
업), 9)분석 방법(예: 구조방정식 또는 회귀분석), 10)연구의 배경 국가, 11)시간 설계 (예: 종단분석
또는 횡단분석), 12)분석 수준, 그리고 13)주요 연구 결과별로 코딩되었다. 우선 연구자가 최종 선정된
문헌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각 연구별 특징을 엑셀 시트에 입력하였고, 코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어가 모국어인 연구보조원이 코딩 내용을 점검하고 각 논문과 비교하였다. 또한 Lorenz et al.
(2021)과 같이 주요 연구 방법이 문헌 분석인 경우, 위의 분석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주요 결과만을 요약하여 실증연구와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완성된 시트는 빈도분석을 통해서 현재
연구의 동향과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총 2인이 논문을 검토하여 코딩의 신뢰도를 높였지만, 인간으로서 가지는
주관적인 편견과 오류를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Leximancer를 사용하였다. Leximancer는 글에서 주요 개념들을 찾아 주고, 이
개념들의 상호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문헌분석 프로그램으로 최근 경영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에서 이를 활용하는 문헌 분석 논문이 실리고 있다(예: Dang et al., 2021; Malik et al., 2022).
구체적으로 Leximancer는 말뭉치(corpus)에서 주요 개념들을 파악한 후에, 그 개념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들로 유의어 사전을 구성해 그 개념에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과
의미 분석(semantic analysis)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하지 않도록 해준다. 분석 후에는
추출된 개념과 각 개념 간의 관계를 개념도(conceptual map)로 보여주고, 이 개념도를 부연
설명해주는 보고서도 함께 제시해 개념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Leximancer, 2021). 본 연구의 문헌
분석에 포함된 모든 논문의 PDF 파일을 분석한 결과 [그림2]와 같이 일터(workplace), 돌봄(care),
가정(home), 증상(symptoms), 캐나다(Canada) 총 5개의 주제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 5개의
주제를 연구의 동향과 내용 분석 시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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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문헌 분석의 개념도 (conceptu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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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분석 결과
게재연도와 국가별 연구
연도별 게재된 논문의 수를 살펴보면,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는 비교적 최근 발달한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1년에 1~2편의 연구가
게재되었다. 이 시기에는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실제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관련 제도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연구의 발달 시기라고 볼 수
있다(예: Ireson et al., 2018; Ramesh et al., 2017; Wang et al., 2018; Williams et al., 2016;
Williams et al., 2017). 한편, 2021년 13편, 2022년 4월까지 5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괄목할만한 양적
증가세를 보인다. 2021년 게재된 논문들은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Dardas et al., 2020;
Ding et al., 2021; Gibbs et al., 2021),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연구(Lyeo & Williams, 2021),
가족돌봄 근로자의 우울감에 대한 연구(Wang et al., 2021)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다루어 코로나 상황의 일터 경험(Ding & Williams, 2022), 가족돌봄
근로자의 건강 문제(Li et al., 2022), 가족돌봄 지원의 경제적인 손익(Ding et al., 2022; Dong, 2022)
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만큼 앞으로 관련
연구가 지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5] 연도별 게재 논문의 수

국가별 발표 논문 수를 살펴보면, Leximancer의 개념도에도 캐나다가 나타날 정도로 캐나다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총 15편). 특히 맥마스터대학교(McMaster University)의 성, 건강, 그리고
돌봄자 친화적 일터(Gender, Health and Caregiver Friendly Workplaces) 소속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예: Ding et al., 2020). 캐나다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캐나다는 2016년에 공식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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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여 저출산, 핵가족화, 은퇴자 증가로 인해 비공식(일상) 가족돌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족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Angus Reid Institute, 2019;
Grenier, 2017),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캐나다 정부의
지원하에 맥마스터대학교 연구진이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Gender Health and Caregiver Friendly
Workplaces, 2022).

주제별 연구 결과 요약
1. 가족돌봄 근로자의 건강과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의 필요성
첫 번째 주제 증상(symptoms)은 가족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추구할 때의 일터 경험과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이를 통해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의
필요성을 조직성과와 연관지어 제시하는 연구들을 포함한다. 이 연구들은 조직이 가족돌봄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가족돌봄자의 삶과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례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2~3배 정도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증가하거나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이 만연하게 되고, 결국 이직으로 연결되어 회사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Ireson et al., 2018). 특히 대부분의 가족돌봄자는 45~65세 사이의 다양한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한 조직에서 오랜 시간 종사해 조직성과와 직결된 지식, 경험, 전문성과 같은 비재무적인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핵심 인재이다. 따라서 가족돌봄 근로자의 이직은 단순히 직원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중요 인적자원의 손실로 인한 조직경쟁력의 상실을 의미하며(Ramesh et al., 2017),
가족돌봄 근로자 한 명당 경제적 손실 비용은 무려 8,694캐나다달러로 추정되기 때문에(Mofidi et al.,
2019), 결국 가족돌봄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Dong, 2022).
반대로 사용자는 가족돌봄 친화적인 일터 정책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윈윈전략을 꾀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적지 않은 운영 비용이 투입되겠지만, 귀중한 인적자원의 유출을 막고, 가족을 돌보는 직원의 사
기와 의욕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용자 브랜드(employer brand)를 긍정적으로 구축하여 조직경쟁력을
지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은 쉽게 상쇄될 수 있다. 결국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사용
자는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금전적·비금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
족돌봄자는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Ireson
et al., 2018).

2.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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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인

돌봄(care)과

일터(workplace)에는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의

도입·운영이 근로자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먼저 Ding et
al.(2020)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한 대학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친화적인 일터 정책
시범 사업이 실제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직원의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21명의 교직원을 모집하여, 이들의 건강 상태를 총 세 차례
측정하여 비교하였는데, 측정 시기는 시범 사업 전과 후, 사업 진행 6개월 후였다. 연구 결과, 시범
사업이 직원의 건강, 특히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 직원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어 병가 사용이나 무단결근의 빈도가 줄었고, 사용자에 대한 평판이 증대되었다. 또한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이 줄어들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직원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업무성과가 향상되었으며
이들의 이직이 줄어들었다.
Ding et al.(2021)는 가족돌봄 친화적인 일터 정책 시범 사업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직원의 일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먼저 지역사회, 주 정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책과 가족돌봄 휴직, 유연근무, 가족돌봄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온라인 의사결정 도구를
개발하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직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직장 경험은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직무만족도, 유연근무 정도, 일-가정 갈등 정도,
그리고 상사와 동료들의 지원 정도를 총 세 차례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측정 시기는 온라인 의사결정
도구 도입 전과 후, 그리고 도입 12개월 후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도구의 도입이 가족돌봄자의 직장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참가자의 직장 경험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의사결정 도구의 도입 효과가 모두에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도입 12개월 후 직장 경험 수치가 도입 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Dardas et al.(2021)은 교직원이 가족돌봄 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대해 인지할수록 직장 경험이 향
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교 전체 수준의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다. 두 설문조사 모두 약
7,000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각 747명과 816명이 응답을 하였다. 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자의 개인 신상 정보, 가족돌봄 친화적인 일터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 동료, 상사, 인사팀, 가족,
친구 등에게서 관련된 지원을 받는 정도, 그리고 직장 경험을 물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구조방정식 모
형으로 검증한 결과, 가족돌봄 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 관련 지원 증가 → 직장 경험
향상이라는 관계가 유의미하였다. 즉, 교직원이 정책을 많이 인지할수록 관련된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
결과 직장 경험이 향상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을 도입·운영하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경험의 향상, 이직의 감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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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 팬데믹으로 인한 가족돌봄과 노동의 혼재
세 번째 주제로 돌봄(care), 일터(workplace), 그리고 가정(home)을 연계하고자 한다. 이
주제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가족돌봄 근로자이 처한 새로운 노동과 돌봄 환경, 그리고 가정과
일터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 논하고 있는 최신 연구를 포함한다(Cohen et al., 2021; Ding, et al.,
2022; Ding & Williams, 2022).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주간돌봄센터가 운영을 중지하고, 반강제적으로 시행된 재택근무로 인해 가족돌봄과 노동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가족돌봄을 무급 노동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근로자의 무급·유급 노동의 활동이 한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족돌봄 휴직·휴가와 가족돌봄 지원체계의 효용성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반면, 유연근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공간적인 유연성은 팬데믹 동안
가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무급·유급 노동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Ding
& Williams, 2022; Hsu et al., 2021). 따라서 기존의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제도들의 구성과 혜택의
적용 범위가 팬데믹으로 인해 변한 환경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기업은 근로자가
가족돌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노동과 가족돌봄
양립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Ding et al, 2022; Kasten, 2021).

연구방법론 측면의 연구 동향
마지막으로

[표

1]은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문헌을

나누었다.

연구방법의

경우

개념연구,

사례연구, 실증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개념연구는 8편이었으며, 사례분석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증연구는 18편로 나타났다.
개념연구 중 Ireson et al.(2018)과 Lorenz et al.(2021)는 주제 범위 문헌 고찰(scoping
review)을 통해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일하는 가족돌봄자를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Ireson et al. (2018)은 1994년부터 2014년에 영어로 발표된 학술 문헌과
회색 문헌을 분석하였고, Lorenz et al.(2021)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영어로 발표된
다양한 글들(예: 학술논문, 신문기사,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2021년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의 35권 7호에는 가족돌봄 위기와 사용자의 역할에 대한 여러 논문을 실어 이 주제에 관한
미국의 상황과 사용자와 정부의 역할, 사용자와 정부가 가족돌봄 근로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등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Cohen et al., 2021; Johnson, 2021; Kasten, 2021; Roman et
al., 2021).
실증연구의 경우 직접 설문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논문들이 대부분으로,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4편으로 나타났다. 2차 데이터는 Canadi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과 Genera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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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가족돌봄 근로자의 정신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거나,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이 근로자의 신체 건강을 향상시키는지, 사회적인 참여와 지지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실증분석을 하였다(Wang et al., 2018; Wang et al., 2021). 면담을 통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충분한 수의 연구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서 문화 가치의
충돌(Lyeo

&

Williams,

2021),

조직

내

의사소통

기술

(Taylor

et

al.,

2021),

공간재생(placemaking)(Ding & Williams, 2022) 등과 같이 설문조사와 2차 데이터에서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관련 논문
 Cohen et al. (2021)

개념연구

사례연구

실증연구

총계



Ireson et al. (2018)



Johnson (2021)



Kasten (2021)



Lam et al. (2022)



Lorenz et al. (2021)



Ramesh et al. (2017)




Roman et al. (2021)
Dong (2022)



Balkaran et al. (2021)



Dardas et al. (2021)



Ding et al. (2022)



Ding et al. (2020)



Ding et al. (2021)



Ding & Williams (2022)



Gibbs et al. (2021)



Li et al. (2022)



Lyeo & Williams (2021)



Sadavoy et al. (2022)



So et al. (2021)



Taylor et al. (2021)



Tureman-Lupo et al. (2020)



Wang et al. (2021)



Wang et al. (2018)



Williams et al. (2017)



Williams et al. (2016)

26

[표 21] 연구방법론별 게재논문

기존 연구의 한계점
지금까지 제시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에 관련된 문헌이 가진
한계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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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양적 부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문헌 분석에 포함된 국제학술지의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정책에 대한 논문은 26편으로, 가족돌봄 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업의 역할, 성인 가족구성원을
부양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친화적 정책에 관한 연구는 그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family friendly polices)에 관한 문헌 연구와 비교해보면, 문헌 검색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해도 가족친화정책 관련 연구는 114개가 문헌 분석에 포함이 된다(Masterson et al.,
2021).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가족돌봄에 대한 분담적 책임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비교적 최근의
일인 것을 고려하더라도(고영우 외, 2021), 기업의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증대된 것에 반해
연구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연구와 현실 간의 격차를 보여준다(Johnson, 2021; Kasten,
2021). 물론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고, 특히 2021년을 기점으로 연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관련 연구 주제의 다양성과 확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양적으로 부족한 연구 주제라는 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개인과 조직 특성에 대한 논의 부족
기존 연구들은 가족돌봄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일터 경험을 논의함으로써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Ireson et al., 2018), 실제로 조직이 관련 제도를
도입·운영하면 가족돌봄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검증하였다(Ding et al., 2021).
그러나 연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족돌봄자의 개인과 조직의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지는 못해
정책적인 제안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 도입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성과가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으나 (Dardas et al., 2021; Ding et
al., 2021), 기존 연구들은 비교적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된 한 대학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가족돌봄 친화적인 일터 정책이 사기업과
공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른 조직 환경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시사점이 거의
없거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데이터 수집의 엄격함 부족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중 실증연구는 약 70%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연구 방법의
엄격함은 부족하다. 특히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개인 수준의 연구들이 충분한 설득력 확보가
어려운 수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자기보고
한계점(self-reported limitations)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Ding and Williams(2022)는 5명,
Taylor et al.(2021)은 7명만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특히 연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이 스트레스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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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가족돌봄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발적 참여 의사와 연구 윤리 문제 등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연구가 끝날 때까지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
일례로 Ding et al.(2021)은 연구 참여자를 43명이나 모집했지만, 연구 종료 시점에는 21명밖에 남지
않았다. 또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을 도입했을 때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돌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했지만,
통제집단을 구성하지 못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2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서 가족돌봄 근로자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의식 정도를 논할 수는
있었지만, 개인과 조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설계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터라는 사용자의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성 제언
연구의 양적 증가와 주제 다양성 확보
현재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의 구성요소를 3-4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모든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조직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개별 제도의 효과성을 분리해서 검증하거나,
제도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검증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제도가 개인, 팀, 조직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리하여 검증하거나, 다수준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 맥락에 대한 상황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 수준에서 자녀 양육과 성인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샌드위치 세대
돌봄자는 비돌봄자나 자녀 또는 성인 가족구성원만 돌보는 자보다 우울증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한다.
또한 자녀 양육자와 성인 가족 돌봄자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 비교를 해보면, 자녀를 돌볼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운 전망이 더 많아 심리적 자원 고갈이 완화되지만,
성인

가족돌봄자의

경우는

긍정적인

전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원

고갈의

완전한

효과를

경험한다(Turgeman-Lupo et al., 2021). 이처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정책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향후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직 또는 국가의
문화적인 차이 또한 조절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Lyeo and Williams(2021)는 한국 특유의
효도에 대한 가치가 서구 문화와의 충돌로 인해서 한국계 캐나다인인 가족돌봄자가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내적 갈등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특유의 집단문화를 고려하거나, 한국 가정의
효도관, 또는 고유의 가정문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방법의 다양성 추구 및 엄중성 확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연구를 개념연구와 실증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보편적인 연구 방법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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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연구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동시에 연구 윤리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개념연구의 경우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해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했지만, 주로 영어로 출판된 문헌만을 검토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된 자료를 고려하지 못했다. Neubert et al.(2021)가 치매 환자 돌봄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영어와 독일어로 출판된 논문을 정리한 것을 보면 영어 외의
언어로 출판된 의미있는 연구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 다른 예로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발간된 자료를
고려하지 못해 영어권 국가 외의 다른 선진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논하지 못하고 있다(김혜원, 2021).
따라서 개념연구도 더욱 확장하여 국가 수준의 비교 연구를 시도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라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보다 넓은 배경으로 연구를 하여 보편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국가별 문화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고, 영어권 국가에만 집중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우수 기업
사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증연구의 경우 국가 기관에서 수집한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최신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일터”와 “근로자”라는 측면을 바라볼 때, 이 연구
주제는 국가 수준보다는 개별 조직 수준, 또는 제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개인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더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설계된 설문조사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횡단면 설계를 한다면, 사회적 바람직성 오류와 동일방법편의와 같은 보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Schreurs et al., 2021). 무엇보다도 일터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하여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인식 변화, 건강 상태 변화, 조직성과 변화
등과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시차를 두고 데이터 반복 수집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Oh & Park, 2021).
실증 연구법의 엄중성을 고려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연구 윤리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연구의 특성상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 연구 참여로 인한 심리적인
부작용 등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나 질병 및 행동에 대해서 절대 밝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기밀 유지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연구 참여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연구 진행 중에 중도
이탈하는 참여자가 많았기 때문에(예: Ding et al., 2021), 가족돌봄 친화적 일터에 관한 연구가 연구
참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에 관한 연구는 정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연구 윤리는 더욱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면서도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끌어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개인과 소속 조직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따르고,
연구 계획에 대해서 연구자가 속해 있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102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 연구 동향

한다(김옥주·최은경, 2006).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 주제의 특성이 갖는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연구자, 연구참여자, 조직, 그리고 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공공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학문적인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2016년부터 게재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에 관련된 해외 문헌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한계점을 도출하여, 향후 연구 방향성을 간략하게 제안하였다. Leximancer를
접목한 체계적인 문헌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도별·국가별 게재 빈도에 대해서,
최근 2년 사이에 연구 발표가 집중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캐나다 연구진의
연구

비중이

크다.

다음으로

Leximancer의

주제

분류에

따라서

일터(workplace),

돌봄(care),

가정(home), 증상(symptoms), 캐나다(Canada)를 중심으로 가족돌봄 근로자의 건강과 정책의 필요성,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팬데믹으로 대두된 가족돌봄과 노동의 혼재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을 개념연구, 사례연구, 실증연구로 구분하였는데,
실증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연구의 양적 부족과
주제의 다양성 한계, 개인과 조직의 특성 논의 부족,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과 주의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먼저 가고 있는
해외 연구성과를 살펴보는 기회인 동시에, 후속 연구의 시작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과
가족돌봄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미 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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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노사관계 –거시 노동정치와 미시적 실천조 성 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제기
산업안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논란이 무성하다. 사고사망 만인율(‱)을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우리나
라는 0.46으로서 일본(2019년 0.14)이나 독일(2019년 0.15)의 세 배에 달하고 있으며, 영국(2019/20, 0.03)에 비
해서는 무려 15배에 달한다. 1988년 문송면 군의 수은중독 사건과 원진레이온 사건 등 이후 30여년이 흐르면서
그동안 수많은 직업환경전문의, 시민단체 활동가, 노조 간부, 공무원, 학자 등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어째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산재 사망률이 높고, 은폐가 만연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가 산재 후진국으로 남아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산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재활을 모색하기 보다는 재수가 없거나 개인의 실수에 의해 발생
하는 우연적 사건으로 치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송병건(2015)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자리잡은
영국에서도 산업재해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기업과 사회의 책임으로 인정하기까지 10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송병건(2015)의 저술은 19세기 영국의 굴뚝청소업, 직물공업, 탄광업, 철도업, 질병과 공중보건에 대한 꼼꼼한 사
료 검토를 통해서, “개인의 사고와 질병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고와 질병으로 변화되는 역사적
과정이 왜,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였는가”(25쪽)를 풍부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것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는데, 영국은 그렇게 여러 주체들간의 노력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갔지만, 여전히 빈발하는 산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2년 로벤스경을 책임자로 하는 연
구팀을 발족시켰고, 소위 ‘로벤스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로벤스 보고서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법체계에 대한
비판 등 여러 논의를 포괄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명령통제 기준의 산재예방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기초하여 영국은 1974년 산업안전법을 개정하
는 등 정책을 강화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산재 예방 선진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2007년 우리나
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이 된 법인과실치사법(기업살인법)까지 부가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다른 모든 경제 제도에서도 그러하듯이 영국은 노조를 비롯한 각 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책임을 중시하
는 편이지만, 독일은 산업별 협회와 노조가 선도하는 재해조합을 통하여 산재 예방과 보상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다(윤조덕 외, 2007; 윤조덕, 2021). 결국 정진우(2015)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는 각
국가의 정책 발전과정 및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의 권리는 잠시 유보해두어야 한다는 이념이 지배하였
으며, 특히 자주적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반공 이념과 맞물리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한 노동자들의 목소
리가 제대로 터져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군사정권 하에서 직업병이란 사회불안 요인이었다. ... 직업
병은 조기 진단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백도명, 2021)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억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질병은 계속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혜적, 사후적
보상만이 허용되었다. 결국 그나마 만들어지거나 수정되는 제도들조차 이익단체와 각 부처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왜곡되었는데, 탄광업의 진폐환자들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노동정치를 유범상(2009)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후 유범상(2013)에서는 이러한 복지정치를 영국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영국과 달리 진보정당이나 노
동조합의 대표성과 리더쉽 등이 결여된 한국에서는 이익단체들과 일부 관료들과의 타협에 의하여 예방과 진단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재해 정책이 자리잡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송병건(2015) 역시 영국이 산업재해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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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정하기까지 노동조합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서 노동운동은 1980년대 이전까지 경제성장의 하위파트너로서의 위상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가와 사용자의
시혜에 의존하는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산재 문제
야말로 경제 추격(catch-up) 시대의 제도적, 정신적, 관행적 유산을 의식적으로 탈각하려는 탈추격(post
catch-up) 전략(정재용·황혜란, 2013)이 필요한 영역이다. Jilcha & Kitaw(2017)은 이렇듯 한 사회의 발전 과정
에서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문화, 정치,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적절히 다루어져야 함을 잘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유범상(2009)이 보여준 1984년의 진폐특별법 제정과정, 그
리고 노동안전보건 운동과 관련하여 전문성의 정치에 머물러 있던 2000년대의 상황(김직수·이영희, 2015)과는 달
리 2020년 한국은 양대노총의 정치력이 훨씬 높은 상태였으며,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의 이니셔티브도 작용하면
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었을까?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변화된 노동정치 지형과 중앙 단위 노사관계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업 혹은 사업
장과 같은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어 왔고, 또 향후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혁
신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법과 제도의 변화가 현장의 실천을 바로 매개할 수 없다는 점은 노사관계
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미시 작업장 수준에서 실제로 산업안전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및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기술적 논의에 비하면 매우 뒤쳐져 있으며, 특히 노사관계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과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법제도가 변화하게 된 요인 및 과정, 법적인 쟁점과 남은 과제를 검토할 뿐 아니라, 실제 산업현장에서 산
업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사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렇게 산업안
전과 노사관계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산재 후진국으로 남아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노동문
제를 틀 지우는 노사관계 시스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안적인 시스템
역시 산업현장의 노사가 정부의 도움과 감독 하에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반대로 이러한 산업
안전 문제를 지렛대로 하여 기존의 노사관계 질서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본고는 그러한 되먹
임 과정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기존 연구의 검토와 본고의 접근 방법
우리나라에서 산재 문제는 주로 기술적, 직업의학적으로 접근되거나 산재 피해자와 결합한 시민단체나 노조의
운동적 방식에 의하여 다루어져 왔다. 이와 구분되는 사회과학적 분석과 접근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지만,
몇몇 선구적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송기호(1993)는 경쟁적 노동시장 내에서 직무위험에 직면하는 노동자의 효용극대화와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입각
한 의사결정 결과 산업안전(직무위험)의 최적 수준이 결정된다는 전형적인 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산업재해의 발생을 최적화를 추구하는 개별경제주체들의 선택행위의 결과로 보는 분석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와 유사하게 이승렬(2005)은 노조가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고임금에 대하여 낮은 사망사고의 업무를 선호
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 이들은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산업재
해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신고전파 경제학에 충실한 논의이지만, 사회적 문제로서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총체
성을 확보하는 데서는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 가능하다.
이후 경영학, 사회학 등에서 이루어진 보다 실증적인 논의로는 조선산업을 사례로 하여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1) 또한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낮은 재해 위험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효과(wealth effect) 또한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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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한 박종식(2014)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며, 경제학적 방법론을 채용한 계량적인 분석에서도 여러 의미 있는
후속 연구들이 제출되었는데, 정원일*전용일(2014)에서는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대한 준수 정도가 재해율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방호조치를 잘 할수록, 채용시 교육이 잘 될수록 재해발생확률이 낮
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 사고율이 높아진다거나(권순식, 2016; 이재성·안준기, 2016), 근
속년수와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발생이 낮아진다거나(문성현, 2004), 연령이 낮을수록 산재발생 확률이 높다
거나(정원일 외, 2011), 종업원 참여제도가 재해발생율을 낮춘다거나(박용승·나인강, 2010) 하는 연구들이 잇따라
제출되었다.
그렇지만,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루어진 김정우(2021)의 노동조합이 산재 은폐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
다는 등의 논의 이외에는 주목할 만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앞서 유범상(2009)이 1980년대까지 노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 바 있었는데, 백도명(2021)은 2000년대 이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뇌심
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 문제 제기가 제조업 남성 노동자 중심의 산재 논의 지형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산업안전과 노사관계와의 빈약한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기 위하여 층위별 혹은 수준별 노
사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의 특성을 드러내고 실천적 과제로 발전시키고자 한
다. 수준별 노사관계는 Kochan, Katz & McKersie(1986)의 전략적 선택 및 3층위 이론에서 집약되어 나타났는
데, 환경 변화에 대한 노사정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그 이전의 Dunlop의 구조적이고 결정론적
이론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서 노사정 주체는 장기전략과 정책결정 수준, 단체교섭 및 인사노무정책
수준, 그리고 작업현장 및 개인/조직관계 수준에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KKM 이론과는 맥락을 달리하지만,
층위 분석을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분석틀로 활용하고 있는 임상훈(2006) 역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임상훈
(2006)은 국가수준, 산업/지역 수준, 그리고 기업/작업장 수준에서 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의가 변화해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후 조정된 분권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산업지역 수준의 노사관계가 발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본고는 당위적으로는 조성재 외(2012)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범위 수준(meso-level)의 노사관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찬성하면서도 실증적으로는 거시와 미시 수준에 집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당위적 목표와는 달리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시 수준의 갈등 혹은 담합이 만연한 가운데, 최근 잇따른 법제도 개정을 계기로
거시 노사관계가 만발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업장 혹은 기업 수준의 노사간 단체교섭과 생산 및 노
동과정을 둘러싼 작업장 수준의 갈등 혹은 협조 관계를 미시 노사관계라고 한다면2), 거시 노사관계란 이들 미시
노사관계의 단순 합을 넘어서서 한 나라의 노사관계 규범 및 법제도, 중앙 단위 노사정의 전략 및 행동 패턴과
그 결과로서의 산업평화 수준 및 노동시장 성과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거시 노사관계는 주로 중앙단위에
서 형성되지만, 업종이나 지역 수준의 논의는 물론 유형 설정자(pattern setter)인 몇몇 대표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성이 그대로 투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거시 노사관계와 노동체제는 경제체제와 상호작용하면서 경제활동의 특
질을 규정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큰 분석적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거시 노사관계와 상호작용하는 경제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발전국가를 중심으로 하
는 추격형(catch-up) 경제3) 시기가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기업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선진국의 모
델을 전제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는 여타의 가치를 부
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의제가 바로 산업안전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모방을 넘어서서 혁신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
2) 본고의 미시 수준 분석은 KKM 이론의 작업장 수준과 중간의 단체교섭 및 인사관리 수준을 넘나드는데, 이는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3) 경제발전론 중에서도 추격(catch-up)에 대해서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 근 교수가 수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고 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서로는 이 근(2014)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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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형 경제에서 익숙했던 행동패턴을 의도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를 탈추격(post catch-up) 전
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정재용·황혜란 외, 2013). 탈추격을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시기의 관행들을 근저
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경제적 성과가 우선시되던 시절에서 벗어나 안전과 보건을
기본에 두는 경영과 경제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고는 산업안전 영역에서 이 같은 탈추격 전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그 연구 소재로서 중
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거시 노사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추격형 경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경영성과보다 노동자 생명을 중시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기 때문에, 탈추격 접근법의 대
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이윤이 무엇보다 중요한 추격형 경제 패러다임이 여전히 사
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제정될 수 있었을까? 거시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노,
사, 정 주체의 특성 및 전략과 그 주변의 여론 및 전문가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향후 산업안전 문
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
리나라의 노동보건운동이 김종영·김희윤(2013) 등이 주장한 바 있는 ‘지식정치’, 혹은 ‘전문가 정치’의 성격을 벗
어나, 김직수·이영희(2015) 등이 소개하듯이 노동조합운동으로 점차 주도권을 넘겨주었다면, 최근의 대표적 사례
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이 될 것이다. 노동안전보건운동은 노, 사, 정 간 거시 노사관계의 중심으로 진
입하였는데, 이 때 노, 사, 정 주체는 각각 단일한 주체가 아니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과 중소기업연합회
및 건설협회,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중소기업부, 국회의 여야 정당 등으로 구성되는 다수의 주체들을 통칭하는 용
어이다.
본 장의 내용 중 거시 노사관계 분석과 관련해서는 2021년 중 한국노총(3/10일), 민주노총(2/9일), 경총(3/8일),
그리고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건설업을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인 건설협회(3/24일)에 대한 인터뷰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비공식 인터뷰, 그리고 언론 매체 및 학술 자료 등에 반하여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산업안전은 결국 미시적인 차원인 현장에서 실천되고 달성되어야 할 목표이다. 그러한 점에서 각 사업
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고 실천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면
중대재해를 비롯하여 산재가 빈발할 것이고, 이렇게 실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요인을 가늠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분석은 어떤 요소들에 역점을 두어야 안전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최근 수년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산재예방유공
자로 포상된 인물 및 그들의 소속 사업장 5곳을 분석한다. 아울러 포상 사업장은 아니지만, 안전활동 관련 변수
들을 분석하기에 용이한 사업장을 추가로 다루었는데, 세평적 선택에 따라 K자동차와 H푸드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두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노사관계 차원에서 이들 사업장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장 수준의 미시 노사관계가 산업안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규명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장의 사례대상 업체는 <표 1>과 같다. 2021년 2~5월 기간 중 10차례의 면담과 방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결
과적으로 건설업 사업장 두 곳과 화학 공장 두 곳, 그리고 기계 및 자동차부문 두 곳 등과 더불어 서비스업종으
로서 급식사업을 하는 H푸드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K자동차의 경우 노사관계 차원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
동조합의 前노동안전실장을 별도로 인터뷰하였다. 반구조화된 설문을 준비하였으나, 가급적 피면담자와의 자연스
러운 질의 응답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사례 대상에 대한 질적 조사임을 반영하여 귀납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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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례대상 업체의 조사 개요
조사대상
사업장

조사일시(2021년)/장소

특기사항

H 건설

2. 16 / 서울 본사

본사 안전책임자

H 건설 현장

3. 3 / 화성

2020 철탑훈장 / 현장소장·안전관리자

S 건설 현장

2. 17 / 부산

2020 대통령표창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K 화학

2. 23 / 구미

2018 동탑훈장/ 안전관리자

T 화학

4. 27 / 나주

2019 동탑훈장 / 공장장

M 기계

3. 16 / 원주

2019 산업포장 /
안전관리자, 안전책임자

4. 2 / 광명

본사 조직, 경총 추천, 안전책임자

5. 12 / 평택

노동조합 前노동안전실장

5. 6 / 용인 본사와 판교 외식사
업장

세평적 선택 / 안전관리자

K 자동차

H 푸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노동정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2018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
부개정안이다. 도급업무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하였으며,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 등 노무제공자 전반으로까지 법의 적용을 확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 28년만의 전부개정은 그러나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경영계의 반대가 격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특히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8
년 12월에 발생한 서부발전 사내하도급 근로자인 김용균씨 사망사건은 상황을 반전시켰다. 여론은 산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에 떠밀린 여야는 서둘러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1년 이상 내용을 준비하
고, 수개월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의 노력이 토대를 구축하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법 개정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 비정규직 청년의 희생이었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020년 4
월 27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안전 수준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다4). 이 합의에서는 특히 오랜 논쟁 끝에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이 포함되었으며,
4-2 항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조직구조) 개편을 검토·추진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추후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뒷받침하고 감독과 예방 기능을 확충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
다.
그렇지만, 2019년 1월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그 1년후인 2020년 1월 시행령의 공포, 사회적 대
화의 진전 등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재해 건수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안전문화는 과거 추격
형 경제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결국 오래전부터 소개되어 왔던 기업
4) 이 합의는 2019년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후속 합의 성격을 갖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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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법 혹은 법인과실치사법으로 번역되던 영국과 호주 등의 법을 모델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시 강조되
기 시작하였다. 즉,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하므로, 처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0.57%에 불
과하며, 형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금의 5년(2013~17년) 평균 액수는 421만원에 불과하다(전혜원, 2021).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산재사고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수로 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대법원 양형위
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죄는 주로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과실치사상 범죄와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은 고 노회찬 의원이 법안5)을 발의한 2017년 4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표 2>와 같이 2020년 4월의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로부터 일지를 정리하
였다. 이는 기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해오던 흐름이 2020년 들어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이천의 물류센터 화
재가 제공했기 때문이다.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한 안전보건공단의 수차례 보
완 조치 요구 경시, 위험 작업들의 동시 진행 등의 전형적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은 채 화재가 발생하였다. 더
욱이 같은 이천 지역에서 2008년에 유사한 화재사고와 다수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다시 산업안
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다6).
이 같은 분위기 하에서 5월 27일,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제정 운동본
부)를 결성하였으며7),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의 산업안전실장이 이 조직의 상황실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
단체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8). 여기서 시민단체는 세월호와 가습기피해자 등의 유가족들 단체가 중심을
이루었다. 제정 운동본부가 여러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21대 국회가 출범하였으며, 정의당은 1호 법안으로 중
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선정하고, 강은미 의원이 고 노회찬 의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작성하여 대표 발의하였다.

5) 공식 명칭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등 11인 발의, 법안번호 2006761)
6) 2020년 4월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년 1월 발생했던 이천 사고와 판박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
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 받는 데 그쳤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은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7) 이후에도 참여단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법안 제정이 임박한 2021년 12월에는 참여 단체수가 310여개로 늘어났다.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3차 대표자회의(21. 2. 9) 자료. 5/27일 결성된 것은 중앙운동본부이고, 이후 지역운동본부가
경기, 대전, 세종충남, 충북, 전남, 광주, 부산, 울산 등에 결성되었다.
8) 제정 운동본부에 결합한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모임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모임, 김용균 어머님, 이한빛 아버님, 김태
규 누님, 김동준 어머님, 김재순 아버님, 대구지하철 유족 대책위, 산재유가족 박소영 님, 세월호 가족협의회, 허영주,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춘천 인하대 참사 피해자 대책위,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유가족 등이며, 간사는 김용균재단이 맡았
다. 한편 집행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획팀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반올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한노보연 등
이 참여하였고, 조직팀에는 민주노총, 김용균재단,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일과건강, 철폐연대, 한
노보연 등이 참여하였다. 공동대표의 경우는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김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대표,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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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
일자

내용

20. 4. 30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로 38명 사망

20. 5. 2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결성(136개 시민사회단체)

20. 6. 11

정의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발의(강은미 의원안)

20. 9. 1

중대재해법 발의 운동 시작

20. 9. 22

중대재해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

20. 11. 10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 중대재해법 초당적 협력 발언(여의도연구원 토론회장)

20. 11. 12

박주민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대표발의

20.11.15

민주당 장철민 의원, 산안법 개정 추진

20.11.19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은 과잉규제”

20.11.23

대법 양형위 연구회, “산업안전법 위반죄 권고 형량 높여야”

20.12.2

국민의힘 임이자의원 독자적 중대재해법 발의

20.12.9

중소기업연합회 등 중기단체 중대재해법 반대 성명 발표

20.12.11

강은미 의원과 김미숙씨 등 국회앞 단식 농성 시작(법안통과때까지)

20.12.17

민주당 의총, 당론 정하지 못했으나,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대

20.12.24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 돌입

20.12.28

정부(법무부, 고용부 등) 단일안 제출

21. 1. 6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중기부 입장 반영)

21. 1. 7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21. 1. 8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 각종 언론보도 종합

한편 제정 운동본부는 10만명의 입법 청원이 있으면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운동을 시작하고, 21일만에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였다. 이
제 소수 정당인 정의당의 1호 법안 발의가 아니어도, 10만명의 입법 청원을 받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가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은 산하 조직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중대
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11/10일)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김종인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의 통과를 위하여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준비
해왔던 박주민의원 등 45인의 의원들은 11월 12일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리적 무리함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계
하던 그룹은 산안법의 재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였으며, 그 주장은 장철민 의원안(11/15일)으로 집약
되어 나타났다.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11일 19일 경총 등 30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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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규제라는 내용으로 긴급히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
진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경영계의 대 정치권 읍소와 로비, 압력의 전략은 다음 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기
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독자적인 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에서도 복수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안되거나 산
안법 재개정이 다시 부상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법안 통과에 불안감을 느낀 강
은미 의원과 제정 운동본부를 대표하던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법안 통과 때까지 단식을 선언하고
12월 11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 같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12월 17일 의총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
대가 있었다고 표현하는 등 법 통과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나 임이자 의원안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에는 경영계의 로비도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민주당은 김미숙씨 등의 단식 농성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
압력 속에서 국민의 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안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12월 24일 법안심사
에 돌입하였다.
이제 여러 의원안과 정부안(12/28일)을 토대로 한 본격적인 논의가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
며, 비록 해를 넘기기는 했으나, 1월초가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하여 법안명에서 ‘기업’을 뺀 것이었으며, 애초의 박주민 의원안에 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4년 유예를 2년 유예로 바꾸는 등 규율이 강화된 측면도 포함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
아가 2021년 1월 6일 중기부 차관의 주장이 수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삭제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야간의 줄다리기와 협상 끝에 1월 7일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날인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른다.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
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국민의 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 또는 기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 하에 중대재해처법법이 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의당은 내용상의 후퇴를 이유로 기권을 선택하였다.

각계 입장의 교차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귀착
노동정치 측면에서 주요한 각축장(contested terrain)은 파업 현장이나 생산 현장이 될 수도, 혹은 노조 총연맹
이 될 수도 있지만, 금번 중대재해처벌법 국면에서는 법안 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중심으로 모든 주체들
의 작용과 반작용이 집중되었다. 법사위에서의 여야 간 협의가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하는 가운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체들이 무대 앞과 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언론 보도도 그 부분에 집중되었다. 또한 국
회는 여야 정당들의 주요 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의 입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
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흥미롭게도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최초로 발의하고, 강은미 의원이 고 김용균씨 모친
과 같이 단식농성을 막판 한달여 끌고 가는 등 법안 제정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고 노회찬 의원이 이미 2017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에서 소수 정당인 정의당의 이니셔티브는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최종 본회의 투표에서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는 법안 내용 자체가 애초 제기했던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불만 때문이었다. 결국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뒤집어보면 법안 제
정 과정에서 결국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수가 많은
만큼(표결 당시 과반이 넘는 174석) 입장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최초의 지도부 입장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니, 산
안법에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으로서, 장철민 의원안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다른 하
나는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론자들로서 초기에 우원식 의원 등도 적극 지지하는 입장
이었고, 결국 45명의 공동발의자를 모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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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국 민주당은 12/17일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선
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제정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전개는 법사위 중심으로 실무
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역시 당론을 정한 바는 없으나,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을 주장하
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표면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환노위 간사였던 임이자 의원
이 독자적인 안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의 또 다른 추동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만, 당 전체로 보면 본회의 투표에서 대부분 반대 혹은 기권을 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174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 단독 처
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경우 상당한 후유증을 남겼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김종인 – 임이자 라
인의 적극성과 법사위에서의 실질적 협의 등은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야당의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신문 등 보수 언론과 경영자 단체가 비난하는 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김종인 대표 등이 수용적 태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했던 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그
만큼 중차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의 노동정치는 국회라는 현실 정치 공간을 매개로 발현되고, 실제 권력관계 속
에서 구체화되었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 혹은 수면 아래에 있는 거시 노사관계와의 상호관계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양대노총과 경총 등의 입장과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우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산안법 재개정을 중심으로 한 장철민 의원안을 제외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경합한 세 개의 안은 정의
당 강은미 의원안(고 노회찬 의원안) 및 제정운동본부안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대
여당의 뒷받침을 받는 박주민 의원안을 중심으로 최종 법률안이 성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서
는 박주민 의원안도 최초 발의안에 비하여 상당한 수정이 있었고, 여기에는 12월 28일의 정부 각 부처의 의견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일단 틀 자체는 박주민 의원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인 거시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지점은 박주민 의원안은 한국노총 입장과 유사하고, 강은미 의원안은 민주노총도
참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안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도 상당
한 차이들이 발견되며, 민주노총안이 박주민 의원을 통해 실현된 부분도 적지 않다9). 그렇지만, 역시 논의의 흐
름을 단순화하면 양대노총 안이 각기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민주노총의 노동안전실장이 제정 운동본부의 상황실장을 겸직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시민단체와 연
대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중대시민재해가 독립적인 항목으로 포함되었지만, 중대산업재해는 의연하게 중심적 위
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 민주노총이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경영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는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처벌법”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다.
이후 노회찬 의원안을 거쳐서 이것이 다시 강은미 의원안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강은미 의원안과 제정 운동본부의 안도 차이가 있는데, 2020년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힘을
실었던 것은 제정 운동본부와의 협력이다. 그것은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노동문제 만으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사회문제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수년 동안의 연대 확장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가습기 피해 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시민재해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경영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주민 의원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한국노총은 애초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만을 입법화하려 했으나, 제정 운동본부의 주장을 수용한 박주민 의원에
의하여 중대 시민재해와 중대 산업재해로 나뉘어서 법안이 구성되게 된 것이었다.
9) 법안 내용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몇차례의 공방과 반전이 있었다. 제정운동본부 안은 10만명의 동의 청원을 토대로 일찌감치
제출된 바 있었으며, 이후 9월에 한국노총은 독자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는 중대 시민재해는 빠
져있었으며, 중대재해의 개념을 2명 이상 사망시로 한정하였다. 초기 박주민 의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정 운동본부
안이었는데, 이에 따라 시민재해가 포함되고 인과관계 추정 원리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
당의 노동존중의원단이 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박주민 의원안이 수정된 한국노총 입장과 유사하게 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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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정 운동본부는 사실 박주민 의원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나
갔다고 볼 수 있다. 박주민 의원 자신이 세월호 사건을 변호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쌓아왔고, 따라서 시민단체
와의 연계가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박주민 의원에게 경영책임
자를 처벌할 것, 하한형을 반드시 삽입할 것,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넣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인과관계
추정 이외에 두가지는 결과적으로 관철되었다.
민주노총 안과 박주민 의원안이 갈리는 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유예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노총 안이 관철되었는데, 애초에는 박주민 의원이 4년 유예를 주장하다가, 결국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귀착되
었다. 한국노총과 박주민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구비할 태세가 되어 있
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
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도 없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의무도 없으며, 기타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만
들라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 조항만 들여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2년간(실제로
는 50인 이상 기업도 1년 유예되므로 3년간) 소기업이 산업안전과 관련한 준비를 철저히 한 연후에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었고, 이러한 주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망 재해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해야
한다는 제정 운동본부의 입장을 넘어서서 관철되었다.
[그림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각계의 작용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양대노총이 각기 국회의원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한편으로 경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렇지만, 양대노총이 협력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중기부의 요청에 의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중
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반대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였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문제를
둘러싸고 양대노총이 미묘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지만, 5인 미만 적용 삭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것
이다. 또한 산안법 재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장철민 의원안이 제출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
자, 양대노총은 공동으로 성명으로 내면서 이에 함께 저항하였다. 사실 양대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이전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시절에는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여 과로사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밖에 산재보
험 관련 등 각종 고용노동부 주관 간담회, T/F 등에서 일상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공조 행동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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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거슬러 올라가면 산업안전 문제와 관련한 양대노총의 협력관계는 2006년부터 계속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에서부터 유래한다.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와 양대노총 등 4자가 꾸려서 매년 최악의 산재가 난 기업에 불
명예를 덧씌운 행사로서 오랫 동안 계속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19년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무 단위에서 결정한 살인기업을 해당 사업장 노조와 한국노총 상층부가 이를 뒤집는 결
정을 하면서 민주노총과 이견이 크게 불거졌다10). 결국 2019년에 한국노총은 이 선정식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한국노총이 실무자 선에서 전년도의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민주노총이 다시 들어오려면
한국노총 위원장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노총은 결국 선정식 주체에서 빠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이 같은 양대노총 사이의 갈등은 최근의 조직화 경쟁 국면에서 당분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은 결과적으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산업안전의 지평을 넓히고, 중대재해처
벌법이 제정되는 데 긍정적 보완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노총은 사업적 노조
주의(business unionism) 행태를 보이는 때가 많고, 민주노총은 전투적 조합주의(militant unionism) 성향을 보
이는 때가 많다. 이러한 양대 노총의 성향은 [그림 5-3]에서 한국노총은 위가 크고, 아래가 상대적으로 작은 모
양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민주노총은 반대로 민주성, 현장성, 전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래가 크고, 윗부분이
작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양대노총의 이념과 성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2020년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면에서 양대 노총이 보여준 대처 방식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노동계 전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귀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노총은 총연맹의 정책과 기
획, 전략 및 실행 능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결국 한국노총과 협약을 맺은 더불어민주당의 46명 의원들로
구성된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을 움직여 결과적으로 박주민 의원안이 통과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현장 수준에서는 민주노총이 시민재해 및 산업재해 관련 유가족들과의 긴밀한 연대 활동을 통하여 여
론을 환기하고, 투쟁성을 유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양대노총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위와 아래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여건
을 만들어나갔다고 사후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동계의 전략과 행동에 비하면 경영계의 대응은 매우 진부한 반대 성명의 조직에 머물렀다. 물론 수면
아래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당에 대한 압력과 로비, 읍소 등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명분과 실질의 측면에서
경영계의 대응은 이렇다 할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방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는 당위적 언사 이외에 경영계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를 위해서 정부가 무
엇을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는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기실은 정부의 지원정책도 정부가 알아서 기획하
여 집행하기를 원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어떠한 아이디어 회의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처벌보다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 국면에서
처벌 관련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언술 이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의지의
표명으로 승화되지 않으면서 방어적 넋두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미 국민들은 산업재해를 1인당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용인하기 어려운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는 여전히 추격형 경제 시대의 마인
드에 빠져 있어서, 경제와 산업 발달을 위하여 산업안전은 후순위로 치부되어도 좋을 아젠다로 여기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경영계와 경제단체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말도 안되는 처벌 만
능주의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참고로 양대노총과 경총의 산업안전 관련 담당 조직의 발달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표
10)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자의 입장과 해석에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쉽지 않다. 요지는 김용균씨가 사망한 서부발
전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예비 선정하였는데, 이를 한국노총 계열의 발전사 노조들이 그것은 산자부의 방침에 의한 외주화였
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측이 이에 발끈하자, 한국노총측에서는 당
시 태움에 의한 간호사 자살이 발생한 아산병원(민노 사업장)을 대신하여 보건복지부를 선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부발전 대
신에 산자부를 살인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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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사 모두 내셔널센터는 산업안전본부 혹은 노동안전실 등 독립적인 스탭 조직을 갖고
있는데, 조직원 수 기준으로는 경총이 가장 많은 8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하 조직 측면에서는 민주노
총이 산별 차원에서 금속, 공공, 보건의료, 화섬, 건설 등에 독자적인 노동안전 조직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 민주노총의 조직적 역량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노총은 산별 연맹들에 산업안전 전
문가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산업안전의 중요
성을 강조해온 특성을 갖고 있다. 1989년 12월에 산업안전부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승격시켰으며, 97년 3월 다
시 산업안전본부로 승격시킨 바 있다. 같은 해인 97년 10월에 한국노총 내 산업환경연구소가 개소하였는데, 이는
작업환경 측정 등의 서비스를 개별 사업장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안전분야 기술사들을 채용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에 산업안전본부와 산업환경연구소를 합쳐서 최대 16명의 인원이 산업안전
분야에서 일한 적도 있을 정도로 한국노총 사업에서 산업안전은 적지 않은 중요성을 띠고 있었다. 다만, 산업환
경연구소의 업무는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 등을 받아서 개별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등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
에 정책적 역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이 조
직 내로 축적되면서, 총연맹의 안전보건 관련 역량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작
업환경 측정 업무는 여건이 변화하면서, 2010년대 들어서는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본부를 없
애서 사무총국 내 산업안전보건연구소로 직제를 개편하였다가 다시 본부 체제로 환원하는 등의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다.
한국노총과는 달리 민주노총은 정책실 산하에 편제되어 있다가 2018년에야 노동안전보건실로 독립하였으며, 경
총의 경우도 2016년에야 독자적인 본부로 독립했음을 <표 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등의 영
향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에야 내셔널센터들이 산업안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늦은 대응 속에서 국민들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다가 가장 높은 수준의 처방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귀착된 것
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하 산별노조나 연맹들의 노동안전실이 비교적 튼실한 편이지
만11), 경총의 경우 산하 조직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 8명의 스탭 이외에는 경영계를 대변하여 산업안전과 관련
한 정책이나 법안을 주도할 주체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국내 업무상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협회에 산업안전 관련 전담 조직이 없다. 기술안전실의 조직원수는 5명이지만, 그 중 안전 업무를 담당
하는 사람은 한 명일 뿐이며, 보건 담당자는 아예 없다. 또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예방 활동 관련하여 용역연구를 진행한 적도 없으며, 산업안전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포
상을 실시한 적도 없다(예를 들어 노동계의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의 반대 퍼포먼스). 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
법 제정 국면에서 한 일은 경총을 통해서 반대 성명에 4차례 동참한 것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회원사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반대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대안을 모색하고, 반대 여론을 체계화하여 증폭하는 일을 할 수 있
는 스탭도 전문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11) 그러나 이러한 역량도 2011년 이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면서 유급 활동시간이 줄어들어 현장에서는 산업안전 관련 활
동이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C 간부와의 인터뷰 결과(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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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사 정상조직들의 안전보건 조직 현황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안전보건조직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동안전보건실

안전보건본부

조직구성원수

5명

3명

8명(산업안전팀 + 보건환경
팀)

조직확대 역사

97년 3월 산업안전본부 승격, 97년 10월
산업환경연구소 개소
2011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통합
201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소로 직제개편
2021년 산업안전본부로 개칭

정책실 내 노동안전보건국(1
명)
2015년 담당자 2명으로
2018년 실로 독립(실장, 국장,
부장 3명으로 구성

2000년대 초반 안전업무 1명
(시기 미상, 안전보건팀 구성)
2016년 안전보건본부로 독립

자료 : 인터뷰를 통해 필자 작성

이상에서 노사 단체들의 전략과 행동이 국회의원들과의 결합에 의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귀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에서
2018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고용노동부가 주도하여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준비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그에 비하면 2020년의 중대재해처벌법 국면에서는 초기에 장철민 의원안을 함께 준비하고, 이후에는 법무
부 등과 협의하여 12월 28일 정부 단일안을 방어적으로 마련하는 데 머물렀다. 이 같은 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전략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영국의 경험 등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 영국은 법인과실치사법이 통
과된 이후 몇몇 중소기업이 파산에 이를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동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따라서 영국의 산재 사망자수가 적은 것은 법인과실치사법 때문이 아니라, 산안법 자체가 안정적
적이고, 행정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영국법은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벌금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하튼 정부안은 인과관계 추정 조
항 등을 삭제하면서 박주민 의원안과 결합되었으며, 여기에 한국노총이 주장한 사고가 난 사업장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입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법리적 완결성과 체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산재 감소를 위한 충격 요법이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리의 문제에 따라 여전히 경영계에서는 재개정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법 조문의 문제보다 더
욱 중요했던 것은 처벌 혹은 처벌에 대한 위협을 매개로 경영자들이 기존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패턴을 바꾸도록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수용이었다.
한편 [그림 1]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정 운동본부와 연대한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를 비롯한 전문가들이었다. 일찍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들을 둘러싼 기업-정부-노동보건운동 사이의 관계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으로 풀어낸 김종영·김희윤(2013)과 노동안전 시민권 형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
‘전문성의 정치’를 논의한 김직수·이영희(2015)와 김종영·김희윤(2016) 등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직업환경전문의
를 비롯한 이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의 최전선에서 다치고 죽는 경우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이 사회의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집단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안법 재개정으로 입장이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11월 9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42명은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용균씨 어
머니인 김미숙씨가 12월 11일부터 국회앞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고 김용균 특조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
벌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하였고, 학자와 전문가 등 2,164명이 이에 동참하였다. 그밖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가 알려진 2021년 1월 6일에는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회의사회 명의로 “방치되어도 좋은 목
숨은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기타 신문이나 SNS 매체 등에 숱한 컬럼과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기
도 한 바 있다12).
12) 직업환경의학전문의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주 교수의 미발표 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정운동 과정과 법안 평가”가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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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1980년대 후반의 문송면군 수은 중독 사건, 원진레이온 사건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산업현장의 위험 실태를 충격 요법에 의하여 바꾸고자 시도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인 것
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법리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이 사회의 과제를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었으며, 그러한 점에
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전문가들의 결합에 의한 법제화 과정은 노동정치와 거시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총으로 대표되는 경영계는 이러한 노동정치 국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
었으며,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 이후 부회장이 경질되는 사태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올
바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적어도 건설협회 등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
는 일부 사업자 단체들은 자신들의 투자나 태도 변화 없이 정부에 의존해서만 문제를 풀어보려는 안이한 자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소결
본 장에서는 거시 노사관계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주로 중앙 차원에서 노사정, 그리고 현실 정치 공간인 국회에
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양대노총과 경총, 건설협회 등에
대한 인터뷰와 신문, 방송 등에 대한 검색을 통하여 매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사실 2018년 12월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서부발전의 김용균씨라고 하는 젊은이의 희생
을 계기로 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다시 김용균씨 모친의 단식 농성 등이 법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예,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중대재해법은 법리적 완결성의 문
제보다는 반복되는 희생을 막겠다는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주요한 동력이었다고 봐야 한다. Sandman(1989)은
안전이 일반화되는 시기에는 안전이나 재난은 객관적 위험도(hazard)도 중요하지만, 국민 감정(outrage)이 더 중
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와 일맥상통하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 내
부의 단결 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도 필요하다는 이병훈(2018)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기
도 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말기 근로기준법(1953년) 제정,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산
업재해보상법 제정(1963년), 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1년의 노동부 승격,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9년 노
동부 산안국 설치와 1990년 1차 산안법 전부개정 등은 대형 사고 등에 대한 대처보다 집권 세력의 정치적 대응
이 중요했다고 본다면13), 금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노동안전보건 운동 세력이 주도하면서, 여론의 엄호 하에
집권세력14) 및 기성 정치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입법화되었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이러한 노동정치 지형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기존의 패턴을 반복하는 데 머물렀는데, 특히 정부
와 국회에 대해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것에만 익숙해 있음을 드러냈다. 즉, 산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드러내기보다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는 것에 머물렀다. 사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진정한 의미에
서 노·경총 간의 관계는 매우 적은 편이다. 많은 이슈에서 勞政관계 혹은 使政관계를 통하여 사태가 전개되며,
노사정은 정부를 매개로 해서만 만나는 관계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국면에서 양대 노총이 경
합하면서도 협력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해 나간 것에 비견되는 노경총 간 소통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사용자단체는 그저 정부와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할 뿐이었다.

13) 우리나라에서 사고성 중대재해가 실제 산업안전이나 노동 관련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고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주로 집권세력
의 정치적 판단에 의존했다는 점은 세명대 강태선 교수의 노동건강정책포럼 발표문(2021년 8월)인 “사고성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수사 개선에서의 시사점”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14) 1차 산안법 전부개정(1990년)과는 달리 2차 산안법 전부개정(2018)은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의 주도 하에서 이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노동존중정부’를 슬로건으로 한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세
력들의 방어적 입법화 과정들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차별화된 접근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도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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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우량기업 사례와 미시 노사관계
개별 기업사례들의 개요와 종합
서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선정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을 받은 인물 및 업체들과 일부 세평에 따라
선택된 7개 업체에 대한 10회 조사 결과는 지면 관계상 <표 4>~<표 6> 3개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대표성을
갖는 체계적인 샘플인 것은 아니지만, 건설, 화학, 자동차, 서비스업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관리와 관
련한 우량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업종과 사업장의 특징 이외에 피면담자의 조직 내 위상과 개인의
이력, 철학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인터뷰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질적 연구가 그러하듯이 완전한 항목
별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업체 및 피면담자의 구성으로부터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측면을 포착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점에서 7개 사례로부터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4> 산업안전 우량기업들의 특징(1)
회사

기업의 일반현황
- 매출액 5.5조원, 임직원 11,754
명
- 원주공장 : 스티어링
- 2010년대 초반 금속노조에서 다
수 이탈, 기업별노조가 다수 노

M기계
(2919년

산

업포장)

조
- 노무업무와 안전업무를 최고경
영자가 직접 총괄(노사센터장
겸임)
- 안전 2명, 보건 2명, 현장 보조
인력 2명
- 기획의 중요성 : 매년 다른 메뉴
개발, 연속되고 다양한 활동
- H자동차그룹
- 종업원수 3만 5천
- 국내 3개 공장과 해외공장들
- 작업장 노사관계에서 노측 우위

K자동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측 대표

(사용자단체

들)

추천)

- 통합산안전보건위원회 산하 각
공장 산보위, ‘가’공장 산보위
노측 대표 180여명, 활동가 양성
경로, 작업중지권 남용(신임 공
장장 길들이기, 복지와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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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요인 및 시사점

- 안전패트롤, 매월 안전의 날
- 안전공감 톡톡 아카데미(관리감독자 대상 교

- 현장 자율안전활동

육), 관리감독자 중심 평가시스템, 체크시트

- 현장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 세이프트 올투게더 활동(사외 협력사 포함)

와 노사 공동선언(2019년) :

- 노사 안전공감 활동, 노사 공동켐페인, 안전

근로자들의 직접 참여를 지

관리자와 노조 산안부장, CEO급 공동 현장
점검

탱하는 노조의 보호와 지원
-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타 기

- 안전신문고(네이버 밴드)

업이나 산업에서 운영 중인

- 하드웨어 개선(자세 보정, 호흡기 질환 예방,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 등

지게차 LED 등)
- 안전보건 모델라인 통한 현장 근로자 참여

을 벤치마킹(안전 엽서 쓰기
캠페인)

활동 : 안전 프로그렘에 주인 의식
- 강한 노조의 현장 규제력을 피하고 원활한

- H자동차 포함 그룹내 국내외

생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소한 사고도 일어

공장 20여개 사고 관련 데이

나지 않는 현장 만들기

터 축적, 공정지도 작성(다국

- 2020년 안전규정 개정, 선가동 후협의 방식
채택(고소고발 효과 누적)
- 금속노조의 2000년대 초반 이후 근골격계
질환 문제 제기 -> 인간공학적 분석, (반)자
동화와 경량화 등

적기업의 이점)
- 중간관리자의 KPI에 안전 지
표 포함
- 위험한 작업은 모두 완전자
동화(그러나 고용축소 위험)

- 최고경영자의 방침, 이사회 보고 충실화, 예

- 작업장 노사관계 과제 : 조합

산 100억-> 450억(21년), 안전 조직 확대

원들이 기피하는 안전모와

(135명-> 195명), 대공장마다 안전환경 담당

안전화 착용, 지정되지 않은

임원 신설, 현장진단지원팀 신설

장소의 흡연, 올려치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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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산업안전 우량기업들의 특징(2)
회사

기업의 일반현황
- 의류소재, 현재는 산업용 소재 생

K화학
(2018년 동탑
산업훈장)

산 주력

산업안전활동
- 2015년 공정안전보고서(PSM) 평가에서 P등급
획득, 2019년 유지 판정
- 안전관리자 L차장 현장 순회 활동의 최대 걸림

- 구미공장 2,000여명

돌은 근로자들과 협력업체의 안전에 대한 몰이

- 과거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 강

해와 거부감=> 사진 체증과 제재, 반발, 노조의

한 전투성 보유, 2006년 민주노총
탈퇴, 현재 미가맹 기업별 노조

태도 변화로 결국 수용, 문화로 정착
- 2015년 전후 공장장이 중간관리자들에 대해 인
사고과에 안전 30% 반영

- 미국에서 1902년 출발한 다국적기
업, 6만여개 제품 다품종 소량생산
- 한국에 1977년 진출, 싱가포르 아
태본부 산하
T화학
(2019년 동탑
산업훈장)

- 사례대상은 나주공장(생산액 4천
억원)
- 2005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
결성, 종업원 430명 중 80여명 조
직
- 다국적기업 본사는 현지의 준법경
영에 중점

성공요인 및 시사점
- 산업안전활동에 대한 노조의
부정적 반응이 2015년 전후로
협조자로 전환
-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산업안전
기사 1급)과 일관성(30년, 현장
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설득)

- 미국 본사의 안전 관련 audit을 2~3년에 한번씩,

- 다국적기업이 오랫동안 구축해

매년 자체 감사, 일주일에 한번씩 아태본부에

온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축적

안전실적 보고

된 역량) : 안전 관련 사명과

- 일상적 회의에서도 시작전 EHS 관련 현안 보고
- 60여개 사외협력사에도 안전 관련 노하우 전수,
순회 방문
- See & Act 활동 : 불안전 요소 발굴, 제안, 개선
활동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공동 수행 : 안전
활동에 대한 근로자 참여
- 안전 교육 컨텐츠는 아태본부 제공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우수 제안 포상, EHS &
5S 우수 관리팀 리더 포상

방침이 전세계 어느 공장에나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들의 참여 유도에 역점,
문화로 정착
- 안전관련 투자는 본사 승인 용
이
- 노조 요구보다 앞선 다국적기
업의 방침과 공장장 주도의 근
로자 참여형 안전활동

＜표 6> 산업안전 우량기업들의 특징(3)
회사

기업의 일반현황

산업안전활동

성공요인 및 시사점

- 서해선 전철 공사 10공구(터널, 교

- 근로자가 자신의 몸을 아끼고 스스로 안전활

- 작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존중과

동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얼음, 핫팩, 혈압,

보호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장 소

량, 토공 등 복잡한 공종)
- FRESH안전보건활동 사내외로 전
H건설
(현장소장)

파
- 근로자들을 섬기는 현장 분위기
통한 감성안전
- 전원 참가형의 안전 경영, 본사 수
평적 문화 구축(계층 단순화)

혈당 측정 등)
- 장비이력 관리제도
- 협력업체와 Safety Kick Off Meeting
- 위험성평가 등 선제적 안전관리
- IoT 등 센서 이용한 알림 활용, QR코드 활용
한 현장 교육
- 협력사 작업 문제 시정

S건설
(L주임)

- 부산 지하철 건설현장
- 2002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주임, 왓치맨(현장 순회 감시)

- 긴급한 경우 작업중지 요청(협력업체와 긴장
관계)
- 다양한 현장경험과 반장 경력, 장비개선 제안
- 정리정돈 강조, 위험요인을 구분, 드러내도록

- 대기업집단 내부 단체급식 사업으
로 성장
- 550개 사업장 하루 57만식(해외
H푸드
(안전관리팀)

10만식)
- 영업이익률 3%미만의 노동집약적
사업
- 위탁급식업은 고객에 대해 ‘을’
의 위치, 독자적인 시설과 장비투
자 제약

- 강한 원청 노조 등의 영향으로 높은 산재보
고율(3.41%/업계평균 0.17%)
- 안전장화, 텅스텐 논슬립 패드, 반자동 식기
세척기(제안 결과 반영), 유니트쿨러 도입
- 원청의 요구로 정규직 안전관리자 1명 채용
(H제철)
- 이동식 시설지원반 투입
-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 활동

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 섬김의 리더쉽과 안전한 작업절
차 준수의 선순환
- 노사협의회 2개월에 한번(협력사
반장들 참여)
- 안전보건관리자 4명 모두 정규직
-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방
지할 수 있는 현장 경험 기반 교
육컨텐츠 지속 개발
-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상부의 지
원

- 자동차 관련 51개 위험성평가 우
수사업장 내부 인정 -> 217개로
확대
- 적정 조리원수 확보 위한 고객사
와의 협의(단가 반영) 중요
- “제안합니다” 사내 게시판 적
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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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안전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우량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리더(최고경영자 혹은 공장장, 현장 소장)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의 삼각 체계가 매우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15). H건설과 M기계, T화학은 이
러한 우수한 트라이앵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K자동차의 조직 확대 전략도 그것을 따르고 있다.
이를 간략히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 혹은 현장소장의 굳건한 철학이
가장 중심을 이룬다. 일상적인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최고경영자의 명확한 방침 천
명이 없이는 관리감독자들은 생산효율이나 품질을 더욱 중시하게 되어 있다. PSM 등급 상향에 도전한 K화학의
공장장 방침, K자동차 회장의 신년사와 이사회 보고, H건설 서해선 10공구 현장소장의 노동존중 철학 등이 없었
다면 이들이 베스트 사례로 발전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그것이 KPI로 구체화되어 제시되지 못한다면, 즉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지 못한다면 리더 교체 이후 안전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K자동차나 K화학, T화학에서 KPI나 인사고과에서 안전경영 실천 정도를 명시
적으로 평가에 반영한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다만, 최고경영자는 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등 안전 스탭부서의 역
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안전관리자는 물리적이고 법률적인 위험요소들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식별하여 최고경영
자와 관리감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연히 안전 관련 기획과 투자에 있어서도 안전관리자의 보고와 자문은
최고경영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또한 현장의 일선 생산 및 서비스 부서들에게 안전관리의 방침을 전하고, 노하우를 일러주어야 한
다. 일선 부서의 관리감독자들 역시 안전 문제의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산 및 품질 업무에만 매
몰되거나 불안전한 요소를 당연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와 현장 관리감독자는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위험요소들을 식별해내고, 사고 요인을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 관리감독자에는 사내협력업체 대표
혹은 현장관리자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그림 2] 최고경영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의 트라이앵글과 안전관리

요컨대, [그림 2]에 나타난 리더와 중간관리자, 스탭 부서의 트라이앵글이 탄탄하고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선순환
과정을 밟아야 조직 내 안전관리 역량(competency)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국적기업으로서 오랜 동안 시
행착오를 거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T화학 사례는 그러한 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며, 이제 후발 다국적기업으로
서 해외공장을 포함하여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 K자동차 사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전관리 트라이앵글이 안정되게 구축되게 되면,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불안전한 행동이 줄어
들고, 안전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3]은 도요타자동차의 안전 실천과 관련하여 일반 작업자와
관리감독자들이 해야할 일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작업자들은 청소, 청결 등 일단 5S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15) 정진우(2020)는 269~290쪽에서 이러한 기업 내 주체들로 구성되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교과서적으로 논하고 있다. 다만, 본
고와는 달리 관리자와 현장감독자를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본고는 지면 관계상 이들을 분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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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못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밖에 기계 작동에 이상이 있거나 위험요
인이 발견되면 ‘멈춘다, 부른다, 기다린다’의 3원칙을 준수하고 나아가 위험 예지 활동에도 나서도록 한다.
[그림 3] 도요타자동차 현장감독자의 주요 업무와 안전관리

자료 : 오자와 케이스케(2021)

이들 일반 작업자들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것은 관리감독자들이다. 도요타자동차는 관리감독자의 5대 업무로 생
산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와 인사·교육 이외에 안전·위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오자와, 2021). 흔히 국내
공장들에서 생산 및 품질관리에 비해 안전관리가 경시되고 있는 것과 달리 도요타자동차에서는 안전관리에 똑같
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돌발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
고 작업환경을 점검하며, 보호구를 관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대상 중에서는 M기계와 T화학이
이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H건설과 S건설은 제조업종과 달리 실제 현장 작업의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따라서 협력업체 관리자들의 활동에서 안전이 체화되도록 시스템을 갖추
는 데 주력했음은 이미 소개한 바와 같다.
그런데, 도요타생산방식은 이렇듯 관리감독자들을 통하여 안전관리가 조직내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해두었
지만, 종종 노동강도가 강해서 과로사가 빈발하는 기업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노조의 현장 규
제력이 취약하고, 따라서 사용자 일방의 작업장 노사관계가 공고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안전
관리의 사용자측 트라이앵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근로자와 노조의 참여를 통한 안전 수준 제고 문제에 도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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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근로자 직접 참여 및 노조 통한 간접 참여와 산업안전

[그림 4]는 이와 관련하여 확장된 안전경영의 트라이앵글 모형을 보여준다. 일반작업자들은 단순히 관리의 대상
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참여 주체 중 하나이다. 이들은 안전보건팀으로부터 감시와 지원을 동시에 받으면
서 안전도 제고를 위한 제안활동에 나서야 한다. 이들의 참여와 제안은 훌륭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안전문화가 근로자들의 안전행동으로 직결됨은 물론이다.
우리들의 사례 대상들에서 이러한 작업자들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M기계의
경우 다양한 활동을 잇따라 배치하면서 작업자들이 안전에 대해 부단히 사고하게 만들었으며, 조직적으로는 안전
보건 모델라인 구축 작업에 일반 근로자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성과를 거둔 좋은 사례이다. T화학의 경우도
공장장 주도로 See & Act 활동을 통하여 관리감독자와 현장 작업자들이 같이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안·개선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우수 제안들은 크고 작은 포상을 통하여 격려된다.
그렇지만, 일반 작업자들의 직접 참여는 안전도는 확보될지 모르지만, 도요타에서처럼 노동강도의 강화로만 귀착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직접 참여는 노동조합 등 대표기구의 간접참여와 상호작용해
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K화학에서 노조의 태도 변화와 근로자들의 직접 참여는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PSM평가에서 P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M기계 역시 노동조합 간부와 경영진 및
안전관리자가 함께 현장 순회를 하는 것이 작업자들의 직접 참여와 병행하여 실시되면서, 참여에 기반한 안전활
동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되었다.
물론, <그림 4>의 오른 쪽 위로 이어진 선에서 보이듯이 때로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대립하고 갈등하거나, 심지
어 안전을 매개로 임금복지만 올리고 마는 담합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도 존재한다. K자동차는 노사가 상층부터
작업장 수준에까지 상호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안전 수준 제고에 오랜 시일이 걸린 사례이다. 또한 K자동차는 노
조 우위의 작업장 노사관계 하에서 노측의 압박에 의하여 안전 수준은 높아졌지만, 근로자들의 직접 참여는 이제
막 시작단계일 뿐인 사례이다. 그러한 점에서 다시 K화학 사례를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번거로움과 귀찮음
을 유발하는 안전 행동에 대해 노조가 조합원들을 즉자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이었다가 안전관리자의 꾸준한 노력
에 동감하여 안전활동에 노조와 작업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아마도 K자동차가 더 높은
수준으로 안전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조와 작업자들의 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미시 노사관계와 산업안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2항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례들의 비교와 종합
을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 몇가지에 대해 토론해보기로 하자. 첫째,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설비와 장비 개선에 여러 노력을 기울인다. 이 때 작업자들과 현장 감독자 등의 개선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H푸드의 반자동화된 식기세척기는 현장 조리사의 제안을 안전관리팀이 발전시켜 얻은 결과이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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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나 M기계의 지게차에는 후방인식 카메라와 LED 안전선 등이 장착되었다. 앞으로도 우량 업체들은 기술을
활용한 안전도 확보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IoT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H건설이나 위험 작업을
완전 자동화 투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K자동차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K자동차의 경우는 노조의 비협
조를 넘어서기 위하여 그동안에도 여러 설비투자를 확대해왔는데, 이것이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노조의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전 교육과 관련한 컨텐츠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인다. 다국적기업인 T화학의 경우 본사
혹은 아태지역본부의 안전 부서에서 여러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 자체적
인 노력을 통해 안전교육 컨텐츠를 발전시킨 경우는 S건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기업의 부산 지하철 공사
사업장에서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우수 수례와 위험 사례를 그대로 교육 컨텐츠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 효과
가 뛰어나다고 한다.
셋째,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의 공통점 중 하나는 안전관리자들이 정규직이거나 지위가 안정된 경우가 많다
는 점이다. 만약 안전관리자들이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이라면 소신 있게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현업부서에는 생산효율을 저해하는 훼방꾼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안전관리자의 발언
력을 뒷받침하는 고용안정은 안전 수준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H건설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자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고 있으며16), K화학의 안전관리자는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작업을 못하게
하여 하도급사로부터 퇴근 후 위협을 받기도 한 바 있었는데, 비정규직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여 안전관리를 제
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하도급 업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청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건설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사례에 속할 것이며, H건설과 S건설은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어떻게 하청과 소통하면서 안전도를 확보해나갔는지
를 잘 보여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H푸드로서, 자체적으로는 대기업이지만, 개별 사업장에서는 ‘을’로서 원청의
투자와 지원이 없이는 주방 공간이나 설비의 개선은 쉽지 않다는 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하물며 중소 하청사
들의 경우 박한 단가 혹은 단가 인하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됨으로써,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배가된 현재, 필요하다면 하청업체들의 작업공간에 대해
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시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직접참여는 노조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간접참여와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근로자들의 직접 참여와 노조를 통한 간접 참
여를 두 축으로 하여 7개 사례 대상들을 상호 비교해보면 <그림 5>와 같은 배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
리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S건설을 제외한 6개 업체는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거나, 과거에 민주노총 사업장이었
다가 탈퇴 혹은 소수노조로 변모한 사업장들이었다. 따라서 여전히 전투적이거나 전투적 노조주의의 경험을 갖고
있는 곳들인데, 최근의 양상은 사업장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M기계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참여와 간접참여가 모두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K화학
의 경우는 과거에 노조가 비협조적이었다가 최근 협조적으로 변모하면서 직접 참여도 보다 활성화된 사례로 분석
된다. H푸드는 영업점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거나, 원청 사업장에 강한 노조가 존재하여 간접 참여 혹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직접 참여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T화학의 경
우 노조가 다수를 조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측 대표에 비노조 대표도 참여하는 등 간
접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See & Act 활동 등 직접 참여 위주로 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16) 이는 업계에 널리 퍼진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김윤배(2017;16쪽)에서도 이 용어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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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시 노사관계 측면의 사례 대상들 비교

K자동차는 이들에 비하면 특이하게 노조의 참여, 보다 정확히는 경영에 대한 개입과 간섭, 전투성이 극대화된
가운데, 일반 작업자들의 참여는 미흡하였었지만, 최근 작업장 노사관계에서 사측이 다소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면
서 근로자 직접 참여에 의한 안전수준 제고를 시도해보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여타 사례와는 결을 달리하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수장비나 기계 등을 매개로 노조가 조직되거나 건설일
용직 노조 등이 존재하나, 일반 사업장에서 이들과 교섭 혹은 협의를 하는 일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장비나
기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노조는 대개 전문건설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H건설이나 S건설에서 간접참여
를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H건설에는 사무기술직이 조직되어 있으나, 역시 안전관리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
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S건설의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는 왓치맨이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
동이 두드러지는 편이었다.
사실 일반 근로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안전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H건설이나 T화학, H푸드에서 보듯이 위험
성평가 제도를 통한 공식 통로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근로자들은 말단 직위의 작업
자들인 경우보다도 현장 감독자나 사내협력업체 관리자들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일정한 조직내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측이 주도하는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주로 현장 입장의 문제점 지적과 아이디어 제공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어느 경우이든지 위험성평가는 실제 위험에 처한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은 작업장 수준의 미시적인 노사관계와 상호작용한다. 뒤집어 말하면 기존에 우
리나라의 산업안전 수준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작업장 노사관계에서 산업안전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들은 안전문제를 생산이나 품질, 원가에 비하여 후순위에 두었고, 노조는 이를 교정할 힘을
갖지 못하였다. 막강한 파워를 가진 K자동차 노조는 오히려 산업안전 문제를 전투성의 근거지로 삼는데만 열을
올렸지, 정작 안전도를 제고하는 데서는 기여한 바가 적다. 단지 위협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했
을 뿐이다. 오히려 일반적인 것은 본고에서 거의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산업현장에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
이 안전을 매개로 노사가 담합하는 경우들이다. 안전문제를 쟁점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거나 경영진에 대한 고
소고발이 있었던 경우에 흔히 임금을 올리거나 다른 복지 현안을 해결하면서 노조의 고소고발은 취하되고 임금교
섭이 타결되기 일쑤였다.
본 장에서 살펴본 우수 사례들은 이러한 노사 갈등 혹은 노사 담합을 가급적 피하면서, 혹은 극복해나가면서 안
전수준을 제고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만의 힘으로 안전 수준 제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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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협조와 그에 기반한 근로자들의 직접 참여가 있어야 하고, 때로 그것은 안전수칙 준수와 같이 작업자들에
게 귀찮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번거로움 혹은 번잡함 때문에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는다던가 요령
을 피우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 아니다. 노조는 안전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주체로서 사용자가 안전
투자와 관리를 소홀히 할 때 이를 꾸짖고 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 대
해 안전활동에 참여하도록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M기계의 안전 관련 노사파트너쉽 선언에서 보았듯이 노조의 안전 리더쉽 발휘가 사용자의 일차적 책임을 면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의 안전경영이라는 필요조건이 노조와 근로자들의 참여라고 하는 충분조건과 만
나야 작업장 내 안전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6] 산업안전을 둘러싼 노사간 게임(죄수의 딜레마) 상황

이와 관련하여 [그림 6]은 산업안전과 관련한 노사간 게임 상황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같
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노조측과 사용자측 모두 안전문제에 방관하고 있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다. 노조가 임
금을 양보하면서 안전관리를 촉구하였지만, 사용자가 안전투자는 하지 않고 실제로는 생산과 품질에만 중점을 둘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는 더 큰 이득을 보고, 근로자들은 다치기 쉬우며, 결국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
의 반발에 직면한다. 반대로 사용자가 안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근로자들의 안전행동이 뒤따라주지 않는
다면 안전투자의 효율은 떨어지고, 노조는 일부 근로자들의 상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임금복지를 확보한 것으
로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대화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노조 역시 안전투자에 안전행동으로 화답하는 것이 윈윈(win-win) 성과
를 가져다줄 수 있다. M기계의 노사 공동선언이 3항에서 노사 파트너쉽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배신에 대한 보복과 반복 게임이다. 노사의 선택이 반복되면서
보복을 피하는 방법으로 상호간에 협력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림 6>의 2/4분면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제 우리
나라도 현대 노사관계의 역사가 수십년에 이르면서 반복 게임을 통한 학습효과는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제는 현장에서 노사가 결단하고 협조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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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별 노사관계와 실천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며,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더욱이 산재은폐가 과도하게 많아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조차 용이하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1년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제도 환경의 커다란 변화라는 계기를 맞이하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와는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거시 수
준에서 노사관계와 노동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와 미시 수준에서 우량 기업들의 안전관리 성공요인을 도출하
고, 아울러 이 때의 작업장 노사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구성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분석으로부터 얻어지는 몇가지 시사점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산업안전을 둘
러싼 거시 노사관계와 미시 노사관계의 연계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임상훈 외(2005)가 제기한 우리나
라 노사관계의 특성이며, 특히 산업안전 부문에서 이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판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노동정치는 중앙 차원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성난 여론과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공세에 대
해 경영계의 대응은 진부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산업안전의 우량기업들에서 우수
한 관행을 축적해온 미시적 실천이 거시 전략으로 전환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처벌보다 예방’을 주장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미시와 거시의 연계 전략이 필요하나, 사용자단체의 한계와 정책 역량의 부족 등을 노정시키면서,
전통적 使政 관계에 머물렀다. 반대로 노동운동은 뒤늦게 작업장 수준의 실천에 동참한 우량 기업 사례들이 있으
나,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 하에서 이러한 모범적 사례들은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대다수 안전에서
소외된 사업장과 노동자들을 배경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이전의 산안법 전부 개정이라는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각 사업장의 실천과 실질적 안전도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미시적 차원의 분권화된 교섭 혹은
협의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파편화된 대응의 효과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종별, 지역별과
같은 중범위 수준의 노사정 협의틀을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도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지적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본 연구 결과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즉, 미시적
수준의 사례 연구에서는 분명히 노조의 견제 혹은 참여가 사업장 차원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사례대상은 한 사업장을 제외하면 모두 전투력(union militancy)이 높
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거나 과거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었다. 이들의 견제력 혹은 참여는 사용자들로 하
여금 안전관리에 철저하도록 하는 효과가 뚜렷하였는데, K자동차가 대표적 사례이다. 다만, K자동차의 전 노조간
부가 인정하듯이 때로 그것은 산재 문제를 지렛대로 다른 이슈를 해결하려는 전략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여, 안전
과 관련한 전문적 역량 자체는 K자동차 노조가 다른 노조들에 비하여 오히려 미흡하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
다. 이에 비하면 M기계의 경우 노조가 공식적인 참여 경로와 방식을 통하여 사용자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를 더
욱 보강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최근 수년간 K화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로써, 일부 노조가 강한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의 활동에 힘입어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K자동차에서 보듯이 조직력이 뛰어난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의 문제제기와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사용자의 안전관리가 발달한 측면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노조가 사용자와 협조
관계 속에서 수준을 높여간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잘 알려진 사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대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도이며, 그
나마 그것이 노사협조적으로 이루어져 확장성을 지녔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노사관계 측면에서 산업안전이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
문제 등에서 발등의 불에 떨어진 것이 워낙 많아서 안전에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암묵적으로 산
업안전 문제를 매개로 더 높은 임금과 복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결국 노사 갈
등 속에서 담합적 특징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은 거시 수준에서는 이제 산업안전이 핵심적인 아젠다의 하나로 부상했다는 것이고,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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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중앙 차원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
회라는 의제별 위원회가 2020년 4월 과로사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고, 그 전에
도 몇차례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산업안전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산업현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추격형(catch-up) 경제에
서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이 다른 무엇보다 중시되었지만, 이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컨
센서스가 새로이 형성되었고, 결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법제도 환경이 조성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노동정치를 선도하였다. 사업적 노
조주의(business unionism)가 강한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노동존중의원실천단을 움직여 결국 많은 내외부 반대
를 넘어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성사되도록 하였다. 전투적 노조주의(militant unionism) 성향이 강한 민주노총은
여러 재해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과 일부 직업환경전문의들이 결합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산업안전 문제의 외연을 넓히면서 투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양대노총이 사전적으로 기
획한 바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두 노총의 활동은 서로를 보완하는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반대와
주저를 넘어서서 입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주로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과 대비되는 이러한 노동정치 과정
은 사후적으로 정부와 야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까지도 이끌어낸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는 안전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 사건, 구의역 김군 사건, 서부발전 김용균씨 사건과 이천 물류센
터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이르기까지 후진적 사고가 반복되는 데 비하여 법원의 양형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은 유범상(2009)이 소개한 1984년 진폐특별법이 제정되던 당시와는 다른 담론과 노동정치 지
형을 보여주었지만, 경총으로 대표되는 경영계는 반대 성명과 우호적 언론사의 활용,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
한 읍소, 로비, 협박을 혼합한 전략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더욱이 경총 이외에 건설협회나 대한상의,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여타 사용자단체 혹은 사업자단체는 관련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박약하여 긴박한 노동정치 국면에서 구래의 행태를 반복할 뿐이었다. 과거에는 정부와 정당들의 뒤에 숨
어서 로비와 호소, 엄살과 위협을 통하여 경영활동에 우호적인 입법을 관철시켰다면 이제 추격형 경제를 벗어나
탈추격 전략이 필요한 국면에서 그러한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경영계와 보수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국면에서 줄곧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정작 경제단체들은 예
방을 위하여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고, 정부가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
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다. 요컨대, 국민들은 강한 처벌이 없이는 경영자들이 예방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점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와 보수 언론은 추격형 경제 시대의 언어를 답습했을
뿐이었다.
이렇듯 거시 노사관계 측면에서 노동계의 성공과 경영계의 실패가 대비되고 있지만, 그것이 곧 산업안전 수준의
제고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표 3>에서 볼 수 있었듯이 경총은 물론 민주노총조차도 내셔널 센터 차원에서
산업안전 담당 부서가 본부 혹은 실 수준으로 승격된 것은 5년여 전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국노총은 일찌
감치 산업안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으나, 산별연맹들 수준의 전문성은 아직 미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
대적으로 산별노조나 연맹 수준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직들의 안전 관련 활동이 활발한 편이지만, 그것이 미조
직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으로 확장되어 온 정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경영계
는 더욱 빈약한 산업별, 혹은 업종별 대응 능력에 머물고 있는데,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건설업 단체들조
차 그러하다. 그러한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노사관계 차원에서 안전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데 불과하며, 이제야말로 실질적으로 거시(중앙), 중범위(업종별, 지역별), 미시(기업과 작업장) 수준 각각에서 산
업안전 이슈를 어떻게 노사 협조적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논의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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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원청회사의 사업주가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가 하는 문제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문제와 함께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의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 사건에서 원청인 현대제철 사용자를 현대제철과 사내하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
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이라고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면서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는 현대중공업 사건에 대하여 최근 1심과 2심 법원이,
원청 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
는다는, 중앙노동위원회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정리하기 위하여, 우리 노조법이 지향하는 단체교섭질서와
체계에 주목하여 현행 노조법을 다시금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여 노조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사한 사건구조임에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현대중공
업 소송사건과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사실관계로부터, 결론과 근거의 문제점에 이르기
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현대중공업 사건과 현대제철 사건에서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과 판정이 갖
는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려 하였다(Ⅱ). 그리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주목하면서 우리 노조법의 해석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라고 판단하게 되는 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Ⅲ). 한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에 관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이 최근 발효됨에 따라 해당 협약이 국내에 어떠한 위계의
법질서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ILO 핵심협약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의
국내발효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확정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론에서 이 쟁점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였다(Ⅳ).

Ⅱ. 최근 하급심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내용 및 문제점

1. 현대중공업 사건17) 사실관계와 판결 주요 내용
(1) 사건의 개요
원고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17) 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대법원 2018다
296229로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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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현대중공업지회’)를 조직하고 있다. 피고
인 현대중공업은 다수의 사내하청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중
공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
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과
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현대중공업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측은 자신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
하지 않았다.
(2) 소송의 제기 및 판결 경과
이에 금속노조는 2017년 1월 6일, 울산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울산지방법원은
2018년 4월 12일 현대중공업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18) 이에 대하여 금속노
조 측은 2018년 5월 3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부산고등법원 역시 2018년 11월 14일 현대중공업
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9) 이에 원고
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20)
(3) 법원 판결 요지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그 침해를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관점에서 노동3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드시 명시적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만 발
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배 · 개입행위라는 사실행위로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사용자'의 개념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단체교섭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 ·변경할 수 있
는 기능과 가능성을 본질로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
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단체교섭제도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이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전자는 단체교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제공하며 근로조
건을 형성·변경함으로써 단체교섭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를 악의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하면서 결론적으
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청업체가 제3자로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침
해하는 사실적인 지배 · 개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포함한 집단적 노
동관계 일반에 있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다.

18) 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19)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20) 대법원 2018다29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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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현대중공업 측과 그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 이
유는 첫째, 사내하청업체가 독자성 및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내하청업체가 업무지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체라는 점, 셋째,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지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이다.
법원이 사내하청업체의 독자성 및 독립성을 인정한 근거는 현대중공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하
청업체는 독립적으로 자본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
이며, “사내하청업체는 별도의 급여체제,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등을 보유하면서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임금을 지급하며, 그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
다”는 점, 사내하청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와 그
규모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사내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 징계권의 행사 등에 있어
서도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사내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
한 업무지시권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라고 판단한 근거는 사내하청업체가 스스로 작업시간과 작업장소를
계획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해왔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배치나 전환을 독자적으
로 결정했고,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 및 근태관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
하면서 그러한 인사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법원은 현대중공업
이 작성한 협력사 운용지침, 작업자 현황 관련 문서 등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내하청업체와 작업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도급인으로서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
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지 업무지시권 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지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는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의 실질이 “실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도급대금이 결
정되는 인력공급 중심의 용역계약 또는 단순한 노무도급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약정된 도급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인 이른바 물량도급의 성격에 가깝다”는 점이었으며,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업체 사이
에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 것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필요
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2. 현대제철 사건21) 사실관계와 판정 주요 내용
(1) 사건의 개요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사용자’ 또는 ‘원청’)가 운영하는 당진공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내협
력업체(이하 ‘하청’) 소속 근로자 3,756명으로 조직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제철지회’)를 조직
21) 충남지노위 2021. 11. 11. 결정 2021부노46 판정, 중노위 2022. 3. 24. 결정 2021부노268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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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21년 7월 9일, 현대제철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
사 전환 관련 협의 등의 4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대해 자신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법 시
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자신에게 소
속된 직영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산하 지회가 요구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노조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행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
로 결정된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21년 4월 8일 202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현대제철지회는 당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원청으로서 기본적인 근로조건 형성,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소 관리, 작업배치나
업무방법의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일정한 지배력, 결정권 등을 보유 행사하는 자로서 노조법상 부분적인
책임을 협력업체인 원사업주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과는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으므로, 금속노조
로부터 현대제철지회 관련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러
한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판정 경과
이에 금속노조는 2021년 9월 1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에 현대제철이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초심 지노위는 2021년 11월 11일, 현대제철은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대제철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2)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년 12월 14일 초심 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2021
년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금속노조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2022년 3월 24일, 4가지 교섭의제 중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한하여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하므로,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현대제철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
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내렸다.23) 그
리고 중노위는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구제명령의 내용을 10일간 게시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렸다.
(3)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요지
가. 단체교섭 의무의 인정 여부

22) 충남지노위 2021. 11. 11. 결정 2021부노46 판정.
23) 중노위 2022. 3. 24. 결정 2021부노268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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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구체
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
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현대제철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
용자와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그 밖에 사내하청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
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사내하청 근
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라 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
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권한과 책임의 한도 내에서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
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때 현대제철이 금속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각 교섭요구 의제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
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 ②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노무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수행
에 필수적이고 그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③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등을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한다고 보았다. 중노위는 그에 따른 판단 결과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24)에 관한 노동조건
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금속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교섭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산업안전보건 의
제’에 대한 교섭의무는 현대제철과 사내하청 사용자에게 중첩적으로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의 대상은 이 사건 사용자의 주요 제조공정을 직·간접
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들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철강 제조공정
체계에 상시·지속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상시·지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이
어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조건은 근로
자가 수행하는 ‘작업내용(작업 명세,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시간 등)’과 이러한 작업내용 실현에 수반되
는 ‘작업환경(노무제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일련의 노무제공 체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에 의해 좌
우되는데, 이 사건 사용자의 철강 제조공정은 제선 내지 제강에서부터 압연에 이르는 연속 공정으로서 원
료반입·처리부터 제품 생산·출하까지 필요한 여러 공정 또는 세부작업이 맞물려 있고, 일관제철시스템을
포함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rem, 제조실행시스템) 등에 따라 원청 근로자들과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내용’이 구조적·기능적으로 연동 내지 연계되어 있으며, 원청 근로자들과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이 전체적인 시설관리권을 보유·행사하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부분적이라도 복잡·다
24) 금속노조가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한 5개 세부 의제는 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원청과 동일한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③ 유해·위험 작업 외주화 금지, ④ 현장 내 휴게공간
확보 및 필요용품(정수기, 냉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설치, ⑤ 작업성 질병 판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대책 수립 및 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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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산업재해 위험원에 함께 노출될 수 있는 공통의 ‘작업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사용
자가 현대제철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일정한 지배·결정력을 보유·행사
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일정 부분 보유·행사하는 원청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하청 근로자
뿐만 아니라 원청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노조의 관련 단체교섭 요구에 사내하청 협력업체 사
용자와 함께 응함으로써 노사 공동으로 원·하청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노동조건을 더불어 개선
할 필요성과 타당성도 크다”는 점도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나.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중노위는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4가지 교섭의제 중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
용자가 이 사건 노조의 2021년 7월 9일자 교섭요구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를 표상한다 볼 수 있으므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성을 긍
정했다.
한편,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의 장소적 범위인 교섭단위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과 같이 사내하청 근로자
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사내하청 사용자뿐만 아니라 원청 사용자까지 확대되더라도
단체교섭 대상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임에는 변화가 없으며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기
반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 교섭단위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하청 사업’으로 그대
로 유지된다. 따라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가입 내지 조직한 노동조합이 ‘하청 사업’이라는 교섭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노조법에서 요구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충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그 범위를 하청 사업으로 국한했다.
3. 현대중공업 판결과 현대제철 중노위 판정에 관한 평가
(1) 현대중공업 판결에 관한 평가
가.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시 근로계약관계 존재 필요성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 판단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
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의 문언에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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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 헌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25) 실질에 있어서도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범적 부분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보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근
로자 개념은 통일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긍정되어야 한다는 점은26)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면, 대상 판결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는 개별 근로계약관계의 존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우리 헌법의 규정 및 협약자치의 본질과도 일치하는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종전의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27)를 재확인 한 것이기도 하다.28)
일부 대법원 판결29)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정30)을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각각의 법률이 적용되는 주체와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가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묻지 않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해 나가는 협약자치
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리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대법
원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적 법리를 재확인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문제를 종결시켜야
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 인정시 실질적 지배력 기준 채택
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판단의 경우와는 달리, 부당노동행위 금지명령의 수
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그 침
해를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관점에서 노동3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드시 명시적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25) 김영문, ‘원청의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22, 98
쪽;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1040쪽..
26)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1046쪽; 김희성,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
으로서 사용자 여부와 대체근로’, ｢법학연구(제67집)｣, 2021, 76쪽 이하; 박지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개념
의 해석’, ｢법학연구(제67집)｣, 2021, 47쪽 등.
27) 대법원 1970. 7. 21.ﾠ선고ﾠ69누152 판결; 대법원 1992. 5. 26.ﾠ선고ﾠ90누9438ﾠ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ﾠ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
다39136ﾠ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등.
28)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1040쪽; 김영문, ‘원청의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한국고용노사
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1쪽 이하는 일부 예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입장은 “근로관계필요설”이라
고 보고 있다.
2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1260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30) 중노위 2021. 6. 2. 결정 2021부노14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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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적인 지배·개입행위라는 사실행위로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자'의 개념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실질적 지배력설이 당초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판단기준31)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로서의 사용자의 관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이 일
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CJ대한통운 사건32)에서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이 일치한다는 태도를 취한 바 있으며, 학계에서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은 근로계약과 일정한 접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접점이 없는 경우도 당연히 포섭할
수밖에 없고, 노조법은 근로계약 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협약의 효력도 포섭하고 있다”고 부당노
동행위를 통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당사자와 일치할 수 있
다는 견해33)가 주장되기도 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현대제철 중노위 판정에 관한 평가
현대제철 사건에 대한 중노위 판정의 문제점은, 법리 구성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현행 노조법 규정과 모순된다는 점, 실질적 지배력설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 주체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혼
동하고 있다는 점, 노조법 제29조의2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 등 크게 다섯 가지 문제점
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가. 법리 구성의 체계성 상실과 사실관계의 판단의 오류
중노위는 현대제철 사용자 측이 현대제철지회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 지배력 이외에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노무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고 설시하고, 실제로
“일관제철시스템을 포함한 MES 시스템” 등을 근거로 “원청 근로자들과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31) 김영문, ‘원청의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22,
117쪽 이하;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1477쪽; 박종희, ｢비정규·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68쪽.
32) 중노위 2021. 6. 2. 결정 2021부노14 판정.
33) 이승욱, ‘중노위 판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원하청관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021년, 단체교섭｣, 서울대 법학연구소·
서울대 노동법연구회·한국노동법학회 2021년 가을 공동학술대회, 2021,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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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이 구조적·기능적으로 연동 내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중간생략) 맥시
모 프로그램을 비롯한 MES에 입력하면,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원청의 작업의뢰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구
속되어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고, (중간생략) ③ 일부 공정에서는 MES 뿐만 아니라 무전기나 전광판, 전
화, 무선,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구속력 있
는 지시를 세부적으로 내리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등 사내하청 근로자로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수행하는 ‘작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MES와 여타 방식에 의해 원청인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실질적이고
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주지하듯이 대법원이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기 위하여 세운 기준 중 하청근로자의 원청 사업장으로의 편입
여부는 근로자파견관계의 핵심적인 징표이다. 즉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생산공정에 실질
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동안 대법원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와의 사이에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핵심적인 판단요소로 제시해온 사항이다.34)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지위에 관한 판단기준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 중노위 판정
은 단체교섭 당사자성 인정에 관한 법리 구성의 체계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성 인정문제와 파견과 도급의 구별은 서로 존재의 평면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가지고 단체교섭의 당사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앞의 중노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원청의 작업의뢰 내용을 확인하
고 그에 구속되어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구
속력 있는 지시를 세부적으로 내리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등”이라는 언급은 사실상 대법원이 파견과 도급
을 구별하기 위하여 세운 기준 중 핵심인 원청의 지시권 행사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제3자가 당해 근로
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여부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중노위 판정의 언급대로라면 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인정여부가 아니라 불법파견 내지 파견과 도급의 판단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서의
오류를 더더욱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MES 등을 통해 내하

청 근로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세부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중노위의 판단은 MES 시
스템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MES는 도급업무를 발주하고 완료된 업
무를 검수하며 작업정보를 공유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가 기록ㆍ처
리하는 것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현대 제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채
택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다.35) 최근 자동차 작업공정, 구체적으로는 차
량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조립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공급하는 업무를 서열․불출 업무36)
3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102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21773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24394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9. 10. 선고 2018가
합56553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35) 이하 김희성, “철강산업에서의 전산(MES)시스템을 통한 작업수행과 원청(도급업체)의 지시권”, 『노동법논총』 제40집, 2017.8,
98쪽.
36) ‘서열’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팔레트, 조합박스)에 적입하는
작업으로, ‘불출(feeding)’은 이와 같이 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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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열모니터(서열지)가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열 작업자들은
아래 표와 같이 서열정보가 표시되는 서열모니터 또는 서열지를 보고 각 해당 정보에 따라 각종 부품을
팔레트 등에 적입하고, 불출 작업자들은 바코드리더기 등을 통해 적입된 부품이 서열정보와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생산라인에 불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
(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도급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사양이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 변동되는 혼류생산방식에 있어
특정 시기에 서열․불출의 대상이 되는 부품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고, 그 소요 시점만이 장래
에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도급계약의 목적 자체가 변동되는 사양에 맞춰 해당 부품을 적시에 지정된 장
소에 가져다 두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차량의 사양과 서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목
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완성차 제조 회사는 배달을 의뢰한 제품의 시간과 사용 순서를 정해 그 서열정보를 서열․불출업무를 담당
하는 1차 협력업체 및 부품제조업체, 통합물류업체 전달하여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정보는 2차 협력업
체와도 공유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서열 정보의 제공은 완성차 제조를 위한 공급망에 속해 있는 업체
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의 제공’으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ㆍ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37)은 전산(MES)시스템을
통한 작업수행이 사용사업주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포섭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다.38)
결론적으로 대상 중노위 판정은 단체교섭 당사자성 인정에 관한 법리 구성의 체계성을 상실하고 있고, 구
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도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현행 노조법 규정과의 모순
현행 노조법 제2조 제1항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의
개념에 대하여 직접 정의하지 않고, 단지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 유형
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만을 가지고 사용자의 정의를 확정할 수는 없다. 결
국 사용자의 의미는 일반적인 어법에 따른 사용례와 노조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해서 규
명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정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정의는 노조법 제2조
37) 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2008508,2020나2008515 병합판결.(서열 불출업무)
38) 더욱이 이 판결은“ 원고들은 서열정보가 바로 2차 협력업체로 전달된다는 점을 들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사이
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차 협력업체는 부품제조업체 내지 통합물류업체가 피고와의 계약을 이
행함에 있어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와 2차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살피기 전에
서열정보의 공유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위 원고들의 업무 수행만을 목적으로 2차
협력업체에 직접 서열 정보를 제공․전달하는 것이 아니며, 서열 정보는 피고로부터 부품 제조 및 조달을 도급받은 각 부품제조
업체, 통합물류업체 등 부품공급망에 속하는 업체들에 공유되고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부품공급망 내 정보 공유를 사용자 내지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명령으로 보고, 부품공급망을 단순히 위 지휘․명령을 전달하는 도구로 본다면, 피고 공장이 아니라 통합
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부품제조
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라
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파견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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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한
다. 이 정의 규정의 반대해석을 통해 사용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조법 제29조 이하에서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한인 단체교섭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노조법 제37조 이
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고, 노조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
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주
체로서의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조항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인식해야만 노조법이
전제하는 사용자의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사용자 개념은 노
조법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동일한 의미로 관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개념 해석 및 적용 방법이 판덱텐 시스템으로 구성된 우리 노조법의 체계와 논리적 구조에 부합하는 해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제도들의 취지가 각 제도의 합목적적인 관점
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고, 특히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집단적 자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이 아니
라 이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는 노조법 전체의 유기적 일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노동3권 보장 질서를 유지함에 적합한 한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획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9)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의 사용자 개념을 달리 이해하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이외의 영역, 특히 단체교섭 당사자 문제는 단체협약 체결이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와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 일체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이들 각 분야에 있어서 사용자는 동일한 목
적과 취지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40) 결국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해 확정된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41)
노조법에 존재하는 사용자 관련 조항들과 노조법 전체의 체계를 고려하여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윤곽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개념적 표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
을 지급하는 자여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이다. 여기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
라는 의미는 근로조건의 합의, 이행의 주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적 요소가 된다.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로 행동하는 자이어야 한다.42) 셋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유지, 관
리,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 개념적 표지들에는 경제적 종속성 표지와 인적
종속성 표지가 혼재되어 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을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이와 같
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 사건에서 중노위도 인정한 바와 같이, 현대제철 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39)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1476쪽 이하; 박종희, ｢비정규·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71쪽 이하.
40) 박종희, ｢비정규·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71쪽.
41) 같은 취지: 김희성,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사용자인가?’, ｢노동법포럼(제34호)｣, 2021, 57쪽.
42)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10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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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판정에서 중노위가 현대제철 사용자 측의 단체교
섭 의무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까지 나아간 것은 현행 노조법의 규정의 해석에
저촉되는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단체교섭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
적으로 형성 ·변경할 수 있는 기능과 가능성을 본질로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관계
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현대중공업 사건에서의 울산지방법원과 부
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우리 노조법의 해석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의 문제점
현대제철 판정에서 중노위는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라 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권한과 책
임의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고”라고 하여 실질적 지
배력설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지배력설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아사히방송 사건에서 원형을 찾
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지배력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43)
가장 큰 문제점은, 단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정
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같은 사안을 두고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적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판단이 명확하지 못
하여 책임소재를 제한 없이 확장할 우려가 있다.44) 따라서,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의 합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이 견해를 취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여부 판단이 매우 불명확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45) 더욱이 당사자의 의사 내지 객관적인 요건을 무시하고 단지 사실관계인 ‘실질적
지배력’만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당사자에게 단체교섭의 상대방이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로서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46) 실질적 지배력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조
건에 대한 지배력 또는 영향력은 기업간 경제력과 시장지배력의 결과이지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의 권한
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별 사안별로 제3자의 지배력 유무가 일관성 없이 판단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47) 현대제철 사건에서 중노위는
철강 제조공정이 연속 공정으로서 여러 공정 또는 세부작업이 맞물려 있다는 형식적 인식과 MES 시스템
의 기능에 대한 오해를 근거로 원청 사용자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실개념에 기대어 당사자
43) 실질적 지배력설의 문제점과 비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희성,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사용자인
가?’, ｢노동법포럼(제34호)｣, 2021, 72-74쪽 참고.
44) 박종희, ｢비정규·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68쪽.
45) 김영문,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법문사, 2010, 305쪽 이하.
46) 자세한 설명은 김희성,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사회법연구(제43호)｣, 2021, 214쪽 참
조.
47) 박지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개념’, ｢노동법논총(제51집)｣, 2021,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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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법적 권리·의무의 존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실질적 지배력설은 우리 노조법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
로 사용자를 확정하기에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너무 분명하게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아사히 방송사건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기
초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노조법과는 다른 일본 노동조합법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48) 일본 노동조합법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자 개념에 관한 정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
며,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차이를 무시하고 일본에서 형성된 실질적 지배력설을 곧바로 우리 노조법의 해석과 적용에 원용하는 것은
우리 노조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중대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
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체계상 의무 부담 주체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혼동
중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는 사내하청 사용자와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
서 이 사건 사용자는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
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금속노조가 현대제철 측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한정해서 원청인 현대제철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가 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산업
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률들이 원청 사용자에게 제3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
업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부과한 것49)은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지위를 의제하거나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다. 원청사업주 등이 제3자인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 작업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사내하
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을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
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그리고 원청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뿐이므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중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
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쟁점사항들로부터 산업안전보건 의제를
따로 분리해서 사용자성과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수사학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내하청 사용자와 원청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중첩적으로 지배·
48) 박종희, ｢비정규·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68쪽; 우희
숙, ‘부당노동행위 형사책임 주체로서 사업주의 의미’, ｢외법논집(제41권 제2호)｣, 2017, 261쪽.
49)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이하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조항,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
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150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 제조업부문의 원하청관계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사용자 개념을 인정한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다음 항목
에서 상술한다.
마. 공동사용자 개념의 문제점
원청회사와 사내하청업체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의미는 이른바 ‘공동사용
자’ 개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실질적 지배력설도 지배력을 다수의 사용자가 중첩적으로
미치게 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공동사용자 개념과 일정한 접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에서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하여 미국식 공동사용자 법리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5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를 잘 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주장이
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공동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직접적이
고 즉각적인 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51) 단순히 어떤 근로자가 노동력 이용 기업(사용사업체,
원청회사)에 경제적으로 의존 또는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노동력 이용 기업(사용사업체, 원청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원청회사의 작업지시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배 내지 통제권이 계약상 명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즉각적 혹은 현실적(direct and
immediate)인 지배력 행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동사용자 지위는 부정되고 있다. 미국 연방노동위
원회는 노동력 이용 기업이 채용, 해고, 징계, 감독 및 지시와 같은 근로자의 고용의 핵심(필수) 조건을 실
제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종래의 대법원 판례가 명시
하고 있는 묵시적 근로계약법리와 다를 바 없다. 그 외에도 우리 노조법에서는 미국식 공동사용자 개념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중노위 판정이 언급한 바와 같은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의
미의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미치는 사용자가 복수인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지배력설에 대해 제기되는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등의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 법원
도 공동사용자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동사용자 법리는 “둘 이상의 사업체가 모두 사용자들이면서(근로자의
노무수행을 통제·지배할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한다) 핵심적인 고용조건을 규율하는 사항들(채용, 해고, 징
계, 감독, 지시와 같은 고용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용
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이론으로, 주로 복수의 사용자 중 단체교섭 대상의 획정이
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우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은 ‘사용자’와 의미가 다르거나 요건이 완화된 ‘공동사용자’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고, 대법
원 판례 역시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같이 단일한 사업체 내의 구성원들을 ‘공동사용자’로 취급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

50) 김홍영 외, ｢노동분쟁에서 당사자 적격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0 등.
51) 공동사용자 법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제점은 김희성,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사
회법연구(제43호)｣, 2021, 21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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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우리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사용자’ 모두가 ‘사용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국한될 것이다”라고 하여 공동사용자 법리가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52)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세 건의 공동사용자성 부정 판결 중 두 건인 현대자동차 카마스터 사건이 대법
원에 상고됐는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추인했다.53) 따라서 노
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검토함에 있어서 공동사용자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고 정리해
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중노위가 사내하청업체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하면서 ‘산업안전보
건’ 의제에 관하여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판단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며, 그마저도 우리 법원은 공동
사용자 법리의 적용이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바. 노조법 제29조의2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에 위배
중노위는, 금속노조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현대제철 사용자
측이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 노조법 제29조의2 이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위반인 동시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법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
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의3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교섭단위 결정의 기본 단위
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을 결정하는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준수되어야 한
다. 그렇다면, 원청 사용자에게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요구를 인정
한다면 교섭단위는 사내하청업체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원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54) 만약 원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원청회사 소속 노동조합과 함께 교섭창
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원청회사 소속 노동조합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이 확인된다면,
52) 서울고등법원 2021. 4. 13. 선고 2020나2024456 판결(기아자동차 카마스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
2012033 판결(현대자동차 카마스터 사건 A);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005790 판결(현대자동차 카마스터 사건
B) 등.
5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원심 :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012033 판결(현대자동차 카
마스터 사건 A));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102 판결(원심 :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005790 판
결(현대자동차 카마스터 사건 B))로 정당성이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13. 선고 2020나2024456 판결(기아자동차 카
마스터 사건)은 상고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됐다.
54) 자세한 설명은 김희성,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사용자인가?’, ｢노동법포럼(제34호)｣, 2021, 8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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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직접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사내하청
업체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원청회사 소속 노동조합과 창구단일화를 할 이유
가 없다고 볼 것이다.
노조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을 전제하며, 법인을 단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상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고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을 단위로 한다. 조합원의 소속
을 기준으로는 조합원인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인 사용자가 관리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비록 원청의 사업장 내에 사업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내하청업체가 정당하게 점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영역을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된
다고 판단하면, 사내하청업체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넘어서는, 즉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는 교섭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되어 현행 노조법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중노위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을 주장하는 금속노조와 원
청인 현대제철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조법상 설정된 교섭단위의 범위를 일탈했고, 나아가 원청회사
직접고용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창구단일화를 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까지 내렸다. 원청과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여 교섭단위를 확대했다면 마땅히 원청회사 노동조합과 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이 논
리적이지만, 중노위 판정은 교섭단위 설정과 관련해서도 위법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논리적으로도 모순되
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문제점은 그뿐만이 아니다. 비록 의제적이기는 하지만, 현대제철 사용자 측이 현대제철지회 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대제철지회는 앞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의 규정에 반한다. 현대제철 사용자가 사내하청업
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현대제철지회가 단체교섭에 참여하기 위
해서는, 2020년 현대제철 직접고용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들과 현대제철 사용자 측이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동조합을 확정할 때 참여신청을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지회는 당시
에 이미 설립이 완료되어 있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향후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과 문제점은 노동위원회 심판회의 과정에서 현대제철 사용자 측도 충분
히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중첩하는
창구단일화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노조법의 창구단일과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정을 내렸다.
4. 소결
현대중공업 사건과 현대제철 사건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원청회사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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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된 쟁점은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 창구 단
일화를 위한 교섭단위 확정의 문제, 산업안전보건 관련 쟁점의 존재 여부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현대제철 사건을 심리한 중노위
의 판단은 결론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원청업체가 제3자로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실적인 지배·개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포함한 집단적 노동관계 일반에 있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노위는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한 원
청 사용자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 원청 사용자에게 단
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어떠한 요건을
기초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정립되었던 판단기준에 이견이 제기된 상황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이견을 제시한 현대제철 사건에서의 중노위 판정이 이
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결론
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양한 판단의 오류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실질적 지배력설
이 가지고 있는 판단기준으로서의 본질적인 문제점도 중노위가 잘못된 판정을 내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노조법의 해석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해석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
려 한다.

Ⅲ.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결정의 기준

1.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결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우리 노조법이
구체화하고 있는 단체교섭제도의 틀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의 요구이
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이자 이행의무자이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자
라고 보아야 한다.55) 단체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규범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56), 단체교
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로 확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적어도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
다.57) 다시 부연하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
55) 박지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개념”, ｢노동법논총(제51집)｣, 2021, 141쪽.
56)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1245쪽.
57) 김희성,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사회법연구(제43호)｣, 2021, 2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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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용자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회사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는 자인지의 여부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노조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
해 도출되는 표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판단표지들을 살펴보려 한다.
2. 구체적인 판단기준
(1)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합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우리 노조법체계에서 단체교섭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형성·변경할 수
있는 기능과 가능성을 본질로 한다.58) 즉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변경하는 기능을 지향한다. 특정 사용자
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가 그 사용자에게 자신의 근로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정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단체협약 상의 근로조건 조항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59) 따라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하
고 있는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는 주체이어야 한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10항이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지 확인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도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있는 조합원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는 사실을 우리 입
법자도 예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노조법 제41조 제1항 2문이 쟁의행
위 찬반투표 시 조합원수 산정에서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때에 전체 조합원 수가 아닌 재직 중인 종사조합원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2020년 12
월 9일에 개정된 노조법60)이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단서를 삭제한 결과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 이른바 비종사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는 견해가 있으
나, 그러한 해석론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별 노동조합이 비종사조합원을 위해 해당 기업의 사용
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역시 노조법 제29조의2 제10항에서 확
인할 수 있다.

58) 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59)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1039쪽. 같은 책 1120쪽은 이와 같은 논리를 더욱 엄격하게 견지하여, 사용자와 근
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60) 법률 제17864호, 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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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의 지급 주체로서의 사용자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제2조 제1호의 해석상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임금･급
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다.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에 도급료를 지급하고, 원청 사용자가 사내하청업체에
지급한 도급료는 사내하청업체가 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러
한 관계를 토대로 원청 사용자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라고 인식할 수는 없다.
원청 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에 대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일 뿐이다. 사내하청업
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내하청업체 사
용자이다. 사내하청업체 사용자가 원청 사용자에게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의 지급을 직접 요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원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내하청업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원청 사용자와 사내하청업체 사용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에만 허용
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개념 정의를 다른 조항의 해석을 통해 도출해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를 정의하는 노조법 제2조 제2호가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사용자의 유형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3)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근로계약상의 의무 이외에 노조법이 예정하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
는 주체를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상세히 설명한 대로, 근로계약관계에
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어야 한다는 점은 전제되어 있다.
노조법 제29조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와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수인하고 대체근로
자를 투입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다. 제24조 이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
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노조법 제81
조는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을 이행해
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노조법의 각 규정들을 통해 우
리 노조법이 지향하는 단체교섭질서 하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다양한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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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 규정된 다양한 사용자의 의무 중 특정한 일부만을 부담하는 자나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그러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뿐인 사람은 그를 노조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특별한 의무 부과 규정에 따라 특정 의무를 이행할 뿐인 원청 사용자를 단체교섭
의 상대방인 사용자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현대제철 사건에서 중노위는 안전보건관련 의
제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를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규정하는 사용자로서
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단지 안전보건 관련 교섭의제에 국한해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된다
는 결론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직업으로서의 일을 부여하고 그 수행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정의하면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고 규정한다. 즉 종류는
불문하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와 같이 일
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일을 부여하고 그 일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주
체이어야 한다. 사용자로서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상당부분 인적종속성 표지에 대한 검토
를 통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보론 : ILO 핵심협약 발효 이후 국내 노조법 적용의 원칙

우리나라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등 3개
협약을 비준했고, 그 협약들은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에 어울리는 모범을 보인다는 측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법 정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
루지 못한 채 졸속으로 법개정과 비준이 진행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서
두른 법개정과 비준으로 인해 국내법인 노조법과 ILO 핵심협약의 국내 적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난제가 남아있다. 그중 원청 사용자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
섭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국내 노조법과 ILO 핵심협약의 저촉(抵觸) 문
제이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노조법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의 결과는 단체교섭 요구의 상
대방인 사용자, 즉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하려면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합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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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 지급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하며,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
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유지,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사용
자여야 하고, 단체교섭 절차 참여 및 이행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중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의 이른바 기본취지를 근거로 국내 노조법의 해석과 관계없
이 원청 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국내 노조법 규정과 ILO 핵심협약의 충돌 내지 저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의 기본취지는 협약 문구 자체에서 도출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나 기준적용위원회(Committee of Application of Standards),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 등의 결
정이나 권고를 통해서 ILO 핵심협약의 기본취지가 확인된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법과 ILO 핵심협약의 효력상 계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하
지만, 아직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석상의 원칙은 제시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
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성문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61)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ILO 핵심협약 중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이 발효되었으므로, 노사관계에
서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노조법뿐만 아니라 핵심
협약도 ‘법률’로서 적용되고 있다. 하나의 사건에 동등한 효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법률이 적용되는 상황
이 발생하면, 적용이 예정된 법률 중에서 대상 사건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이른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이나 법률을 가릴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가장 최근에 만들
어진 조항이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흔히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법해석의 일반원칙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은 모두 실효적
이지 않으며, 결국 법원 등이 관련 법률을 해석할 때 ‘협약합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견해62)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법원에 해석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법관에게 매우 폭넓은 법률해석의 재량권이 부
여되는 결과가 되어 법관의 법형성권 내지 보충입법권이 창설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노동법 영역에
서 최근 법원의 판결들은 합헌적인 법령과 제도에 의한 질서를 무시한 채 법관 자신만의 정의를 일방적으
로 선언하고 다른 국가기관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여, 사법권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입법권을 행사

61)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결정(마라케쉬협정을 적용하여 관세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
지 않는다고 본 결정).
62) 남궁준,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발효의 문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56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22,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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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까지 이르고 있다(최근 전교조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63)이나 CJ대한통운 판정64) 등이 대표적인 예).
법관의 법형성은 모순 또는 흠결된 법규정이 있을 때에만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고 있는바 자칫 법원에 ‘협약합치적 해석’을 맡기자고 하는 것은 사법이 입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해 주
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조법과 ILO 핵심협약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
다. 노조법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ILO 핵심협약은 포괄·추상적인 문구로 작성되
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노조법의 해당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65)

ILO 핵심협

약 규정의 추상성으로 인해 ILO 핵심협약 내의 특정 항목의 문구가 노조법 규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는 발생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ILO 제98호 협약 제4조는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
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
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 ·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노조법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30조(교섭등의 원
칙) 등으로 구체화하여 여러 조문에 나누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해야 할 점은 양자의 규정 내용 사이에 일부 저촉이 발생하는 경우, 노조법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
을 미치게 될 ILO 핵심협약의 기본취지가 뚜렷한 해석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확대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ILO 핵심협약도 국내에 적용될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
재판소도 조약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헌법 합치적 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다.66)
우리는 앞에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명
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의 기본취지를 명목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가 무분별하
게 주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ILO도 핵심협약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회원국의 고유
의 국내법 체계를 존중하고 있다. 다만, ILO 핵심협약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노사단체의 적극적인 외교적 활동이 요구된다. ILO에 대하여 우
리나라 노사관계와 법·제도의 내용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향후 ILO 스스로도 협약들을 한
국의 법제도 및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63) 대법원(전합)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64) 중노위 2021. 6. 2. 결정 중앙2021부노14 판정.
65) 같은 취지 이정현,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발효의 문제 토론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56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22.
66)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마1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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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건과 중노위에서 판정을 내린 현대제철 사건은 모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원청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청회사
사용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했지만, 중노위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고 원청회사와
사내하청업체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논리로 원청회사
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앞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와 같이, 실질적 지배력설은 개념이 지나치
게 모호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판단이 명확하지 못하여 사용자 지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적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
손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현대제철 사건에서 중노위는 제조공정과 MES 시스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실질
적 지배력을 그릇되게 판단했다는 점을 앞에서 자세히 논증했다.

그리고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노조법의 해석에 가
장 부합하면서도 해석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자 했다. 판단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조
건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는 근로계약 체
결 및 근로조건 합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의 지급 주체
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직업으로서의 일을 부여하고 그 수행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등 4가
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로 인정될 수 있다. 이상의 기준은 우리 현행 노조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사항이다.
한편, 2022년에 ILO 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ILO 핵심협약의 ‘기본취지’를 명목으로 우리 노조법상 사
용자 개념의 해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의 기본취지가 협약의 문구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확대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기초로 노조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우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논란과 중노위 판정의 혼란상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종래 학설
과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온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
본 원칙과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그와 같은 논란을 정리하고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판단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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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구조와 기준
오 상 호
창원대 법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조직 개관
Ⅲ.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법 인적 적용 구조
Ⅳ. 오스트리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Ⅴ. 결론
Ⅰ. 서론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를 시작으로 2020년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
맵(12월)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다.1) 방향은 단순하다. 고용보험
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상의 지위를 특례 방식으로
인정해 패러다임 전환을 현실화하였고, 현재 추가적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남은 과제는 2가지이다.
하나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추가될만한 그 밖의 인적 대상를 결정하는 문제와 자영업자의 적용대상과 가입방
식이다. 현재 자영업자와 기타 노무제공자의 경우 임의가입의 방식으로 적용관계는 성립 가능하다. 이 중 후자와 관
련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여, 관
련 연구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11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2022년 3월 25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 제안서2)를 제출하였으며, 적용확대의 원칙이 의무가입이므로 향후 추진과 시행에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순수한 의미의 자영업자와 사업주 특정이 비교적 용이한 기타 특고 직종과 사업주 특정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 종사
자 등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관련해 비교법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있
다. 바로 오스트리아다. 물론 오스트리아도 독일식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적용기준은 임의가입
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기타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인적 집단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을 인
정해오고 있으며, 이들을 자유 노무제공자라고 칭한다. 반면에 순수한 의미의 진정 자영업자는 독일과 같이 임의가
입이 원칙이다. 이하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구조와 기준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특
징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본다.
Ⅱ.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조직 개관
1. 의의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보험 적용구조와 기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를 간
1)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 관계부처 합동,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12.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전문가위원 제안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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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히 살펴보아야 한다.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독특한 입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연금과
건강 그리고 재해보험제도는 일반 사회보험법이라는 단일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고용보험제도만 고용보험법이라는
독자법이 존재해 이원화된 입법체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의 법적 구분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사회보험 가입조건을 경제활동과 연결하며, 해당 법률에 규정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게 된다. 현재 경제활동 종사자는 크게 근로자, 자영업자, 자유직업 종
사자, 공무원, 농민으로 구분되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법의 구조도 근로자 중심의 일반 사회보험법과 자영업자를 비
롯한 기타 경제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 사회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먼저 근로자 중심의 일반 사회보험법(ASVG)3)은 근로자와 자유 노무제공자(유사 근로자), 비 근로자로서 학생 등을
인적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단, 이 법이 관할하는 사회보험제도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3개 보험(건강보험, 연
금보험, 재해보험)으로 제한되며,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법을 통해 규율된다. 다음으로 특수 사회보험법으로 4가지
법률이 존재한다. ① 공무원 건강 및 재해보험법(B-KUVG)4)은 연방, 주, 게마인데 등의 공법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등을 인적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건강보험과 재해보험만을 적용할 뿐 연금보험을 보장하
지는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② 상업 사회보험법(GSVG)5)은 경제회의소 또는 상공회의소(Wirtschaftskammer) 회
원으로서 자영업자와 신 자영업자를 보험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제도만 적
용할 뿐 재해보험은 일반 사회보험법(ASVG)에 따른다. ③ 농업 사회보험법(BSVG)6)은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농업
이나 임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며, 건강, 연금 그리고 재해보험이 모두 의무보험으로서 보장된다. 마지막으
로 ④ 자유직업 종사자 사회보험법(FSVG)7)은 자영업자 사회보험법의 의무적용 면제신청을 한 자유직업 종사자들이
가입하는 사회보험법으로 해당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법의 내용은 상업 사회보험법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5개 사회보험제도의 체계를 살펴본 결과 고용형태나 업종에 따라 사회보험제도가 구분되는 점, 특수
사회보험법 중 일부는 연금과 건강보험만 보장하는 반면 일부는 재해보험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만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고 있어 우리와 같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개별 사회보험법은 고용보험법이 유일하다는 점 등이 특징
적인 요소이며, 후술하겠지만 고용보험제도를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제도는 자영업자도 의무가입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연금이나 건강 그리고 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포함된다.
3.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 운영 조직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사회보험제도의 법적 구분과 함께 사회보험제도 운영
기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4)
5)
6)
7)

BGBl.
BGBl.
BGBl.
BGBl.
BGBl.

164

Nr.
Nr.
Nr.
Nr.
Nr.

189/1955(Allgemeine Sozialversicherungsgesetz: ASVG)
200/1967(Beamten Kranken- und Unfallversicherungsgesetz: B-KUVG)
560/1978(Gewerbliches Sozialversicherungsgesetz: GSVG)
559/1978(Bauern-Sozialversicherungsgesetz: BSVG)
624/1978(Freiberuflichen-Sozialversicherungsgesetz: F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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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bisher) 사회보험 운영기관 연맹 (Hauptverband)(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금보험

건강보험
9개 지역 질병금고

연금보험공단(PVA)

재해보험
일반 재해보험공단(AUVA)

5개 직장 질병금고
자영업자 사회보험공단(SVA)
농민 사회보험공단(SVB)

철도 및 광산 근로자 사회보험공단(VAEB)
공증인 (연금)보험공단(PVA)

공공부문 종사자(공무원+근로자) 보험공단(BVA)

오스트리아 사회보험 운영기관은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건강금고(Kasse)를 제외하고 모두 공단(Anstalt)의 형태로 조
직된 자치행정기구이다. 이러한 공단 내지 금고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법상의 법인으로 특수한 공공행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이 모여진 일종의 공공기관이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업
무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최고 집행조직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가 사회보험 영
역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기구는 해당 행정업무를 정부가 아닌 공법상 법인에 의해 수행되며 정부
의 지시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직의 설립은 연방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해당 법률
에 의해 공단의 기관으로 총회, 이사회 그리고 감사회로 구성된다.8)
위 그림과 같이 3가지 사회보험에 대해 개별 전문 보험운영기관이 존재하며 자영업자 사회보험공단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만을 관할하고, 농민과 철도 및 광산 근로자 사회보험공단은 3가지 사회보험을 전부 운영하기도 하며 공공
부문 종사자 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재해보험만을 보장하고 있는 등 총 21개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복잡하게 구성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험

운영기관의

Organisationsgesetz)9)에

조직

체계는

2018년

12월

13일

사회보험-조직법(Sozialversicherungs

-

따라 설립된 국가위원회(Nationalrat)가 기존(bisher)의 복잡한 조직을 현재(neu)와 같은

구조로 전면 개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사회보험기관의 새로운 조직 구조가 오스트리
아에서 시행되게 된다.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행정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조치는 사회보험기관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가장 큰 규모의 사회보장 개혁 조치로 평가된다.10)
현재(neu) 사회보험 운영기관 연맹 (Dachverband)(2020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공공부문 종사자(BVA)와 철도 및 광산 근로자 (VAEB)
오스트리아 건강금고(ÖGK) ○ ●*
보험공단(BVAEB) ○ ● ◎
자영업자(SVA) 및 농민(SVB) 사회보험 공단(SVS) ○
연금보험 공단(PVA) ◎
● ◎
일반 재해보험공단(AUVA) ●
위 그림에 따르면, 5개 보험운영기관은 사회보험제도 전부를 관장하기도 하며 일부만 전담하는 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오스트리아 통합 건강보험조직인 건강금고(ÖGK)은 건강보험을 운영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하면 처음 4주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며 처음부터 재해보험 직영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4주 요양
비를 건강금고가 재해보험공단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금고의 관할권이 재해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https://de.wikipedia.org/wiki/Hauptverband_der_%C3%B6sterreichischen_Sozialversicherungstr%C3%A4ger
9) BGBl. I Nr. 100/2018.
10) https://de.wikipedia.org/wiki/Dachverband_der_Sozialversicherungstr%C3%A4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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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직접적인 기관은 BVAEB, SVS 그리고 AUVA이므로, 오스트리아 공적 재해보험제도
는 3개의 별도 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조직 개편 이전에 AUVA는 일반 근로자(진정 노무제공
자), 자유 노무제공자와 비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피보험자로 정해 보험보호를 시행하였으나, 자영업자 사회보험
공단과 농민 사회보험 공단이 통합공단(SVS)으로 개편되면서 더 이상 AUVA는 자영업자의 재해보험을 담당하지 않
고 SVS가 자영업자와 농민의 재해보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끝으로 BVAEB는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공무원과 근
로자 그리고 철도 및 광산 근로자의 질병, 재해 및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별도로 보호하는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마지막으로 SVS는 자영업자, 신 자영업자, 자유직업 종사자 및 농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을 모
두 관할하고 있으며, 후술하게 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사업 등 보상사무를 제외한 적용 및
징수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4. 오스트리아 고용보험제도 운영 조직상의 특징
오스트리아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 4개의 기둥의 일부이지만 타 분야 사회보험과 비교해 매우 특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와 자유 노무제공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일반법인 ‘일반 사회보험법’
의 구조에 고용보험만 제외되어 있으며, 운영조직과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기구로서의 개별 사회보험공단에 의하여 운
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사회, 보건, 양호 및 소비자보호부(이하 ‘연방사회부’라 함)가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직
접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급여는 AMS(노동시장서비스)라는 기관에서 수행하는데, 노동시장서비스법(AMS
G)11)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연방의 노동시장정책의 실행은 AMS의 책임이며, AMS는 독자적 공법상 법인격을 가
진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AMS는 연방정부가 일정한 지분을 보유한 특수한 형태의 유한회사
(GmbH)로 조직된 공법상 법인이다. AMS는 고용보험급여 사무만을 담당하며 보험적용(Feststellung) 및 보험료 사
무에 대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의무가입의 경우는 ÖGK(건강보험금고)에서 임의가입의 경우 SVS(자영업자 및 농
민 사회보험공단)가 담당하고 있다.12)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의무가입자인 자유 노무제공자의 보험가입 신고 및 보험
료 징수(Inhebung)와 납부(Abfuhr) 등의 사무는 관할 건강보험금고에 임의가입자인 자영업자는 SVS에서 수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구분으로 인해 사회보험운영 기관의 감독기관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오스트리아 연방사회부가 재해보
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관련 운영조직의 감독을 담당하는 반면에, 고용보험 운영기관인 AMS는 연방노동부의 감독
을

받는다.

연방노동부는

3개의

국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중

제2국이

노동감독국이며,

노동감독청

(Arbeitsinspektion)은 연방노동부의 하위 조직이며, 제3국인 노동시장국은 AMS와 IEF-Service GmbH라는 별도로
분리된 법인을 두고 있다.13)
Ⅲ.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법 인적 적용 구조
1. 의의
앞서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법은 일반법과 별도의 법인 고용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용보험제도
의 인적 적용 대상이나 보험 적용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사회보험제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일반 사회보험법’의 규
정이 준용되고 있다. 예컨대 일반 사회보험법상 강제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로서 자유 노무제공자 적용 기준을 고용보
험법이 준용하고 있어 고용보험법에서도 자유 노무제공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반면 진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
11) BGBl. Nr. 313/1994(Arbeitsmarktservicegesetz: AMSG)
12) 고용보험법 제3조 제7항 제1문.
13) https://www.bma.gv.at/Ministerium/Organis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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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이 별도의 기준인 임의가입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반 사회보험법과 달리 적용되는 이원적 적용 체계가 인적 적
용 구조에서도 형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일반 사회보험법상 인적 적용관계를 살펴보고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관
계와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2. 일반 사회보험법상 인적 적용범위의 기본적 구조
1) 개관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법은 근로자(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를 포함해 자유 노무제공자(제4조 제4항) 그리고 근로
자는 아니지만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8호 등), 연수생(제4조 제1항
제5호), 가내근로자(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4조 제4항의 자유 노무제공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제4조 제1항
제14호) 등을 기본 적용대상으로 하는 ① 일반(Allgemeinen) 사회보험법과 상공회의소 회원과 일반 자영업자를 적
용대상으로 하는 ② 상인(Gewerblich) 사회보험법과 신 자영업자 중 자영업자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③ 자
유직업 자영업자(Freiberuflich Selbständige) 사회보험법 그리고 ④ 농민(Bauern) 사회보험법 등으로 구분된다. 이
하에서는 이 연구가 자영업자에 관한 논의라는 측면에서 ④는 제외하며, ①은 2) 일반 당연적용에서 검토하며 ②와
③은 3) 특별 당연적용에서 구분해서 인적 적용범위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일반 당연적용
(1) 진정 노무제공자(Echte Dienstnehmer)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 법을 근거로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에 의무가입 되는 자
로서 1인 또는 수인의 노무수령자(Dienstgeber)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Dienstnehmer)”라고 정
의내리고 있다. 딘스트네머(Dienstnehmer)는 근로자(Arbeitnehmer) 개념과 구분되는 흔히 독일에서 ‘취업자’ 개념
에 해당한다. 일반 사회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이 의미하는 노무수령자는 취업(훈련)관계를 맺고 있는
노무제공자(훈련생)에게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Betrieb)을 수행하는 자”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관계
(Arbeitsverhältnis)’보다 넓은 ‘취업관계(Beschäftigungsverhältnis)’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딘스트네머는 근로자
보다 상위 개념인 노무제공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2항 제1문에서, “이 법상 노무제
공자는 인격적 그리고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소득(Entgelt)을 대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며, 이 경우 소득활동의 독
립적 수행과 관련한 자영업 지표보다 인격적, 경제적 종속성과 같은 고용 지표가 우세한 자도 노무제공자에 해당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실무에서 ASVG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활동과 GSVG에 따른 자영업자로서 활동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판례 법리를 입법으로 구체화 한 것이다.14) 따라서 노무제공자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닌
유형적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15) 다만,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2항이 의미하는 경제적 종속성은 임금종속성,
즉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득에 의존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경제적 종속성을 평
가할 때 소득활동 이외의 노무제공자의 재정상황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16)
한편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2항 제3문에서 “어떤 경우에도 1998년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과 관련된 제47조 제1
항에 따라 소득세 부과의무 대상자는 노무제공자로 간주한다”고 추가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제1문에 따
르면, “자연인으로서 근로자(Arbeitnehmer)는 종속노동에 의한 소득을 얻는 자”이며, 동항 제2문에서 “제25조의 의
14) OGH 5.5.1999, 9ObA10/99g; OLG Wien 24.3.2000, 9Ra292/99y; VwGH 24.10.1980, 2662/78; VwGH 19.5.1992,
87/08/0271; VwGH 16.5.2001, 96/08/0200; VwGH 15.10.2000, 200/08/0020.
15) 이 글에서는 후술할 자유 노무제공자와 구분하기 위해 소득을 목적으로 종속노동을 수행하는 노무제공자를 진정(Echt) 노무
제공자로 칭하도록 한다.
16) https://www.gesundheitskasse.at/cdscontent/?contentid=10007.819786&portal=oegkdg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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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근로소득(Arbeitslohn)을 지급하는 자가 사용자(Arbeitgeber)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고용관계(Dienstverhältnis)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 성립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노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시하에 있거나 사용자의 사업
조직에 편입되어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법상 진정 노무제공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17)
결국 실제 근로의 대가로서 소득이 없어도 노동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사회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피보험자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즉 소득에 대한
수급권 여부가 중요한 것임을 소득세법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18)
(2) 비 근로자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4호는 주식회사의 이사, 유한회사의 사원이면서 이사인 자, 종교단체 성
직자 및 유치원생에서 대학생 등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반 사회보험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대상들을 열거되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 또는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도 갖지 못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특별
히 보험보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3) 자유 노무제공자(Freier Dienstnehmer)
가) 개념
자유 노무제공자 개념은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4항 제1문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상 자유 고용계약(freier
Dienstvertrag)을 근거로 유기 또는 무기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는 (진정) 노무제공자와 동
일한 지위에 있다”고 규정해 진정 노무제공자 외에 자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동항
제2문에서 “그 노무는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적(persönlich)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자신의 생산수단(Betriebsmittel)을
사용하지 않는 활동으로 소득(Entgelt)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상의 지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
라서 자유 노무제공자는 기업의 조직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작업시간, 장소, 공정 등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 의존성
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자기 소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나) 고용상의 지위
고용형태와 구조가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1인 이상의 사용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
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영업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자유 노무
제공자를 사회보험법상 의무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게 되었다.19) 실제 자유 노무제공자는 인격적으로 종속되지 않거
나 제한되며 자유로운 노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 의미의 근로관계에 포섭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영업등록
증(상인)이나 특수한 직업상의 자격증(자유직업인)이 필요 없이 독립적 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로서
순수한 의미의 자영업자와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의 경계에 놓여 있는 자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유 노무제공
자의 사회보험법적 보호는 일반 도급계약에서와 같은 계약 당사자간 목적이 있는 채권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계속
적 채권관계에 해당하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이다.20)
17)
18)
19)
20)

Geiger,
Geiger,
BGBl. I
Ge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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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nstvertrag-Freier Dienstvertrag-Werkvertrag, 4. Aufl., Linde, 2018, 8.
Dienstvertrag-Freier Dienstvertrag-Werkvertrag, 4. Aufl., Linde, 2018, 7 f.
Nr. 101/2007.
Dienstvertrag-Freier Dienstvertrag-Werkvertrag, 4. Aufl., Linde, 2018, 18 f.

오스트리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구조와 기준

다) 진정 노무제공자와 자유 노무제공자의 차이
자유 고용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무제공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며, 이들을 전통적인 의미의 (진정) 노무
제공자와 구분하기 위해 ‘자유 노무제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는 인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생산수단이 아닌 사용자의 생산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념해야 할 점은 자유 노무제공자가 노동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을 통한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 청구권이나 특별수당(13번째 또는
14번째 임금) 등 노동법과 관련 보호 규정이 이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결국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4항의 자유 노무제공자는 이 법 제4조 제2항의 노무제공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
노무제공자와 다르며, 제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자유 노무제공자는 아니며 일반 자영업자에 해당되
므로 이들은 일반 사회보험법이 아닌 상업 사회보험법에 의해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나타난다. 후자와 관련한 구분은 후술하도록 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진정 노무제공자와 자유 노무제공자 그리고
신

자영업자와

자유

노무제공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

적용결정이

애매한

경우

보험귀속

(Versicherungszuordnung)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특히, 2017년 제정된 사회보험-귀속
법21)에 의거 건강보험금고와 SVS간에 상호통지의무 절차가 진행된다. 이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상호합의 형태로 절
차가 진행되고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예비조사(Vorabprüfung)가 포괄적으로 진행된다. 이 조사 후 건강보험금고에
서 공식적인 지위확인절차를 통해 보험관계를 결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해당 피보험자에게 이의제기 신청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22) 결국 오스트리에서 보험적용을 위한 지위확인절차는 건강보험금고를 통해 확정되나, 그 과정에서 보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사간 상호통지의무 절차를 예비점검 차원에서 수행된다.
3) 특별 당연적용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제도는 경제활동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및 특별 사회보험법을 근거로 다중 운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전 국민 적용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상업
사회보험법과 자유직업 사회보험법이 존재한다.
(1) 자영업자와 자유 노무제공자의 상위 개념으로서 자유협업자 개념
일반적으로 자유 고용계약은 진정한 고용계약에 따른 특성과 도급계약(Werkvertrag)에 따른 특성이 혼재된 계약
(Mischvertrag)으로 불리워진다.23) 자유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따라 주문을 독립적으로 일신전속적으로 수행하
므로 위탁자의 근로자가 되지 않는 독립적 노동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유협업자(Freie Mitarbeiter) 개념을 사용한
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 자유협업자는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일반 위탁계약을 기초로 영업
등록증(Gewerbeschein)을 가지고 독립적 활동을 수행하는 상인(Gewerblicher Erwerbstätiger)과 신 자영업자
(Neuer Selbständiger) 그리고 자유 직업인(Freiberufler)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유 고용계약을 근거로 독립적 활
동을 수행하는 자유 노무제공자로 구분된다.

21) BGBl. I Nr. 125/2017(Sozialversicherungs-Zuordnungsgesetz: SV-ZG)
22) 사회보험법 제412a조.
23) Sabara, Arbeitsrechltiche Aspekte des freien Dienstvertrages, ARD 6493/4/2016,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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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진정 노무제공자
자유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

자유직업인

신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유협업자
영리활동자

상인

(2) 자영업자의 유형
① 상인으로서 자영업자
순수한 의미의 자영업자는 상업 사회보험법의 의무 가입 대상자로서 전통적으로 경제회의소 회원으로 가입된 자를
의미하며, 자연인으로서 자영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 법의 의무 가입되는 것이다. 상업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상
인으로서 자영업적 활동은 상거래와 같은 자유 영업활동과 수공업이나 숙박업 등 규제 영업활동으로 구분되며 공통
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자격증도 요구된다.24)
② 신 자영업자25)
한편 상업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자영업으로 취득한 사업소득이 연방법으로서 소득세법상 사회
보험 의무가입 소득을 상회하는 경우 모든 자영업자는 상업 사회보험법에 의무 가입된다”고 하며 이러한 기준을 충
족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수행하는 자가 존재하며 이러한 집단이 신 자
영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22조에서 자영업 소득(사업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는 자유직업(프리
랜서) 활동으로 a) 과학, 예술, 문학 및 교육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b) 의사, 변호사, 경영 컨설턴트, 기자, 통역사 등
의 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c) 심리치료사 및 조산사로서 활동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예술인이 대표적인 신 자영
업자에 포함된다.
③ 자유직업인
다른 한편, 신 자영업자 가운데, 소속 업종별 대표단체가 제공하는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민간 건강보험이나 일반 사회보험에 따라 건강보험에 임의가입 된 경우 상업 사회보험법의 가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신 자영업자 중 상업 사회보험법의 적용 면제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자유 직업인으로 이들은

자유직업

사회보험법에 의무 가입할 수 있다. 단, 자유직업 사회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
으로서, 약사, 변리사, 회계사, 건축가 및 엔지니어, 의사나 치과의사, 언론인, 예술인, 변호사 등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Kammer)의 회원(Mitglieder)으로 소속이 가입조건이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세법 제22조 제
1호에 열거된 자유 직업인 중 특정 협회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는 자유 직업인이며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는
신 자영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요약
자영업자는 ⅰ) 영업활동 허가를 받아 경제회의소 회원인 자영업자(①)와 영업면허는 없으나 영업 활동의 결과 소득
세법(사회보험 의무가입 소득 상회)에 따라 자영업으로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자영업자 중 ⅱ) 법정 직업 이익대변단

24) 이경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2, 현안대응 이슈 페이퍼 2-③, 한국법제연구원, 2018, 10면.
25) 신 자영업자는 2022년 연간 총 소득이 5,830.2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을 위한 사회보험기관(SVS)에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기한은 작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이며, 만약 해당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의무보험에 소급적용될 경우
법률상 규정된 보험료에 추가하여 9.3%의 할증료(Zuschlag)를 소급하여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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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Interessenvertretung)에 소속되어 있는 자유직업인(③)과 ⅲ) 그러한 이익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신 자
영업자(②)로 대별할 수 있다.
(3) 자영업자와 자유 노무제공자의 구분
자유 노무제공자는 경제회의소의 회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상인과 구분되며,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자격증(변
호사나 의사 등)이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협회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직업인과 구분된다.
따라서 자유 노무제공자와 가장 유사한 사회보험법상 지위를 가진 적용 대상자로서 자영업자는 신 자영업자로 이해
하면 된다. 신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면허도 없고 경제회의소 회원도 아니며 법정 직업 이익대변단체로서 협회 소속
회원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자유 노무제공자가 위탁자의 사업 조직에
편입되지 않고, 인격적 종속성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있으며 지시도 받지 않고 개인적 행동에 대한 자유도 있지만,
사회보험법에서 자유 노무제공자의 개념 지표로서 일신전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사용자의 생산수단 활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유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생산수단(영업도구)인 사무기기, 컴퓨터, 차량이나 기계 장비 등을 사용하여 독
립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신 자영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예술인으로서 사회보험기금법 제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예술가는 자유 노무제공자로서 지위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6)
4) 임의적용
오스트리아 일반 사회보험법 제19조에 따르면, 일반 사회보험법과 농민 사회보험법에 따른 임의가입은 기존에 보험
의무 가입이 성립되지 않은 국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의 그의 친족을 대상으로 함을 정하고 있다.
5) 적용제외
근로자이지만

사회보험의무

가입소득

미만인

자(2022년

기준

월

485,85유로),

즉

경미취업자(Geringfügig

Beschäftigte)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의무는 없고 재해보험에만 가입될 수 있다. 이들에게 일 단위 소득과 월
단위 소득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 1일 단위 경미취업 한계 기준을 삭제하였다.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경미취업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
해서 월 단위만 결정적이며, 이와 같은 경미취업 한계 소득 이하인 자는 재해보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보험의 가
입을 면제받으므로, 고용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3. 고용보험법상 인적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구조
1) 법적 근거
고용보험제도는 1958년에 제정된 고용보험법(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AlVG)27)을 근거로 하며, 이 법은
이 후 1977년 재공포(Wiederverlautbarung)28)되어 현재까지 유효하며, 건강, 연금, 재해보험을 규율하는 사회보험
법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적 근거이다.
2) 의무보험 적용 대상자
26)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4항 제2호 d
27) BGBl. Nr. 609/1977
28) BGBl. Nr. 648/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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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조 제1항에서는 의무피보험자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1인 또는 수인의 사용자(Dienstgeber)를 위
해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Dienstnehmer)(a)를 비롯해, 견습생(b), 가내근로자(Heimarbeiter)(c), 직업양성교육
(Ausbildung)에 참여자(d) 등이 있다. 다만, 동법 제1조 제8항에서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자유 노
무제공자도 동조 제1항의 노무제공자(a)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29)고 정함으로써 자유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의
무가입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적용 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제1조 제2항에서 법 적용 제외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 15세가 되는 해의 7월 1일까지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자(a)
- 공법상의 복무관계를 기반으로 고용된 자(연방, 주, 게마인데, 공법상 자치행정기관 등)(b)
- 농민 사회보험법상 의무 가입 대상자(c)
- 경미 취업자로서 근로자, 가내근로자, 자영업자(d) 등
4) 임의보험 적용 대상자
고용보험법 제3조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임의가입을 둘러싼 고용보험관계를 정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가운데 자유 노
무제공자의 지위가 인정되면 의무가입이 인정되며 상인, 신 자영업자, 자유 직업인 등으로 구분되면 임의가입 대상
이 되는 것이다.
5) 요약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 적용제외 그리고 임의적용이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법상 인적 적용범위를 기본적
구조로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특별 사회보험법을 통한 연금보험, 건강재보험, 재해보
험에서 강제가입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용보험법에서는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을 뿐이다.
Ⅳ. 오스트리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1. 전개방식
오스트리아 자영업자 가운데 자유 노무제공자와 진정 자영업자는 강제가입과 임의가입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고용보
험 적용이 이루어지다 보니, 고용보험 가입방식이나 시기 및 보험료 징수기준 등은 구분되는 반면 실업급여의 구성
이나 지급기간 등 공유하는 규정도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공통의 목차를 활용해 오스트리
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살펴보도록 한다.
2. 고용보험 가입 시기
1) 자유 노무제공자의 경우

29) Freie Dienstnehmer im Sinne des § 4 Abs. 4 des Allgemeinen Sozialversicherungsgesetzes (ASVG), BGBl. Nr.
189/1955, sind Dienstnehmern gleich geste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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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1월 1일부터 자유 노무제공자의 고용을 사회보험법이 적용되는 고용으로 인정하면서
자유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도 이 기간부터 한계소득 기준 이상인 경우
의무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형태와 구조가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1인 이상의 사
용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영업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
해 사회보험법상 진정 노무제공자의 일부 성격을 공유하는 자유 노무제공자를 의무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보고의무가 자유 노무제공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자(위탁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자유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기 전에 위탁자는 기본적 인적 사항(고용개시일, 취업자의 생
년월일, 보험보호와 성명 등)을 포함한 고용관계를 신고함으로써 의무보험관계가 성립되며,30) 고용관계의 종료에 관
한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때 모든 신고를 받는 담당 기관은 오스트리아 건
강금고(ÖGK)이며,

자유

노무제공자를

고용한

위탁자가

건강금고에

가입

신고(Anmeldung)

및

탈퇴

신고

(Abmeldung)를 하면, 이는 다른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로 간주되므로 재해보험과 연금보험에도 가입된 것으로 인정
된다.31) 물론 고용보험에도 적용되는데, 고용보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고용보험 대상자가 건강금고에 가입 신고
및 탈퇴 신고를 한 것을 고용보험에 신고(Meldung)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한편 자유 노무제공자의 경우 진정 노무제공자와 달리 일반 사회보험법 제43조에 의거해 별도의 보고의무가 추가되
는데, 이는 자유 노무제공자가 영업면허를 취득하여 자영업을 수행하는 경우 상인 사회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일반 사회보험제도의 의무가입 요건에 영향을 주거나 요건 자체가 변동되는 등의 사항에 대해 노무수령자에게 보고
해야 하는 의무(Auskunftspflicht)를 부담한다.
2)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2009년 1월 1일에 도입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자영업을 수행중인 자의 경
우 늦어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험 적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이
루어진다. 만약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즉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재차 보험가입을 신고해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도 보험가입을 결정하지 못
하면 2026년 1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편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영업을 수행중인 자가 자발적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법
제3조 제1항 제1문에 의거, 상업 사회보험법에 따라 연금보험에 의무가입이 시작되거나 동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
험이 면제되어야 하며32), 이후 SVS에 가입 신청을 하고 SVS로부터 통보(Verständigung)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SVS에서 가입을 신고하면 된다(고용보험법 제3조 제3항).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고용보험 가입시기는 8년이라는
시간 단위가 일종의 연동기간(Bindungsdauer)으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만약 고용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게 되면 최
초 8년, 16년, 24년 주기로 가입 시기가 시작되며, 이 때 해당 기간의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용보험법 제3조 제5항).
3. 보험료 징수 기준
1) 자유 노무제공자

30) 일반 사회보험법 제33조 제1a항.
31) 일반 사회보험법 제33조 제1항.
32) 고용보험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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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납부를 위한 소득
진정 노무제공자와 자유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산정 소득은 총 소득(Brutto-Einkommen)인데, 진정 노무제공자
와 달리 실무에서 자유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수수료(Honorar)라 하며, 세법상 자유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자영업 소
득으로서 소득신고를 기초로 국세청에 의해 작성된 소득세 부과고지서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고
용된 근로자가 부업으로 자영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사회보험법 제4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를 위한 기준 소득은 1개월을 30일로 가정된 역월의 소득이
다. 다만 소득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 보수 산정은 해당 활동으로 인한 역상의 개월 수를 총 보수로 나누어 결정한
다. 예컨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보수가 6,000 유로이나 매달 지급받지 않는 경우 월 보수는 1,000유로가
된다. 다만, 역월의 일부 기간은 전체 월로 보아 계산된다.
(2) 보험료 계산 기준
보험료는 보험료 기준금액(Beitragsgrundlage) × 보험료율(Beitragssatz)로 산정되는데, 보험료 계산에서 중요한 요
소가 보험료 기준금액과 보험료율이며, 진정 노무제공자와 자유 노무제공자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가) 보험료 기준금액
보험료 기준금액은 근로자나 자유 노무제공자의 근로소득으로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 기준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임금)은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총 소득과 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Sonderzahlung)으로 구성
되므로, 보험료 기준금액 상한액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특히, 자유 노무제공자의 경우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최대 보험료 기준금액이
달리 정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징수 대상 보험료 최대 금액도 특별수당 포함여부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다.
일반 사회보험법 제33조 제1a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고의무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하나는 앞서 살펴본 진
정 노무제공자와 자유 노무제공자의 고용관계 신고의무이며 다른 하나는 매달 보험료 기준금액에 대한 신고의무이
다. 특히, 월 보험료 기준금액 보고기간(Frist)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해져 있다.33)
① 보험료 최고기준금액
최고 보험료 기준금액(Höchstbeitragsgrundlage)은 2022년 기준 월 5,670,00유로(일 189.00유로)이며, 이는 고용
보험을 포함한 기타 사회보험에서 모두 동일한 액수이다. 최고 보험료 기준금액은 사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
회보험료를 일정 소득까지만 지불하도록 정한 상한액34)을 의미하며, 이 기준 금액은 일반 사회보험법 제108조 제1
항과 제3항에 의거 연방사회부 장관이 일정한 기준(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율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특별수당(Sonderzahlung), 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3번째 임금이나 성탄절 보너스 등을 의미하
며 특별수당 금액이 ‘일’이나 ‘월’ 기준이 아닌 ‘연’ 기준으로 2022년 최대 11,340.00유로로 정해져 있다. 특히, 임
의가입 대상인 자영업자의 보험료 기준금액이 자유 노무제공자의 경우와 같이 월 5,670,00유로가 아니라 월
6,615.00유로로 정해진 것도 이들이 특별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 노무제공자도 특
33) 일반 사회보험법 제34조 제2항
34) 일반 사회보험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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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수당에 대한 지급 합의가 없는 경우 자영업자와 같이 최대 보험료 기준금액이 6,615.00유로가 적용된다.
② 보험료 최저기준금액
한편, 최저 보험료 금액(Niedrigster Beitrag)도 건강, 산재, 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이 각각 그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진정 노무제공자와 자유 노무제공자는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노무제공자 모두
18,80 유로가 노무수령자는 18,37 유로가 최저 보험료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재해보험의 경우 노무수령자 홀로
5,83 유로가 최저 보험료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35)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노무수령자만 14,58유로가 기준이며, 자
유 노무제공자는 금액이 0이다. 이는 경미소득자 대한 고용보험료 월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노
동시장정책-재정법 제2a조에 의거 1,828.00유로 이하의 경미소득의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나) 보험료율36)
2022년 기준 노무수령자와 자유 노무제공자의 노무수령자(위탁자)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종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파산보호기금(IESG-Zuschlag)
재해보험
주택보조금
전체
기업 연금

위탁자
12.55%
3.78%
3.00%
0.20%
1.20%
20.73%
1.53%

사용자
12.55%
3.78%
3.00%
0.20%
1.20%
0.50%
21.23
1.53%

2021년 기준 진정 노무제공자와 자유 노무제공자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37)
보험료 종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동회의소(Arbeitskammer)38) 분담금
주택보조금
전체

자유 노무제공자
10.25%
3.87%
3.00%
0.50%
17.62%

진정 노무제공자
10.25%
3.87%
3.00%
0.50%
0.50%
18.12%

다만, 고용보험에서 소득의 경미성을 고려해 진정 노무제공자 및 자유 노무제공자 부담분에 대한 보험료율이 삭감되
는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39)

35) SV, Beitragsrechtliche Werte in der Sozialversicherung 2022, S. 11.
36) 일반 사회보험법 제51조
37) SV, Beitragsrechtliche Werte in der Sozialversicherung 2021, 2020.
38) 노동회의소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서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 경제회의소
(Wirtschaftskammer)와 비교되는 조직으로 이해하면 되며, 법적 근거는 1992년 노동회의소법이며, 법적 성격은 공법상의 자
치행정기관이다. 근로자와 자유 노무제공자 모두 노동회의소에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노동회의소 분담금도 동일하게 0.50%를
부담하며, 이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로서 임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전달된다. 단, 자유직업인, 농업 근로자, 관리직 근로자,
공무원 등은 가입 제외 대상이다.
39) BGBl. Nr. 315/1994(Arbeitsmarktpolitik-Finanzierungsgesetz: AMP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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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준(2022년 기준)
고용보험 보험료 할인율
1,828.00 유로 까지
0%
1,828.00 유로 초과 1,994.00 유로 이하
1%
1,994.00 유로 초과 2,161.00 유로 이하
2%
다만, 근로자와 자유 노무제공자 사이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각 사용자 사이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율에서 약간의 차
이를 보이는데 이는 개별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추가로 예컨대, 주택
보조금을 각 0.50%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2) 진정 자영업자
자발적 고용보험 가입을 선택한 자영업자는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또는 옵트 아웃을 선언한 자유직업 종사
자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에 따른 월 보험료는 상업
사회보험법의 최대 보험료 기준금액(2022년 기준 6,615.00 유로)을 일정비율로 나눈 후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험료 기준금액(Beitragsgrundlage)

보험료율(Beitragssatz)

월 보험료(2022)

상업 사회보험법 최대 보험료 기준금액의 1/4

3%

49,61 유로

상업 사회보험법 최대 보험료 기준금액의 1/2

6%

198,45 유로

상업 사회보험법 최대 보험료 기준금액의 3/4

6%

297,68 유로

그리고 자영업자는 위 3가지 월 보험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납부 대상 보험료는 선택된 보험
료 산정기준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40) 참고로 2018년까지는 보험료율이 단일한 형태(6%)
로 적용되어 오다가 2019년부터 현재와 같이 2 가지 형태의 보험료율(3%와 6%)이 구분 적용되게 된다. 다만, 피보
험자가 선택한 보험료 산정기준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기간에 적용되므로 고용보험의 적용이 지속되는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수급 가능한 현금급여 등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 실업급여 지급 요건
1) 실업급여 신청(실업등록)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관할 AMS 지사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통 e-AMS 계정을 이용할 수 있고, 계
정이 없으면 전화나 이메일로도 실업자 등록이 가능하다.4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AMS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점은 실업이 발생한 익일이 된다.42)
2) 실업급여 수급권 자격요건
고용보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제1호), 대기기간(Anwartschaft)을 충족해야 하며(제2호), 지급기간(Bezugsdauer)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제3호).
특히, 2008년 1월 1일부터 주당 최소 20시간을 취업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직업소개가 가능하게 되
었다.43)
40)
41)
42)
43)

SVS, Versicherung & Beitrag, Arbeitslosenversicherung, 2022, S. 1.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7조 제7항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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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3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1번째 요건으로서 직업소개에 대한 기대(수용) 가능성
실업급여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AMS의 지시에 따라 소개된 직업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서 노동
의지(Arbeitswilligkeit)가 요구된다. 고용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기대 가능성은 실업자의 신체적 능력에 적합
하고 보건 및 도덕상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수준의 보수가 보장되고 이 때 기준은 단체협약상의 수준에 부
합하면 충분하다. 다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적격임금(Anspruchslohn)이 적용된다.44) 합리적 시
간 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지에서 직무가 가능해야 하며 법이 정한 보호의무가 준수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
다. 고용기관의 직업소개가 실업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기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는 6주
간 정지되며, 반복될 경우 8주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2) 2번째 요건으로서 실업급여 대기기간 충족
실업급여 수급권은 최소한의 대기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부여된다.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최초의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실업 전 24개월의 기준기간(Rahmenfrist)동안 최소한 52주간(피보험단위기간) 직업 활동
을 수행하여 피보험자로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이미 1회 청구한 실업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28
주간 피보험자로서 신분을 유지하면 피보험기간이 충족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성립된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2항).
2번째 요건과 관련해 진정 자영업자의 경우 특례 규정이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자발적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동시
에 기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보험가입을 유리하게 설정하는 입법적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고용보험
법 제15조 제5항). 이를 자영업자 기준기간의 무제한 연장(unbefristete Rahmenfristerstreckung)45)으로 지칭된다.
기준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실업 발생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여하튼 이 기간은 보
험에 가입한 이후 실업 전 소요되는 기간이므로 2009년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해진 자영업자에게 이 기간을 무제한
연장해 보험가입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그러면 자영업자에 대한 기준기간 무제한 연장 옵션은 자영업의 개시 시기와 이전 고용 기간에 따라 3가지로 구성
된다.
먼저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자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독립적 활동에 앞서 종속적 활동(고용)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의 고용을 통해 취득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자영업 활동 기간에도 무제한으로 유지하
게 된다. 물론 24개월의 기준기간은 요구되나 ‘실업 전’ 요건이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2009년 1월 1
일 이전에 창업한 자영업자가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미 취득한 경우, 이 자격이 자영업자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연장된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1990년 1월 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고용되었고(기준기
간 충족), 1995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기준기간을 과거로 무제한 연장해 해당 자영업자가 기여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한번 취득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자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시 2가지 형태로 구분해 살펴보아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은
44)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
45) Pfalz, Selbständige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2018, S. 9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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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개시 시기 이전 최소 5년 동안 유급형태로 종속적 노동을 수행한 이력을 조건으로 발생한다. 예컨대, 자영업
자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2009년 2월 1일부터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5
년 이상 고용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기간을 충족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므로 자영업 기간 동안에도
수급자격을 무제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유급고용 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최대 5년까지만 유효하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2016년 2월 1일 자
영업을 시작했고, 이전 2년 동안 고용되었던 경우 고용 이력 5년 미충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므로, 2021년 1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
하기 위해서는 5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임의보험에 가입해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만 한다.
결국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고용상의 지위가 자영업자인 자가 이전에 근로자로서 기여조건을 충족한 경우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영업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이전에 최소 5년 동안 고용된 적이 있는 경우는 고용에 따른
유효한 실업급여 수급권이 자영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없어 자영
업자의 실업을 완충(Polster)해주는 효과가 보장된다. 반면에 2009년 1월 1일 이후 자영업자가 되었으나 과거 고용
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발생한 자격은 5년 동안만 유효하다. 따라서 이후에도 보험보호를 지속하려면 자발적으
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을 신청하고, SVS로부터 가입이 허용되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SVS에 직접 가입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앞서 보험가입 시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 가입하면 보험가입
기간은 8년단위로 가입기간이 보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고용이력이 전혀 없는 자영업자도 실업으로부터 보호
를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때까지 자영업자는 이전
에 고용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고 아직 그 기간이 유효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자격을 보장해주게 되었다. 2009년부터
고용된 적이 없어도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효과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자영업 활동
을 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3번째 요건으로서 실업급여 지급기간(Bezugsdauer)
기본요건으로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주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보장된다(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제1문). 다만,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실업자의 연령과 실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제18조 제1항 제2문).
따라서 예외적으로 지급기간이 연장되어 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실업자가 지난 5년 이내 156주(3년) 동안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 30주로 연장(제18조 제1항 제2문)
② 실업자가 지난 10년 이내 312주(6년) 동안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40세가 된 경우 39주로 연장(제18조 제2항
a))
③ 실업자가 지난 15년 이내 468주(9년) 동안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50세가 된 경우 52주로 연장(제18조 제2항
b))
④ 2010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된 법정 사회보험에서의 직업 재활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78주로 연장(제18조 제2
항 c))
다만, 20주 지급기간 연장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고용(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만을 대
상으로 하므로 고용상태가 아닌 자영업 활동 기간은 고려되지 않는다.46) 이러한 이유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
의가입하기 이전 고용에 따른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 보장된다. 예를 들어, 목수

46)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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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99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대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2005년 11월 1일 이후 가업
(elterlicher Betrieb)을 인수해 1인 사업주(Einzelunternehmer)로 영업을 수행하였으나 2021년 5월에 사업을 종료
하게 되었다. 이 때 목수 A는 자영업 활동에 따른 실업급여를 최대 20주 동안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급기
간을 결정하는 기준기간이 자영업을 수행하는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5. 실업급여의 구성
실업급여(Arbeitslosengeld)의

종류는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항에서

기본금액(Grundbetrag),

가족수당

(Familienzuschlägen) 및 별도(allfällig)의 보충금액(Ergänzungsbetrag)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문에 따를 때, 보충
금액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로서 보조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는 보험가
입 방식(의무와 임의)의 다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1) 기본금액
실업급여의 기본금액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자유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보험의 방식에서는 피
보험자의 개별 월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반해 임의보험의 경우는 3가지 월 보험료 중 가입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므로 그에 따른 보험급여(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금액의 경우 의
무보험 방식으로 적용되는 자유 노무제공자는 순소득의 55%로 실업급여의 기본금액이 정해지는 반면, 진정 자영업
자의 경우 각 연간 보험료 기준금액과 결부된 계산에 따라 산정된다.47)
따라서 진정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계산되며 선택된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2022년 기준).48)
보험료 기준금액(Beitragsgrundlage)

1일 실업급여(2022)

1일 실업급여49)

상업 사회보험법 최대 보험료 기준금액의 1/4

26,32유로

25,18유로

상업 사회보험법 최대 보험료 기준금액의 1/2

42,05유로

40,28유로

상업 사회보험법 최대 보험료 기준금액의 3/4

57,89유로

55,47유로

(2) 가족수당
가족수당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여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므로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녀
(고용보험법 제20조 제2항) 또는 특정 조건 하에서 배우자나 동거인 및 등록된 파트너도 포함된다(고용보험법 제20
조 제3항과 제5항). 먼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의 경우 실업자가 실제로 자녀, 손자녀, 의붓자녀, 입양자녀, 양자의
생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경우 지급된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과 사실혼을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
되며, 자녀의 경우와 같이 실업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생계에 상당한 기여를 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동시에 배우
자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ASVG 제5조 제2항의 한계소득 이하일 경우에만 가족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 그
리고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실업자와 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실업자 내지 배우자를 돌보는 자에 한해 지
급이 이루어진다.

47) 이경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2 오스트리아, 현안대응 이슈 페이퍼 2-③, 한국법제연구원,
2018, 19면.
48) SVS, Versicherung & Beitrag, Arbeitslosenversicherung, 2021, S. 2.
49) 2020년 7월 28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1일 실업급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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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일일 가족수당은 일반 사회보험법 제262조 제2
항에 따른 아동수당(Kinderzuschuss)의 30분의 1 금액으로 하며 이 때 Cent 단위로 반올림한다.
(3) 보충금액
한편 보조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AMS의 요청에 따라 노동시장으로 재편입 조치 및 직
업

향상교육(Nachschulung)이나

전환교육(Umschulung)에

참여한

실업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한

추가금액

(Zusatzbetrag)으로 2021년 기준 1일 2.11 유로가 보장된다. 다만,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는 보조금을
포함한 실업급여는 1일 순소득의 6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 및 가족수당
을 포함한 실업급여가 1일 순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최대상한을 정하고 있다.
6. 실업발생 기준과 보험관계 종료
1) 실업의 발생
고용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실업의 발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종속
적 또는 독립적 소득활동(고용)이 종료(Z1)되고, 더 이상 연금보험에 의무가입 대상 조건이 존재하지 않고(Z2), 새로
운 또는 추가적인 종속적 또는 독립적 소득활동을 수행하지 않는(Z3) 경우이다.
1번째 요건의 경우 명확하게 취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의 경우도 수반 활동의 종료(Beendung)를 실업의 발생요건으
로 정하고 있으며, 2번째 요건은 자영업자의 경우 상업 사회보험법 내지 자유직업 사회보험법 등에 따라 연금보험에
서 의무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만 실업 상태가 인정되게 된다. 3번째 요건은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12조 제6항 a)에서 일반 사회보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경미한 활동으로 인정되는 한계 소득액에 대해서는 실업
급여 수급 중이라도 허용된다.50)
2) 자영업의 종료와 관련한 법적 문제
고용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소득활동의 종료와 관련해 취업과 자영업의 활동 종료
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취업과 비교해 자영업의 경우 활동 종료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활동이 언제 종료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지와 관련한 이론적 문제 보다는 소득활동 종료의
확정 내지 입증가능성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가 어려움과 더 관련이 된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파산이나 포기 등을 자영업자의 실업 상태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종료라는 조
건 이외에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파산의 경우와 달리 포기의 경우 중단의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어 과연 종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상업 사회보험법 제4조 제
1항 제1호에 따르면 영업면허를 소지한 자영업자의 경우 관할 이익대변단체인 경제회의소에 휴면(Ruhen) 신고를 한
경우나 면허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 일시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휴면신고는 활동의 종료가 아닌 중단의 개념이므로, 실무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서 영업면허의 취
소(Zurücklegung)나 휴면신고(Ruhendmeldung)를 인정할 수 있다.51) 이러한 경우는 실업의 발생이 명확하게 인정
되는 사유일 것이다. 그 밖에 AMS는 임박한 과도한 부채나 건강상의 이유 등과 같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한편, 신 자영업자의 경우는 SVS에 자영업 종료를 보고해야
50) 경미소득 관련한 내용은 아래 7.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51) Kraft/Keul,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Praxiskommentar, 13. Lieferung, 2017, Rz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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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무가 있다.
3) 보험관계의 종료
고용보험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고용보험 탈퇴는 가입 후 8년 단위 배수 기간이 경과하고, 해당 기간의 종료로부
터 6개월 이내 가능하며 동시에 보험가입 조건을 상실하게 되어도 자발적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즉, 고용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8년 이라는 구속기간이 도래해야만 가능하고, 보험관계 해지도 이 기간이 종료된 후 6개
월 이내 할 수 있다는 의미다.
7. 경미취업과 관련한 쟁점
1) 경미취업과 한계 소득
오스트리아에서 경미취업은 사회보험법상 한계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관계로 정의하고 있다.52) 파트타임으
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미니잡(경미 고용관계) 형태로 취업이 가능하며,
경미취업자에 대한 판단방법은 경미소득 한계금액으로 정해진다.

경미 취업의 경우 일 단위 소득과 월 단위 소득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 1일 단위 경미
취업 한계 기준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경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관할 건강금고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경미취업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월 단위만 결정적이며, 이와 같은 경미취업 한계 소득 이하인
자는 재해보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보험의 가입을 면제받는다. 2022년 기준 월 소득 485.85 유로(한화 65만
4,663원, 2022년 6월 기준)가 경미소득 한계 기준이다. .
2) 경미소득과 추가소득의 관계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추가소득(Zuverdienst)이 최소 한계소득 미만인 경우
실업 상태에서 소득 활동이 있으면 AMS에 보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52) Riesenfelder/Schelepa/Wetzel,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n Österreich(Sozialpolitische Studienreihe Band 9),
BMASK, 2011, 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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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없이 추가소득 활동을 수행하다가 그 사실이 밝혀지면 한계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실업수당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며 최소 4주 동안 수령한 실업급여를 상환(Rückforderung)해야
하며 AMS의 이러한 조치를 피보험자가 이의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매년 책정되는 월 단위 경미취업 한계소득
(485.865유로, 2022년 기준)에 따른 사회보험관계에 근로자와 자유 노무제공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이라도 부업을 통한 추가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득이 당해 연도 경미취업 한계소득 이
하면 실업급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추가소득에는 자영업 소득이나 고용 소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추가소득(Zuverdienst)이 최저 한계소득 초과한 경우 I
일시적 소득활동(vorübergehende Tätigkeit)이 28일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여 수급 중 5
월에 15일 동안 부업으로 600유로의 소득을 얻은 경우 최저 한계소득을 초과하였으나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완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상실의 방식으로 추가소득을 허용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액 조정계산은 ① 추가소득에서 해당 년도 최저 한계소득을 제외하고 이 금액을 산입기초
(Anrechnungsbasis)라고 하는데, ② 여기에 10%를 일괄 공제한다. ③ 공제 후 최종 금액이 순소득이 되고, 이 소
득을 다시 30일로 나누면 1일 소득이 산정된다. ④ 현재 1일 단위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③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 일시적 소득활동이 수행된 날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이 없고,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날에만
조정된 실업급여 기본금액이 보장된다.53)
① 추가소득(600유로)-최소 한계소득(475.86유로) = 124.14유로
* 124.14유로가 실업급여 재조정을 위한 산입기초금액(Anrechnungsbasis)임

② 124.14유로에 일괄(pauschale) 10% 소득(-12.41 유로)을 공제하면, 최종 소득이 111.73유로가 됨
③ 최종소득 111.73유로 1개월(30일)로 나누면 1일 단위 소득(3.72유로)이 산출됨
④ 만약 1일 29유로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29유로-3.72유로) 해당 월에 일시적 소득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일에
는 1일 25.28유로가 인정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한 일에는 발생된 소득으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자격
이 인정되지 않게 됨.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추가소득(Zuverdienst)이 최저 한계소득 초과한 경우 II
일시적 소득활동(vorübergehende Tätigkeit)이 28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5주간의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소득이 최저 한계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효하다. 다만,
추가소득이 최저 한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금액의 조정없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산방식은 간단한데, ①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총 일수와 총 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때 소득을 일수로 우
선 나누면 된다. ② 1일 소득에 해당 월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 월 최저 한계소득을 초과하는지 비교하면 된다. ③
만약 추가소득이 최저 한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상실된다.

53) AK, Arbeitslosenversicherung, 2021,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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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1년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40일 동안 총 1,200.00유로의 소득이 발생하였음. 총 소득(1,200유로)을
총 일수(40일)로 나누면 1일 소득(30유로)가 산출됨.
② 그러면 1일 소득(30유로)를 4월과 5월의 근로일수로 각각 나누면 됨.
* 4월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1일의 근로일수가 발생하므로 30유로×21일= 630유로의 소득이 산출됨.
* 5월은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19일의 근로일수가 발생하므로 30유로×19일 = 570유로의 소득이 산출됨

③ 따라서 4월과 5월 모두 월 최저 한계소득을 초과하였으므로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40일 동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일시적으로 상실됨.
위 박스의 내용을 좀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수급자(A)가 1월부터 4월까지 실업급여만 수급해오다가, 5
월에 고용되어 그 때부터 9월까지 월 400유로의 근로소득을 갖게 되더라도 A는 한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 계속해서
실업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A가 10월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해 월 근로소득이 1,200유로 상승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AMS에 실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A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월
400유로 벌어 총 2,000유로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10월에는 1,200유로의 소득이 추가되어 총 6개월 동안 3,200
유로의 소득을 얻게 된다. 이를 계산하면, 3,200유로 ÷ 해당기간 역상 일수(184일) × 30(1개월 30일 가정일) =
521.73 유로로 산정되어 2021년 기준 월 한계소득을 초과하게 되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AMS에 실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AMS는 5월부터 지급된 A의 실업급여를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4) 다중 고용을 통한 경미취업 한계소득 초과
근로자나 자유 노무제공자 그리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중 추가소득이 허용된다. 경미취업의 경우 한계 소득
이하의 경우 재해보험을 제외하고는 사회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없으나 1998년 일반 사회보험법 개정으로
제19a조에 따라 경미취업자에게 옵트 인(Opting in)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
게 된다.
한편, 2개의 고용으로 총 소득이 500유로(200유로+300유로)를 초과하게 될 경우 경미취업 한계소득을 초과하게 되
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경미취업자의 피보험자격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어(법 제1조 제2항 d호) 다중 고용에 따른 소득 합산으로 한계 소득을 초과하여도 보험가입 자
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Ⅴ. 결론
1. 자유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의 고용상의 차이
자유 노무제공자의 고용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인격적 노무제공과 경제적 종속관계를 통해 결정된다. 우선, ‘인격적
노무제공(persönliche Arbeitspflicht)’은 일반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인격적 종속성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
야 하며, 단순히 일신전속성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인의 인격이 취업관계에서 종속
될 수는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 고용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유 노무제공자의 고용상의
법적 지위 판단을 위해 중요한 기준이 생산수단 소유 여부이다. 본질적인 생산수단 소유 여부가 실제 근로자와 기업
가적 자유 노무제공자(unternehmerischen freien Dienstnehmer)를 구분 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자유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관계 판단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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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일신전속성)하나 이러한 성격이 인격적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
용상의 지위로서 근로자와는 구분되지만, 이들이 본질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수행하
는 경제활동의 성격이 진정 노무제공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순수한 성격을 강조하
기 위해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상의 지위를 판단 내지 확인하는 것이다.
반면에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상업 사회보험법(GSVG) 또는 자유
직업 사회보험법(FSVG)에 따른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의무가입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상업 사회보험법에서 옵트
아웃(Opting out)을 신청해 연금보험에서 가입이 면제된 변호사 등 자유직업 종사자로 활동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상인으로서 자영업자, 신 자영업자 그리고 자유직업인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자격을 갖추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교육을 완수하지 않은 학
생(a), 농업 사회보험법에 따른 농민(Landwirte)(c), 자원봉사자(Volontäre)(g), 경미소득 근로자, 가내근로자, 자영업
자(d),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자격 획득한 자(e) 등이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오스트리아는 한국의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일반 사회
보험법상 자유 노무제공자에게 2008년부터 의무가입 방식으로 적용을 확대하였다.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법이 이 내
용을 준용해 자유 노무제공자에게 강제가입을 보편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반면 진정 자영업자는 2009년부터 고용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다만, 진정 자영업자라도 기타 사회보험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강제가입이 이루어져 오스트리아는 사실상 전국민 사회보험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자유 노무제공자도 고용상의 지위는 자영업자이나 사회보험 신고 의무는 위탁자에게 적용되며, 고용관계 종료
에 관한 신고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준용하고 있어, 위탁자가
최초로 관할 건강보험금고에 가입 신고 및 탈퇴 신고를 한 경우 고용보험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진정
자영업자의 경우는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하지만, 2009년 1월 1일 전후로 자영업 활동을 수
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르게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의 임의보험 자격기간은 8년을 기준으로
가입과 종료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가 자유 노
무제공자와 같이 개별 보험료 산정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기준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
와 연동된 월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기준금액) 액수가 확정되게 된다.
오스트리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제한 기준기간의 연장을 통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부분이다. 먼저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과 자영업 활동을 병행한 경우 종속적 활동
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권이 인정되는데, 이 때 고용보험 가입 직전 24개월 기준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해 예컨
대 2000년 이전에 고용된 이력으로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2009년 1월 1일 이후 자영업을 시작한 자도 자
영업 시작 전 최소 5년 동안 유급형태의 고용관계 이력이 있을 경우 기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실업급여 지
급자격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나, 5년 기간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최대 5년만 보장된다. 따라서 이후에도 실업급여 자
격유지를 위해서는 임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용이력을 가진 근로자가 자영업
을 시작한 경우 고용보험료 기여 없이도 보험보호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취업자 자격이 있어야만 고용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기준과 비교해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는 고용이력
이 없더라도 자영업자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 환경이 소기업이나 영세기업(Kleinstunternehmen)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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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폐업이나 경영악화 등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자발적 실업보험 제도와 함께 한 번 취득한
자격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무제한 기준기간 연장제도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무엇보다 2019년 1월 1일 이전 자영업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보험료 납부
없이 영구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자영업과 고용 간의 이동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4)

54) Wirtschaftskammer Österreich, Leitl: Ab 2009 mehr soziale Sicherheit für Unternehmer, Presseaussendung,
OTS0017, 31. Dez.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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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이하‘정규직 전환정책’이라 함)1) 관련,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 중앙·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정규직 전환정책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 및 도급·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자료(8차)’에
의하면, 2021. 12. 기준 약 20.3만 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이 중 19.8만 명이 전환 완료2)된 것으로 확인된다. 정규직 전환정책은
공공부문에 국한된 것이긴 하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 인력 활용방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비정규직 사용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차별적 처우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의 전환 가이드라인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모두를 중요한 가치3)
로 보았지만, 예산·시간의 제약, 임금·직무 재설계 시간의 부족, 단기간에 많은 근로자를 전환하는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고
용안정 문제가 우선시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적정수준의 근로조건 평가 및 설정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고,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느끼는 전환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4)
한편, 정규직 전환정책 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 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위반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설정, 직접 고용의무 이행 과
정에서도 근로조건 설정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기간제법, 파견법, 비정규직
전환정책 등에 따른 전환 근로자가 사업장 내의 기존-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는 현재도 다양한 업종에서 제기되고 있고 법원 판결5)도 이어지고 있다. 종래 불법파견이 쟁점
1)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 2면.
2)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자료(8차)”, 2022.03, 1면.
3)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 2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공공부문에서도 대
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
4) 반대로 사용자인 기관도 전환 이후, 종래 용역·도급으로 수행하던 업무(서비스)의 질 하락, 전환 근로자 또는 전환 자회사 관리
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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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사안에서는 사용사업주와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또는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통해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
다면, 현재는 직접고용 이후의 근로조건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관련 분쟁도 다수 확인된다. 파
견법은 기간제법과 달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 설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6)을 두고 있다. 이는 근로조
건 설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나, 이해 당사자 간 높은 이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종·유사 업
무’개념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증가한 전환 근로자가 조직화7)하여 처우개선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최근 법원이 차별적 처우 또는 동종·유
사업무 인정에 적극적인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
용 등 근로자’8)가 사업장에 편입하는 경우,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근로조건이 설정되어야 하는지 최근 판례, 동종·유
사업무에 관한 해석론 등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Ⅱ. 간접고용 등 근로자의 사업장 편입시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 판결

1. 대전MBC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판결)
(1) 사실관계
방송사의 광고사업 PD, 기술, 미술, 카메라 직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원고들은 2010년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
나 방송사는 이들에게‘취업규칙’대신‘계약직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계약직 근로자 시기 작성했던 것과 동일한 형식9)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기본급과 상여금은 정규직의 80%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 수당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받
았으며,10) 호봉승급에서도 제외되었다. 피고 회사‘취업규칙’의 직원은 “피고의‘직제규정’제3조에서 규정한 자”라고 규정
5) 최근의 선고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
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
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가 카마스터의 근태를 감독·확인하지 않았고 자동차 판매업무나 이를
위한 부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회사로부터 별도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점,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점, 대리점주가 피고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법파견을 부정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판결 등이 있음.
6) 제6조의2(고용의무)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
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7) 노광표, “정규직 전환 이후 노사/인사관리 쟁점과 향후 과제”, 「공공부문 정규직화 토론회 –지난 2년 그리고 향후 과제-」, 한
국노동연구원, 2019, 36면에 의하면, 전환 근로자 수가 약 20만 명이므로 이 중 70~80%인 14~16만 명 정도가 조합원이 될
것으로 추정함. 2017년 이전 5년간 10퍼센트 초반에 머물러 있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7년 10.7%(2,088천명), 2018년
11.8%(2,331천 명), 2019년 12.5%(2,531천 명), 2020년 14.2%(2,805천 명)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판단됨.
8) 이하에서는 기간제, 파견,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의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통칭하여 사용하며, 개별 법령이 적용되는 상황은
해당 법령을 명시하였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직접고용된 파견근로자 등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전환 근로
자’로 통칭함. 한편, 대상 근로자 중에서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과 관련된 판례 및 법리가 가장 많아 주
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둠.
9) 피고는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매 1~2년마다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함.
10)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정규직 대비 10만원씩 적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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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 ‘직제규정’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만 포함하였고, 계약직은 별도로‘계약직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11)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
용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고, 호봉 승급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
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 액수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였
다. 피고는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
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피고의‘계약직 운영규정’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족하고, 현재의 호봉 적용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3) 판결 및 주요 쟁점사항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
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
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12) 특히,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
적 처우 금지규정이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전제13)에서 원고
의 근로조건 중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용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
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에게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고용계약서이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임금구성항목 중 일
부를‘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균등처우 위반14)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하여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도 정규직 취업규칙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동종·유사업무 종사자’라고 보았다. 정리하
면, 원심의 입장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적용하기로 정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
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근로조건을 창설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동종·유사업무 종사자’가 있다
면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및 평가
대상판결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과 관련하여 기간제법의 차별적
11) 사실관계는 1심(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가합101467판결) 및 원심(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
11589판결) 판결문; 도재형, “2019년 노동법 주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489), 2020, 45면; 임상민, “기간제법에 의한 무기
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정규직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121), 2020, 424면 참고.
12) 1심은 원고들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제규정 제3조의 직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판
단하였으나, 원심은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규정 형태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 않아 ‘고용계약서’가 근로조건
에 관한 준칙인 취업규칙이라고 보았음. 대법원은 1심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적용된
다는 전제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3) 대상판결은 “원고들과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겅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질이나 양 등 제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함.
14) 원심은 원고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모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수당
항목을 지급기준과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음. 구체적으로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 및 상여금’은 임용경로와 업무
에 관한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달리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속수당’과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의 차별은 사회적 신
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이는 1심과 대법원의 절충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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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금지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 이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업무 내용이 동종·유사한 경우에 취
업규칙을 별도로 설정하여 근로조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리적 이유 및 방법 및
정도 등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15)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상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
조건 설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무기계약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합리적 근로조건을 설정하도록 하는 기준점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몇 가지 의문점도 확인된다. 첫째,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의사 합
치16)에 따라야 하나 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노동계약법적 규율과 노동규제법적 규율은 분명히 구분17)될 필요가
있는데, 노동계약법적 규율이 필요한 영역에 노동규제법적 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실질적 의사를 왜곡하고 국가
가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영역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관해서는 형성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차별
금지 법리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닌 한 근로조건의 적정성을 노동법상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18)이 있다.
한편, 당사자 간 계약조건 설정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
사가 불명확한 경우 법관은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신의칙 등 노사의 권리 의무에 따라 판례법리를 형성19)해야 하나, 대상판결
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대상판결이 사실관계20)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환 근로자에게 기
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격
차를 차별로 단정한 오류가 있다. 노동법상 규제대상으로서 ‘차별’은 비교 가능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상의 차이가 존
재하고, 그러한 차이가 ‘불이익 처우’로 초래되었으며,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21)를 의미한다. 대상판결
의 경우,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부족22)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에게 여전히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나, 이는
법령의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제법은‘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므로 전
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금지 위반을 판단기준23)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파견법과 달리 기간제법은 전환 근
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
법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대법원은 달리 정함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
15) 권혁·김희성,「최근 주요 노동판례 평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0, 28면.
16) 사실관계를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이후 이들에게 적용될 규정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면서도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원(法源) 발견에 대한 고찰을 우선적으로 해야 함. 하지만
대상판결에서 법원 확정의 일반원칙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히, 사용자인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은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고, 무기계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17) 김희성, “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과 고용의무조항의 법적효과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포럼」(18), 2016, 149면.
18) 권혁·김희성, 「최근 주요 노동판례 평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0, 24-25면 참고.
19) 김희성․한광수, “한전 단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노동법논총』(제3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5.4, 15
쪽.
20)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입직 경로와 수행업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며, 사
용자는 이를 고려하여 대상 직군의 근로조건을 별도로 설정했거나 또는 설정하려 한 것으로 판단됨.
21) Widmaier ZTR 1990, 259, 360; Palme BlStSozArbR 1983, 257. (권혁·김희성, 「최근 주요 노동판례 평석」, 한국경영자총
협회, 2020, 26면에서 재인용).
“비교 가능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근로조건 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그 동기는 노동법상 ‘
이익 처우(Begünstigungen)’
와 ‘
불이익 처우
(Benachteiliung)’
,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
이익처우’
란 비교 가능한 다른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게 ‘
추가적인 이
익’
을 제공한 경우이며 ‘
불이익 처우’
란 비교 가능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특정 근로자에게 일정한 제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비교 가능
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 낮은 근로조건이 부여되어 격차가 발생한 경우(Schlechterstellung)다.”
22) 권혁·김희성,「최근 주요 노동판례 평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0, 26-27면 참고.
23) 원심은 이러한 입장에서 개별 근로조건(근속수당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수행업무 등을 종합적
으로 비교하여 결정하였는데, 이것이 타당한 해석론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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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예외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어려움24)이 있고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2. 한국수력원자력 후속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 1. 11. 선고 2019나2042052 판결)25)
(1) 사실관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함)는 한국전력공사에서 2001년 분사했으며, 당시 한국전력공사가 한
전KPS 주식회사(이하‘한전KPS’라 함)에 위탁운영26)하고 있던 시운전정비, 발전작업 보조업무, 화학시료 채취업무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했다. 이후 한전KPS와 한빛파워서비스(이하‘한빛파워’라고 함)가 번갈아 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원고들은 위 용
역업체에 입사하여 발전소 및 옥외변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자 법원27)에서 불법파견 및 직접고
용의무를 주장하여 승소하였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불법파견 인정 상황에서 도급·용역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원고들의 수행업무는 발전기술 지원업무, 변전소 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업무28)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피고 정규직원으
로부터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 화학시료 채취원의 경우 피고 정규직원과 함께 좌석이 배치29)된 사실, 오전 업무 전 부서
별 직원회의에 피고 정규 직윈과 함께 참석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주의·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 정규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출
근 확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교대근무표 작성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사실, 업무수행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피
고 정규직원의 서명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피고 회사의 직급체계는 일반직 6직급이 4(을)직급으로, 기능직이 7직
급과 5직급을 거쳐 5(갑)직급으로, 별정직 계약직원이 8직급과 6직급을 거쳐 5(을)직급으로 변경30)되었다. 피고는 상기 불법파
24) 예를 들어 ‘특별한 사정’에 사업장의 예산이나 경영상 사정까지 고려될 수 있는 것인지,‘ 동종·유사 업무’범위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25) 기존의 불법파견 판결과 구분하여 후속 사건으로 분류하였으며, 2022. 2. 4. 확정 및 종결됨.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선고 2016가합503027판결. “한국전력공사는 1994. 1. 12. ‘원자력발전분야 인력최적화 방안’
을 세운 후 1994. 12. 9. ‘원전 비주력업무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
역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① 기존 발전소에 대하여는 냉·난방관리원, 열관리원,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
조원의 결원 발생시, ② 신규 발전소에 대하여는 발족 단계부터 각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
역업체에 위탁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1. 선고 2010가합135996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10302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판결.
28) 원고들의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음.
발전기술
지원업무

· 발전기술 지원업무는 발전보조업무와 발전운영부 보조업무로 나뉘는데, 발전보조업무는 보조보일러 점검업무, 가스설비
조작업무 등이고, 발전운영부 보조업무는 ‘운영직할실’에 상주하면서 서류 취합, 우편물 전달, 소모품 보충 등을 하는 업
무임.

변전소
보조원

· 변전소 보조원은 피고 직원 사무실에서 떨어진 옥외변전소 내부를 순찰하면서 기기 이상 유무를 외관으로 확인하고 발
전소에서 송전선으로 나가는 선로의 계측기들을 확인하고 변수들을 기록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
무를 주로 하여 오다가, 2009. 6. 8.경부터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일근자의 경우에는 피고 직원 전기팀 사무실에서 피고
정리직원이 시키는 도면정리, 이관작업 등 보조작업을 수행하거나, 직무에 대한 자습이나 자기계발을 하였음.

화학시료
채취

· 화학시료 채취원은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하는 일근직으로 주로 피고 직원 사무실에서 떨어져 있는 ‘전해염소설비’에서
염소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전극판에 생긴 이물질을 약품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작업인 산세정 작업을 수행함.

29) 후술할 가스기술공사 사건에서 정규직 전환 전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함께 이동하면서 관로검사 업무 등을 수행한 사
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는데 유사점이 있음.
30) 2009년 ‘인사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직원을 관리계열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은 6개 직급[1(갑)직
급, 1(을)직급, 2직급, 3직급, 4(갑)직급, 4(을)직급]으로, 기능직은 단일직급(5직급)으로 분류하였고 종래 기능직에게 적용되었
던 ‘7직급관리요령’ 대신 ‘5직급관리규정’을 제정함. 이후 2012. 8.경 무기계약직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
침’을 제정하였고, 2015. 10. 20. ‘기술담당원, 사무담당원, 후생담당원, 비서원, 전문담당원’에 적용할 5(을)직급을 신설하여 5
직급을 종래의 기능직 또는 7직급에 해당하는 5(갑)직급과 새롭게 신설된 5(을)직급으로 구분함. 이하의 내용은 판결문의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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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2016. 4. 23. 원고들을 복직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2012. 8.경 제정한‘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정하였고 2010. 12. 4.부터 복직 시점인 2016. 4. 23.까지 한빛파워로부터 지급받던 수준의 임금 또
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4(을)직급(기존, 일반직 6급)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4(을)직급 근로
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제1예비적 청구로
피고의 5(갑)직급 근로자(기존, 기능직)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했거나 제2예비적 청구로 5(을)직급 근로자(기존, 별정직 계
약직원)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4(을)직급 근로자 중 일부가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를 수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4(을)직급 근로자가 수행한 전체 업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4(을)직급 근로자가 수행한 전체 업무
의 양과 난이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하면 동·유사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는 5(갑)직급 근로자들의 업무와도 동종·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제1예비적 청구도 이유가 없으며, ‘무기계약직 관리지침’에 따른 임금이 용역업체의 임금수
준보다 높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추가 임금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3) 판결 및 주요 쟁점사항
법원은 동종·유사업무 판단에 있어서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로 본
다는 대법원 판례31)의 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판단했다. 먼저, 4(을)직급 근로자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원고
들이 4(을)직급 근로자로부터 업무 배정을 받고 지시 및 감독을 받은 점, 업무 범위와 책임 및 권한을 기준으로 할 때 낮은 단
계의 직급으로 보이는 점, 업무 내용이 일부 중복되나 4(을)직급 근로자들은 이에 더하여 추가업무32)를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의 강도나 양,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책임과 권한, 전문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제1예비적 청
구인 5(갑)직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상 5(갑)직급 근로자의 채용 요건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학력이나 전문적
인 기술·자격 보유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점,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단순·반복업무를 파견근로자에게 맡기는 파견근로
의 특성상 파견근로자가 고용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제에 존재하는 이상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33) 등
을 고려하여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판단34)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예비적 청구인 5(을)직급 근로자
정리한 것임.
계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31)
32)
33)
34)

2001.4.
6직급
기능직
계약 정류

2003.4.9.
6직급
7직급
계약 정류

직급 명칭 변경·직급 전환
2007.1.4.
2008.12.26.
6직급
6직급
7직급
7직급
8직급
6직급

2009.4.23.
4(을)직급
5직급
6직급

2015.10.20.
4(을)직급
5(갑)직급
5(을)직급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판결 등.
업무절차서 신규 작성 및 개정, 설비 시험 및 점검, 설비 설계변경 제안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기안문서 작성 등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판결.
1심은 원고들과 5(갑)직급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아니지만, 5(갑)직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
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심과 차이를 보임. 즉, 1심은 원고와 피고의 5(갑)직급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나, 5(갑)직급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중에서 가장 낮은 직급에 해당하여 ‘지위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7직급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
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파견근로자에게는 적어도 ‘사용사업주 소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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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35)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약직원 및 촉탁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
고들에게 5(갑)직급 근로자였다면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액과 원고들의 중간수
입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36)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업장처럼 용역근로자와 원청 근로자의 업무
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전환 또는 편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설정할지가 문제 된다. 판결에 따르면 원청 근
로자들 중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유무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며,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이 적용된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및 평가
대상판결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설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판단기준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도 쟁점
이 된다. 종래 공공기관은 기능직 등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공무직, 일반직으로 분류하고 일반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이 아닌 별도의 규정을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거
나 승진·승급·호봉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사업장에서 비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동종·
유사성 여부, 규정의 적용 관계, 차등적으로 설계된 항목의 정당성에 관하여 사용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운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근로자의 계약 형성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제
한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보유 기능과 기술, 역량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될 필
요가 있는데, 단순히 현재 수행 중인 업무만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 역시 실질적인 노동력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 나아가 법원은 향후 유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종·유
사 업무’의 범위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제시했어야 했으나 이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5(갑)직급 인정 근거를 살펴보면, 개별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명 및 판단37)한 것이 아니라 근로 수준을 비교하여 일괄적으로 결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대상판결 역시 대전 MBC 사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설정한 근로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 의사
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판결의 1심은 원고들과 5(갑)직급 근로자
들 간 수행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하면서도 4(을)직급 근로자 수행업무에 대한 보충적 지위가 유사한 점, 5(갑)직급 근로자
의 수행 업무에 비하여 가치가 낮지 않은 점을 들어 채용요건 및 필수업무 등에서 ‘지위 등의 유사성’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동일한 근로조건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위 등의 유사성’개념은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설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이 변경되어 동종·유사성 인정을 전제
로 근로조건 설정 기준을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가스기술공사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17가합102321 판결)

로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35)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36) 원고들은 피고 소속 7직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적용되어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으로 기준임금(기본급, 직능급),
기준 외 임금(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상여금 등(기본상여금, 기본성과
급 및 내부평가급, 장려금 및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을 지급받고,‘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임금(급식보조비, 교통
보조비, 난방보조비, 장기근속격려금, 원자력수력기술관리비)를 적용받게 되었음. 이 중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가족수당 등은 자격증 보유여부 및 근무조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됨.
37) 대상판결 내에서 5(갑)직급과 4(을)직급의 판단 기준도 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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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가스기술공사’라 함)는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로, 천연가스 공급설비에 대한 경
상정비 및 관로검사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경정비와 관로검사보조 업무는 협력업체에 다시 하도급하고
있다. 경정비 및 관로검사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17. 4. 해당 업무의 수행형태·방식이 ‘불법파
견’임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를 제기하였다. 경상정비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개별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루어지
는데, 사안마다 5~7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천연가스 공급설비에 대한 예방점검정비, 고장점검정비, 정기점검정비(완전분해정비),
성능 유지를 위한 구성품 교체·보수 및 개선 등의 업무를 통칭한다. 관로 업무는 2인 1개조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
면서 가스 배관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가스배관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관하여
확인 및 조치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가스기술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 7. 1. 상기 업무 수행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임시 고용하였고, 이후 2020. 1. ‘경정비직’으로 전환 완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정규직 전환 이후, 협력업체 소속 당시의 위법성(불법파견)을 전제로, 원고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가 가스기술공
사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직급과 호봉을 정정해 줄 것, 그리고 기존 협력업체 소속이었을 때 받았던 임금과 가스기술공
사 일반직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과의 차액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고, 퇴사자와 전환 제외자들은 상기 직
급 및 호봉으로 고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던 업
무 및 근로관계가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불법파견이 아니고,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보조적인 업무만
을 담당38)하였으므로,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을 피고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대다수39)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소송의 쟁점이 경
정비 업무와 관로검사 보조 업무가 하도급 업무로서 적정했는지에서 근로자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편입된 이후 호봉 및 임금
설정이 적정했는지로 변경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불법파견 인정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판결은 불법 파견도 판단하였다.

(3) 판결 및 주요 쟁점사항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고 인정되는 점, 기전업무(정비업무 중 기계 및 계전파트)와 관로정비 모두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이 함께 구
성된 작업조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의 원고들
에 대한 지휘·명령이 일반적인 도급관계의 수급인에 대한 지시를 넘어40) 직접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점, 협력업체들이 자
체적인 기술력 및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사업주인 피고
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지에 대해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소속 일반직 근로
자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수행
한 업무는 대체로 현장에서의 각종 설비 점검(기전팀), 관로 순찰 내지 측정(관로팀) 등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으로 피고
업무의 전체 수행과정 중 일부만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들은 피고의 업무 전 과정에 관여하였고 원
38) 경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기기 및 부품 세척, 도색작업, 공기구 및 자재 운반 현장 정리정돈 등의 업무, 관로검사 보조 업무에
서 배관망 주변의 부속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제초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39) 원고들 중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지 않은 원고들은 채용과정에서 인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피고 또는 협력업체
에 사직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채용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40) 법원은 도급관계의 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는 보충적 성격을 갖
는다고 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관계 지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함.

194

간접고용 등 근로자의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기준

고들과 달리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대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점, 피
고의 일반직이 수행한 업무를 원고와 비교할 때 업무의 양과 강도에서 차이41)가 있었던 점, 피고의 일반직이 도급계약에 따라
서 정비절차서 작성, 설비개선 제안, 발명신고 등을 수행한 점이 근거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직급 및 호봉 정정 청구는 모두 부정하였고,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2020. 6. 지원직 관리
요령 신설 전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두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에 관한 임금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원고들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면, 먼저 무기계약직 근무 중 사직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기간제 근무 중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피고의 고용의무 이행
으로 볼 수 없으나 일반직이 아닌 지원직으로 채용하라는 의사표시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거절된
원고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원고들의 경우, 이러한 사정이 사용사업주와의 법률관계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무기계약직인 지원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일반직 채용을 주장하여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및 평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라도 그 본질은 근로계약의 체결이므로 구
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계약의 자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계약체결의 자유만을 강조하면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개연성이 있어 파견법은 특칙을 규정42)하고 있다. 파견법이 사용사업주에게 동종·유사업
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한 이유는 파견법의 목적에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 확립도 포함되어 있고,43) 사업장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분쟁을 예방하며, 궁
극적으로 사업장 조직에 적절하게 융합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는 경우 기존의 파견근로
계약 관계에서 적용받았던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정한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최저 수준으로 하여 파견근로자
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44)라고 판단된다.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스기술공사의 일반직 근로자들
은 대체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협력업체 또는 직접고용 근로자들은 이들의 업무 중 일부
를 보조자의 지위에서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강제로 사업장 외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형성할 의부를 부담45)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설정까지 제한된다. 하지만 파견법 제6조의2는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노동법 원칙의
예외이자 특칙에 해당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원고들
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판단 근거로 업무의 단순성과 반복성(전문
성과 기술성),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업무의 양과 강도의 차이, 기타 추가업무 수행 여부 등이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사건에서 4(을)직급 근로자 비교에 사용된 기준인 업무의 강도나 양,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책임과 권한, 전문성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준 역시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평면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근로자의 입직 경위, 교육·훈련 등을 통한 직무수행능력이나 역량 차이가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았다.

41) 일반직들은 현장업무 전후에 작업계획수립, 한국가스공사와 협의,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사무업무를 수
행하였는데 이는 피고 업무에서 상당한 정도의 분량과 중요성을 차지하는 한편,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의 서류 및 보고업무 역
시 지사의 인원 구성, 직급 체계에 따른 업무 분장을 놓고 볼 때 상당한 정도의 업무강도와 양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42) 박수근, “파견법상 직접고용에서 쟁점과 해석”, 「노동법포럼」(15), 2015, 198-199면.
43)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44) 오세웅,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고찰”, 「강원법학」(제48권), 2016, 412면.
45) 다만, 이는 파견법 위반에 따른 효과이므로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측면이 있음. 하지만 이것이 이후
의 근로조건 설정의 제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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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대전MBC 사건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여전히 기간제법 적용을 전제로 차별적 처우라고 판
단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 후속 사건과 가스기술공사 사건은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동종·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다. 대전MBC 사건에서는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고 판단한 것에 비하여, 한국수력원자력
후속 사건과 가스기술공사 사건에서는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
로조건 설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고, 없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근로조건 설정도 가능46)하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1] 간접고용 등 근로자의 사업장 편입 관련 주요 판결의 내용
구분

대전MBC 사건

한국수력원자력 후속사건

한국가스기술공사 사건

적용법령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파견법 제6조의2
직접고용의무

파견법 제6조의2
직접고용의무

인정

인정
(1심 부정이었으나 2심에서
변경)

부정
(다만, 지원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주장
부존재)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질이나 양

4(을)직급 - 업무의 강도나
양,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책임과 권한, 전문성,
5(갑)직급 – 채용요건의
유사성, 수행업무의 유사성

업무의 단순성과
반복성(전문성과 기술성),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업무의 양과 강도의
차이, 기타 추가 업무의 수행
여부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
존재여부

동종·유사업무
판단기준

사업장에 새롭게 편입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설정할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동종·유사업무의 판단기준
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아직까지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MBC 사건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법 문언을
확대해석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후속 사건 1심은 동종·유사업무를 부정하면서도 ‘지위 등의 유사성’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결정했다가 2심에서 이를 변경하여 동종·유사업무를 인정하였다. 핵심 내용의 판단이 정반대로 달
랐음에도 불구하고 5(갑)직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점은, 법원의 판단이 법이론에 근거한 논리
적 귀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을 결정한 이후 논리를 재구성한 것이라는 비판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법
원이 근로관계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범위를 넘어 개별 근로계약의 적정 근로조건 수준까지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
는 태도도 감지되는바,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법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스기술공사 사건에서는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의 존재가 부정47)되었다. 기존의 정규직(일반직) 근로자들의 경우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이후 용역업체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여 권한과 책임이 컸으나, 이에 비하여 원고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살펴본 주요 판결에서 동종·유사업무의 판단기준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현재의 수행업무만을 기준으로 할 뿐 직
46) 다만, 가스기술공사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일반직과의 동종·유사성이 부정된 것 외에 다른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아 명시
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47) 만약, 파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파견법 제6조의2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자유
롭게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196

간접고용 등 근로자의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기준

무능력이나 역량, 교육 훈련의 이수, 입직 당시의 평가와 중·장기적인 기대 역할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점48)은 문제
소지가 있다. 또한 업무의 강도나 양, 난이도, 책임 및 권한, 전문성이나 기술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판례의 태도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동종·유사업무
및 근로조건 설정 기준의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Ⅲ. 동종·유사업무 판단 및 근로조건 설정 기준
1. 문제의 소재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직접고용의무 등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개념은 동종·유사업무 개념의 정의와 적용 범
위다. 기간제법은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으로만 ‘동종·유사업무’개념이 사용되지만, 파견법은 차별적 처우뿐만 아니라 파
견법 위반으로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기준으로‘동종 또는 유사업무’가 적용된다. 특
히, 파견법의 경우 동종·유사업무가 근로조건 설정과 직결되므로 개념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동종·유사업무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판례의 태도 확인 및 비교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과 관련된 비교법적 검토는 외국 국가의 파견법 적용 관계를 중점
적49)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가 사업장에 편입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자의적으
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균등대우 또는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역시 근로조건
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차별금지 개념은 폭넓게 사
용50)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동일노동이 통상
적인 노무 제공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동일가치노동은 노동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의 동일성
을 판단하는 개념51)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정책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는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되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52)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해당 개념을 사용
하였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간접고용 등 근로자의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 기준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판례의 경향
(1) 최근 판례의 경향
기간제법의 동종·유사업무 판단기준 관련, 최근 판례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강원랜드 기간제 딜러 사건53)에서 비교 대상
48) 다만, 한국수력원자력 후속 사건에서 5(갑)직급 근로자 비교과정에서 ‘채용 요건’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대략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그친 것으로 판단됨.
49)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 대상으로서 동일가
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와 관련하여 전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비교대상근로자’
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회법연구」(제35호), 2018, 232-250면 참고.
50) 대표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이 있
음.
5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6, 245면.
52) 관계부처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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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으며 직제상 존재하는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시간제 교
원 차별 사건54)에서는 비교 대상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
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민간조리원과 조리 직렬 기능군무원 차별시정 사건55)
에서는 부수적인 업무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주된 업무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육군사관학교 육아휴직 대체
인력 근로자 차별시정 사건56)에서는 직제변경이 없는 한 원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와 대체근로자가 비교 대상이 된다는 점
을 밝혔고, 부수적인 업무를 일부 더 수행한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파견법의 동종·유사업무 판단기준과 관련된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한국GM사건57)에서 법원은 구 파견법의 고용 간주
조항은 헌법위반이 아니며 취업규칙 적용 및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서 고용 의제 시점에서 정규직 직급 중 가장 낮은
직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도로공사 사건58)에서는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협력업체에서 정한 근로조
건이 적용되거나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같은 가치’의 근
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 동종·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직종·직군이 명
확히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임금이 설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동종·유사업무의 범위를 현재 수행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므로 적절
하게 운용되면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지만 법원·심급별로 일관성 있는 판단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남해화학 사건59)에서는 동
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현대
자동차 사건60)에서는 원고들61)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53)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판결. 사용자는 직제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정규직 딜러를 비교 대상 근로자
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임금 항목 중 일부(호텔봉사료 등)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함.
54) 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101975판결. 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에는 요구되지 않는 경우처럼 양자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절차
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현저한 질적 차이’에
이르지 못하는 차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합리적 이유’의 판단 근거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법원은 이
에 따라 유치원의 시간제 기간제교원과 정교사는 담당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함(방
과후 강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음).
5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판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비교 대상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
자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기간제 근로자와 조리 직렬 기능군무원 모두 조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조리직렬 기능
군무원의 행정업무 수행 및 교육·훈련 참가는 하나 부수적인 정도에 불과하여,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
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함.
56)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450판결. 사용자가 사서 직렬 군무원인 전임자에게 사서수당, 명절휴가비, 성과
상여금,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인을 불리하게 차별
하여 처우한 것으로 판단함.
57) 부산고등법원 2016. 1. 21.선고 2015나130, 147 판결. 구 파견법은 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5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5034 판결. 법원은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동등한 지위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에 비추어 같은 가치의 근로를 제
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
서 예정한 조무원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등이 원고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조무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하
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함.
59) 대법원 2016. 1. 14.선고 2013다74592판결. 원고들이 4급 현장운전원(전문기능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원고
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중 4급 현장운전원(전문기능직)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함.
60)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49625 판결. 법원은 동종·유사업무 판단에 있어서 불법파견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됨(“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실제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나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
도급계약 체결 방식을 통하여 피고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공정의 경
우 피고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하지만 업무의 연동이나
대체, 비상상황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원청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 등은 업무의 동종·유사성보다 도급계약의 목적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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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동종 또는 유사업무 판단에 있어
서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평가
살펴본 것처럼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동종·유사업무 해당성에 따라
서 결정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동종·유사업무’판단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구별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례를 살펴보면, 사안에 따라서 동종·유사업무의 판단기준이 달라져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
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건에서는 동종·유사업무의 범위를 ‘같은 가치의 근로 제공’으로 확대되었고, 현대자동차 사건
에서는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법원이 일반정규직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있는
간접고용 등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적인 인식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적정 근로조건 수준까지 적극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법관의 법 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편, 사용자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동종·유사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만 균등처우 또는 동일가
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종·유사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
우의 근로조건 설정은 법원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닌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교법적 검토
(1)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의 입법지침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62)은 정상적인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균등대
우 원칙63)을 정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취업조건은 최소한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에 의해 동일한 일자리에 직접 채용
되었더라면 적용받았을 근로조건에 상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 내의 동일한 일자리가 기준이 됨을 밝히고 있다. 또
한, 파견근로자가 파견기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며, 노사단체와 협의 후 노사당사자에게 회원국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전체적 보호가
준수되는 한도 내에서 파견근로자의 중요 근로·취업조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열거된 규정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을 유지 또는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노사간 협약자치를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다만, 사용사업주 또는 사용기업이 이러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했을 때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취업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참고로 ‘기간제근로자지침’64) 은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가능한 상용근러자’를 자격·기술을 적절히 고려하여 동일 사
업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근로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가능한 상용근로자가 없는 경우 비교는 적용가능한 단체협약, 또는 적용가능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 국내법, 단체협약
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징표에 가까운 것임.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불법파견으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업무
도 동종·유사한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음.
61) 이들은 직접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물류, 출고 등 간접생산공정에 종사하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와 관련해서는 이달휴,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노동법논총」(제40집), 2015, 116-121면 참고.
62) 근로자파견영역에서 EU지침(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November
19, 2008).
63) 한국노동연구원, 「EU노동법전」, 생각쉼표&㈜휴먼컬처아리랑, 2016, 542-542면.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제5조 균등대우 원칙
1. 사용기업에 대한 파견기간 중 파견근로자의 근로·취업조건은 최소한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에 의해 동일한 일자리에 직접 채용되었더라면
적용받았을 근로조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기업 내에 적용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규정은 법률, 명
령, 행정규칙, 단체협약 그리고/또는 그 밖의 일반규칙에 의해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한다;
64) Council Directive 1999/70/EC of 28 June 1999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work
concluded by ETUC, UNICE and C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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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관행에 의하도록 규정65)하고 있다. 해당 지침 역시 차별금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편입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독일 근로자파견법
독일 「근로자파견법」제3조 제1항 제3호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의 비교
가능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을 포함한 중요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파견사업주가 균등대우 원칙을 위반하
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66)의 파견허가 및 연장이 취소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에 의하면 균등대우 원칙과 관련하
여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비교 가능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을 포함한 중요 근로조건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
에 정하는 약정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종업원과 균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67) 근로자파견법의 중요 근로조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근로에 대한 보수(임금) 외에도 여러 근로조건(근로
시간, 연장근로, 휴가, 휴게시간, 야간근로, 유급휴가, 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되며,68) 그 외 EU지침, 모성보호법, 청소
년보호법,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 규정도 기타 중요 근로조건에 포함된다.69)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사업주는 해당 근로자파견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고 있을 것을 기재하여야만 하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
로자가 할 업무의 구체적 내용, 필요한 직업능력, 파견근로에 대한 해당 사무소에서의 ‘비교 가능한’ 근로자가 어떠한 근로
조건을 적용받고 있는지(임금포함)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법은 ‘비교 가능한’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
나 연방정부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
인가의 여부는 실제 업무 내용만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과 책임, 정신적 및 육체적 부담 등과 관련70)되어 있다. 동
일한 사업장에 비교 가능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사업장의 근로조건71)이나, 동일한 산업 내에서의 비교 가능
한 직무를 기준72)으로 한다.73)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0조는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의 효과를 규정74)하고 있다. 파견사업주가 파견허
65) 한국노동연구원, 「EU노동법전」, 생각쉼표&㈜휴먼컬처아리랑, 2016, 521면. 기간제근로지침 제3조
66)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노동법전」, 생각쉼표&㈜휴먼컬처아리랑, 2016, 853면.
근로자파견법 제1조 허가의무 파견사업주로서 경제적 활동의 범위 내에서 제3자(”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근로자”)를 파
견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허가를 요한다.
67) 김희성, “유럽연합 및 독일의 파견근로와 균등대우-근로자파견법과 단체협약의 관계-”, 「노동법논총」(제29집), 2013, 332면.
68) Lorenz in. Wolfgang Daubler /JensPeter Hjort/Dieter Hummet/Martin Wolmerath(Hrsg)., Arbeitsrecht. § 3 AUG.
Rn22(김희성, 앞의 글, 334면에서 재인용).
69) 김희성, “유럽연합 및 독일의 파견근로와 균등대우-근로자파견법과 단체협약의 관계-”, 「노동법논총」(제29집), 2013,
334-335면.
70) ErfK.,Aufl.2008. § 3 A UG, Rn23. (Wank)(김희성, 앞의 글, 335면에서 재인용).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정규근로자의 직
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규근로자가 비교 가능한 근로자가 된다.
71) ErfK.,Aufl.2008. § 3 A UG, Rn22. (Wank)(김희성, 앞의 글, 335-336면에서 재인용).
72) Thhusing, Equal pay bei Leiharbeit, DB 2003, 446-447(김희성, 앞의 글, 336면에서 재인용).
73) 김희성, “유럽연합 및 독일의 파견근로와 균등대우-근로자파견법과 단체협약의 관계-”, 「노동법논총」(제29집), 2013,
335-336면.
74)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노동법전」, 생각쉼표&㈜휴먼컬처아리랑, 2016, 873-874면.
제10조 무효의 효과, 근로조건 보상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 (1)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무효
가 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을 하기로 한 시점에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을 한 이후에 무효가 된 때에는, 무효와 동시에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
립된 것으로 본다. 파견기간에 정함이 있고 기간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문에 따른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근로관계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문에 따른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합의
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제1문에 따른 근로관계의 내용과 기간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적용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최소 파견사업주와 합의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4) 파견사업주는 파견기간 동안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있는 비교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임금을 포함한 중요
근로조건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파견근로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이 이와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는 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게 이 단체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략). 제9조 제2호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무효로 되
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있는 비교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임금을 포함한 중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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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에 직접고용 관계로 간주한다. 독일 근로자파견법상의 직접고용 간
주규정은 무허가 근로자파견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와 파
견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이를 변경 또는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직접고용이 간주된 근로관계의 근로조건은 원칙적
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 정해지는데,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원칙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 먼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고용 의제로 인해 성립된 근로
관계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합의했던 근로시간이 적용되며, 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사업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
와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0조 제1항 5문은 파견근로 계약에서 정한 임금수준
이 파견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최소한 파견사업주와 합의했던 임
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75)
독일 근로자파견법상의 직접고용 간주규정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할 뿐, 사적자치원칙에 의
해 보장되는 계약 내용의 자유나 계약종료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 직접고용 간주로 인해 성립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규정한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0조 제1항 제2문 내지 제5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는 상호 합의를 통해 개
별 근로조건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또한, 쌍방의 합의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 의제된 근로관계를 해소시키
거나 합의 해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76) 즉, 파견근로자의 작업조건과 임금 등은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고용 기간도 이미 무효가 된 계약에서 합의한 기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에게 특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는 않을 것으로 판단77)된다. 정리하면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비교 가능한 근로자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방정부에 의
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판단기준으로 실제 업무의 내용만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필
요한 자격과 책임, 정신적 및 육체적 부담까지 고려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동종·유사업무 범위 판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3) 일본 파견법
일본 「파견법」78) 제40조의6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지업무에 대한 파
견(동법 제4조 제3항), 무허가 파견사업주79)로부터의 파견(동법 제24조의2), 파견가능 기간을 초과한 파견(동법 제40조의 2)을
행한 경우, 그 시점에서 노동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해당 노동자파견과 관련된 파견노동자에 대하여, 그 시점의
파견노동자 관련 노동조건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노동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그 행한 행위가 각 호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일본 파견법은 불합리한 대우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법 제30조의3에 따르면 파견원 사업주는 고용하는 파견노동자
의 기본급·상여 및 그 밖의 대우에 대하여, 파견처에 고용된 통상노동자의 대우와 비교하여, 해당 파견노동자 및 통상노동자
의 직무 내용, 직무 내용·배치 변경 범위·그 밖의 사정 중 대우의 성질 및 대우를 행할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일본의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간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역시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며 행정해석 역시 동일한
을 보장하여야 한다.
75) 김기선, “독일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 -(구)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직접고용의무)규정과의 비교-”, 「노동법
학」(46), 2013, 10-11면; 14-15면 참고.
76) 김기선, “독일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 -(구)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직접고용의무)규정과의 비교-”, 「노동법
학」(46), 2013, 20-21면 참고.
77) 김희성, “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과 고용의무조항의 법적효과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포럼」(18), 2016, 139면 참고.
78)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
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79) 동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사업주를 ‘파견원 사업주(派遣元事業主)’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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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80).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파견근로 계약에서 설정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파견법의 규정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이 파견근로를 업종의 한
형태로 이해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임시적이고 예외적인 비정규직 활용형태로 보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비교법적 검토 의의
독일·일본 입법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근로조건 설정에 관한 규정은 사적자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직접고용 이후의 근로조건 설정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파
견근로관계에 따르도록 하되 예외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파견법이 직접고용 간주로 인하여 성립된 근로계약의 내용
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상호 합의로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일본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종·유사업무 인정을 통해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향 조정하려는 판례의 태도는 문제 소지가 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를 절대적 보호 대상
으로 보아 사용사업주를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왜곡된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바로잡고 직접
지휘명령을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근로조건 상향을 지향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현행 파견법의 동종·유사업무 기준은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며, 동
종·유사업무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의 설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법 문언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다. 한편, 독일연방정부는 동종·유사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실제 업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과 책
임, 정신적 및 육체적 부담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4. 동종·유사업무 및 근로조건 결정 기준의 정립 필요성
(1) 문제의 소재
살펴본 것처럼 법원은 동종·유사 업무의 해석에 있어 일관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판례는 실질적으로 동종·유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위 등의 유사성’이나 ‘같은 가치의 근로 제공’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유사업무의 범
위를 어떠한 설정할 것인지, 이에 따라 기간제 또는 하도급 근로자가 사업장에 편입될 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 근로조건을 설
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며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평등과 균등대우 원칙,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 경영상의 의
사결정의 자유, 차별과 격차 개념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

(2) 헌법상 평등과 균등대우 원칙
「헌법」상 법 앞의 평등81)은 단순히 법원리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공권으로서 기본권이다.82)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80) 변양규·이수정, “최근 일본
81)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8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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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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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평등권에 위반된다.83) 개별 노동관계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하여 제한 없는 차별적
처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헌법」상 평등권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균등대우 원칙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노무나 그 밖의 업무수행이 동일한 가치를 가질 때에는 그 근로자들에 대
하여 임금·기타 대우에 관하여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에 반하며, 차별받는 근로자의 인간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
는 남녀의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 기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4) 균등대
우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나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85) 대법원86)은 ‘차별적 처우’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라
고 판시하고 있다.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
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제8조). 동일노동이 객관적인 노동력의 분류기준 방식이라면 동일가치노동은 근로에 투입된 개별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개념에 가깝다. 노무 제공은 근로자의 인신을 직접적인 매개체로 하는 특성이 있어 개별 근로자의 인격,
기량, 숙련도, 경험 등 정성적 요소가 가미되는데 동일가치노동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고 볼 수 있다.87) 대법원88)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으로 법상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외에도89)‘근로자의 학력·경
력·근속연수 등의 차이’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기
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 직무 특성에 더하여 개별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그리고 기타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될 수 있다.

[표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 기준
근거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대법원 판례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추가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기타 사정의
종합적 고려

비고
판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남녀 간
차별이 아닌 일반 근로관계에 확대하여 적용
기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열거한
내용 외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양한
판단기준 적용 가능

(4) 경영상 의사결정의 자유와 근로조건 격차 설정
83)
84)
85)
86)
87)
88)
89)

한수웅, 「헌법학」 , 법문사, 2020, 580-594면 참고.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226-227면 참고.
김형배·박지순, 「노동법강의」, 신조사, 2020, 76면.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이재현, “최저임금제도의 법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76면.
2011. 4. 28. 선고 2011다6632 판결
판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
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
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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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은 「헌법」 제11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및 제15조를 그 법적 기초로 하며 기업주의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자유도
같은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다.90) 기업의 운영·활동에는 ‘기업주의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된
다.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 운영은 불가능한데, 기업의 목적활동은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이다.91) 따라서 경영상 의사결정의 자유는 경영권의 필요불가결한 실현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92) 이러한 점을 고
려하면, 명백히 노동법상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조건, 특히 개별 근로자나 특정 근로자 집단의 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
할지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면서 임금 배분에 관한 고유의 인적자원관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도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등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편, 노동법상 차별의 개념은 명확해야 하며 단지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차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격차의 해소’와 ‘차별의 시정’이 구별될 필요가 있다. 노동법상 차별이란 마땅히 제공되어야 하는 근로관계 상 이
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발생하며 차별금지는 불이익 처우 금지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격차’라고 하는데, 이익 처우에 따라 발생된 격차는 원칙적으로 노동법
상 금지 또는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93) 임금관리의 목적은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제공 근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
라, 조직 내·외부의 공정성 확보, 동기부여, 조직 기능 증대, 종업원의 생활상 안정 등94) 다양하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은 해
당 근로자의 수행업무, 직무 관련 경험, 숙련도, 역량 등에 따라서 달리 설정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노동법이 금지하는 차별
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격차의 발생은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평가 및 소결
근로조건 설정과 관련하여 헌법상 평등 및 균등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적정 근로조건 수준을 법원이 결정하겠다는 태도가 일부
확인된다. 즉, 법원은 동종·유사 업무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거나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
서, 적정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명확하고 일관적인 판단기준이 정립되
지 않아 판결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
로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과 판례는 차별금지원칙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원칙을 통해 이러한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차등 설정도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원칙이 아닌 예외에 불과하므로 지나친 확대해석은 경계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므로, 간접고용 등 근로자의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을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차등적으로 설정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에는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90) 김희성,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간주규정의 위헌 여부”, 「안암법학」(제42권 제42호), 2013, 730-731면
참고.
91) MünchArbR/Berkowsky, §138 Rn.16f(김희성,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간주규정의 위헌 여부”, 「안암
법학」(제42권 제42호), 2013, 730면에서 재인용).
92) Berkowsky, §138 Rn.24(김희성,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간주규정의 위헌 여부”, 「안암법학」(제42권 제
42호), 2013, 730면에서 재인용).
93) 권혁·김희성, 「최근 주요 노동판례 평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0, 27면.
94) 김영재·김성국·김강식, 「신인적자원관리」, 탑북스, 2010, 414-41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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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용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차등설정권
1. ‘입직의 경로’에 따른 차등설정 가능 여부
(1) 입직 경로에 따른 근로조건 차등 설정 인정 판례
대법원95)은, 정부종합대책96)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임용경로
의 구분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임용경
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종합대책에 따른
전환 근로자와 일반직 임용 및 직렬 통합에 따른 자동 전환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이 비교 대상자로 지목한 다른 일반직 근로자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는‘임용경
로’의 차이 때문이다. 다른 일반직 근로자들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전환된 반면,
비정규직이었던 원고들은 공개경쟁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업무 직렬이 아예 없어진 것과 달리 비정규직 직원이 존재하는 상태
에서 2년을 초과한 원고들만 전환된 사정이 있었다.97) 또한, 당시 기간제법 시행 및 비정규직 전환정책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대규모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원 관리 및 비용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의의 및 평가
기업에서 인적자원을 선발(selection)하는 것은 직위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의 숫자를 줄여서 기업이 원하는 인적자
원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98) 기업은 선발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검증하는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는 근로자
의 채용이 기업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채용희망자는 채용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른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보상수준 등 근로조건 설정에 있어서 입직 이후의 장기적인 승진·보상·경력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노동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처럼 정식채용 또는 임용절차를 거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격차를 일괄적으로 차별적 처우로 보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강제하는 노
동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궁극적으로 사용자·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임용경로를 무시하고 근로계약 성
립 이후 일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평등권에 반할 소지도 있
다. 만약, 근로조건 설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무시된다면 이는 곧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설정한 입직 경로의 차이가 합리적이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능력과 역량이 검증이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임금의 차등 설정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

2. 동종·유사업무 및 근로조건 설정 기준의 제시
(1) 새로운 기준의 정립 필요성
살펴본 것처럼, 법원의 동종·유사 업무에 관한 해석은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자의 임금

95)
96)
97)
9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판결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6.
심재진,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무기간 불인정의 정당성”, 「법과기업연구」(7(2)), 2017, 84면, 89면 참고.
김영재·김성국·김강식, 「신인적자원관리」, 탑북스, 2010,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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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 관한 경영상의 판단과 권리도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동종·유사업무의 범위와 사업장 편입 근
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기준을 명확하기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후속 사건에서 법원이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업무의 강도나 양,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책임과 권한, 전문성을 제시했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 사건에서
업무의 단순성과 반복성(전문성과 기술성),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업무의 양과 강도의 차이, 기타 추가 업무의 수행 여
부를 고려하였다. 한국도로공사 대구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도 판단기준이 되었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
연방정부가 제시한 업무에 필요한 자격과 책임, 정신적 및 육체적 부담 등이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입직 경로
의 차이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준으로 한 직무능력과 역량의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3] 동종·유사업무 판단시 고려 요소
구분

판례의 인정기준

비교법적 검토

현재 수행업무
기준

업무 내용(단순성, 반복성, 기술성,
작업조건 등)과 범위,
업무 질(강도, 난이도)과 양,
책임과 권한,
전문성,
추가 업무 수행 여부

정신적 육체적 부담, 책임

객관적 가치
속성

학력, 경력, 자격,
근속연수, 채용요건 유사성

자격

주관적 가치
속성

노력

추가 고려사항

교육훈련 이수,
입직 경로 차이
직무능력, 역량

현재의 동종·유사업무 판단기준은 지나치게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이 확인된다. 임금 설정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특정 업무에 대한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
서 동종·유사업무의 판단에는 업무에 관한 평가와 함께 사용자가 평가한 자격, 교육훈련 이수, 입직경로의 차이, 직무능력과
역량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입법·정책적으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외에 객관적·주관적 가치 요소와 세부
요소까지 법령에 명시99)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업무의 질과 양, 전문성, 권한과 책임 등의 개념의 경우, 이를 더욱 명
확히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제공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합리성 심사 기준의 마련
살펴본 것처럼, 현행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동종·유사업무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조
건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조건 차등 설정에 관한 원칙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100)가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할 때 동종·유사 업무의 존재 여부와 함께 차
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를
99)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의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8조(임금)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
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0) 대법원 2012.3.29.선고 2011두2131판결 외.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
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
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
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
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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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편입시키는 경우, 근로조건 설정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 판단에 관한 적절한 합리성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
체적인 합리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01)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102)이 제시한 합리성 판단기준인 업무내용과 책임이 독
자적인 업무 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크게 나는지, 배치전환 유무, 간이업무 대체 경위, 추가 보충업무나 관리자(매니저) 업무 수
행 여부, 등용(채용) 경위 등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가 존
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차등적 설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쟁점은 ‘전환’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
는 사업장 편입 또는 전환 이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나, 법원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정립·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근로
자의 적정 근로조건을 적극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
나, 그전에는 법원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립·제시할 필요가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파견법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가 특
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사용
자-근로자의 의사를 왜곡하며, 나아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정할 보상관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이 법 규정의 해석 권한을 넘어서 특정 사건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적정 수준을 직접 결정하려는 것은 노동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동종·유사업무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처럼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개념 해석의 간극을 줄일 필요
가 있다. 기준 설정에는 현재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입직 경로와 직무능력, 역량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조건의 차등 설정에 관해서는 ‘합리성’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서 동종·유사업무 존재 여부와 함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점
에서, 근로조건의 차등적 설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 설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와 경영상 판단
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101) 대법원 2002.2.26.선고 2000다39063판결.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102) 박수경, “최근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관련 최고재판소 판결의 주요 내용”, 「노동법률」(2020.12), 2020 참고. 大阪医科
大学(賞与不支給), 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 令和2年10月13日(地位確P等請求事件); 東京メトロ(退職金不支給), 最高裁判所第三
小法廷, 令和2年10月13日(損害賠償等請求事件); 日本郵便(東京)事件,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 令和2年10月15日( 地位確P等請
求事件); 日本郵便(大阪)事件,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 令和2年10月15日( 地位確P等請求事件); 日本郵便(佐賀)事件, 最高裁判所
第一小法廷, 令和2年10月15日(未払時間外手当金等請求控訴, 同附帯控訴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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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임금의 관계
박 윤 수
숙명영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의 관계1)

2022년 6월 고용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원고
박윤수(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과근로시간이 긴 일자리일
수록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은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용이 경직적이
라고 알려진 대기업, 정규직, 장기 근속자의 경우 각각 중소기업, 비정규직, 단기 근속자에 비하
여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 간 음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실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는 기본급 등 통상임금의 비중이 낮은 한
국 특유의 임금 체계와 긴밀히 연관되고, 고용이 경직적인 부문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핵심 주제어: 근로시간, 임금, 초과근로시간, 통상임금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00, J30, J50

1. 서론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제50조), 사용자와 근로
자가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제53조). 단, 연장근로를 실
시할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56조
의 제1항). 또한 휴일에 실시되는 휴일근로, 야간(오후 10시와 오전 6시 사이)에 실시되는 야간
1) 본 고는 박우람·박윤수(2019)의 제3장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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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6조의 제2
항).
이처럼 초과근로에 대하여 국가가 사용자에게 임금 할증을 의무화하는 취지는 사용자의 초과
근로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초과근로로 인하여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
는 비용은 초과근로 임금 할증률과 정상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예: 통상임금)을 곱한 값이므
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정상근로에 대한 임금 수준을 낮추어 비용
부담을 회피 또는 완화할 할 유인이 있다. 한편,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상근로에 대한 임금 보상
이 낮을수록 초과근로에 참여할 금전적 유인이 크고, 그 정도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이 높
을수록 강화될 것이다. 초과근로에 대한 높은 임금 할증, 정상근로에 대한 낮은 보상, 그리고 장
시간 근로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공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고용이 경직적인 경우일수록 심화될 수 있다. Bell and Hart(2003)는 고용이
경직적인 경우 정부가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률을 높이면 사용자와 노동자는 정상근로에 대
한 시간당 임금을 낮추는데 합의할 유인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Bell and Hart(2003)의
논의를 참고하여  명의 동질적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생각해보자. 이 기업이  명의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  )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식 (1)에서  는 정상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straight-time hours)을 의미하고, 는 정
상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의미한다. 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률을 의미하고,  는 초
과근로시간(over-time hours)을 의미한다. 기업의 노동비용 구조가 식 (1)과 같이 주어진 상황
에서 가 상승한다면, 기업은  를  으로 대체하거나,2) 아니면 를 낮추는 방식으로 의 상승
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를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안 중 기업이 무엇을 선택할 것
인지는  과 의 조정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고용이 경직적이어서  을 조정
하기가 어려울수록 기업은  를  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를 낮추는 방식으로 의 상승에 대응할
유인이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이상희 외(2016)는 한국의 연장근로 임금 할증이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규직에 대한 높은 보호수준과 연장근로에 대한 높
은 임금 할증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구조가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유선(2017)은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광범위한 예외 적용과
정부의 탈법적 법 해석 및 집행, 비정상적으로 낮은 통상임금 등을 강조하며, 사용자는 신규 채
용보다 연장근로를 선호하고 노동자는 연장근로를 통한 소득 증대를 선호하는 ‘노사 담합’의 가
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2) 물론, 의 상승은 기업의 한계비용을 상승시켜 최적 생산량과 고용(  )을 감소시키는 음의 규모효과(scale
effect)도 발생시킬 것이므로, 의 상승이 반드시  의 순증가로 이어질지는 이론적으로 불분명하다.

214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임금의 관계

현실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 요건 이외에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선호와 협상
력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초과근로 임금 할증률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수준이나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3) 만약 주요국 대비 높은 한국의 초과근로 임금 할증률이 사용
자로 하여금 정상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게끔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초과근로에 참여할 유인을 강화하였다면, 초과근로시간이 긴 일자리일수록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은 낮은 경향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만약 고용조정 비용이 높을수록 사용
자가 신규 채용보다는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초과근로 임금 할증에 따른 비
용 부담을 완화한다면, 고용이 경직적이라고 알려진 대기업, 정규직, 장기 근속자의 경우 각각
중소기업, 비정규직, 단기 근속자에 비하여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 간의 음의 상
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견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2. 자료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원시자료를 분석에 활
용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민간부문4) 사업체 33,000여개의 임
금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일수, 근로시간, 급여 등
의 정보를 조사한 자료이다(고용노동부, 20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원시자료의
조사기준 기간은 2017년 6월 급여계산기간이고, 조사는 동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이는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018년 7월보다 약 1년 앞선 시기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조사 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세부 항목별로 조사하였
다는 특징이 있다. 근로시간의 경우,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실근로시간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소정실근로시간이란, 사업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의 정규적인 업무개
시와 종료시각 사이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소정실근로시간을 식 (1)의  의 척도로 해석하였다. 초과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실
제로 근무한 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포함한다(고용노동부,
2017).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초과실근로시간을 식 (1)의 의 척도로 해석
하였다.

3) 고용노동부(2019)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25% 이상의 할증률을 적용할 것을 권고
한다. 영국과 독일은 연장근로 할증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고 단체협약으로 결정한다. 일본은 대체로
25~50%의 할증률을 적용하나, 1개월 간 6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적용한다. 프랑스
는 단체협약으로 10% 이상의 할증률을 적용하거나, 단체협약이 없을 경우에는 첫 8시간은 25%, 그 후는 50%
를 적용한다. 미국은 한국과 동일하게 50%의 할증률을 적용하나, 적용 대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4.5%에
불과하다.
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교육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가사서비스업, 개인 운영 농립어업
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용노동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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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경우, 정액급여, 초과급여, 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전년도 특별급여)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정액급여란,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예: 연 ‧ 월차유급휴가근로수
당)등으로 구성되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정액급여를 소정실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급여로 해석하였다. 또한 정액급여를 소정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결
과를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으로 정의하고 식 (1)의 에 대한 척도로 해석하였다. 초과급여는 연
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초과급여를 초과실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급여로 해석하였다. 끝으로 전년도 특별급여는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된 각종 상여금을 의미한
다.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원시자료에는 근로자 967,338명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967,338명 중 근로시간과 급여에 대한 정보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누락된 2,443
명을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17년 6월 당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집단 중 데이터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식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
였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48,011명을 제외하였고, 남은 표본 중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기준 관리자(14,101명)와 농림어업숙련 종사자(3,939)명을 제외한, 898,844명을 일차
적 분석 표본으로 설정하였다.6)
<표 1>은 앞 문단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선정된 분석 표본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 분포를 제시
한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조사된 2017년 6월 중 실근로시간
을 30으로 나누어 일 평균 실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일 평균 실근로시간에 다시 7을 곱하여 산출
하였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의 중위수는 39.2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조금 못 미치
는 수준이었다. 제 99백분위수는 67.2시간으로 조사 기준시점 당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해
석에 근거한 최대 근로시간인 1주 68시간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댓값은 무려
119시간(또는 1일 평균 17시간)에 달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제11조, 제63조)
이거나 특례 대상(제59조)이지만 데이터에서 식별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근로기
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 및 특례의 적정 범위, 법 위반 가능성 등은
법·제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본 연구의 초점(장시간 근로의 경제적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6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평균 초과실근로시간이

5) 고용노동부(2017)에 따르면, 특별급여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과 일시적 · 불
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변동상여금을 포함한다. 고정상여금은 사실상 소정실근
로시간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의 특별급
여 정보는 조사기준 시점(2017년 6월)보다 1년 전 급여이고, 데이터에서 특별급여 중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
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정실근로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특별급여를 제외하였
다.
6)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서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동법 제63조(적용의 제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서는 농림,
축산, 수산, 어업 종사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그
리고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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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9,489명을 분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표 1> 주당 실근로시간 분포
(단위: 시간/주)

최솟값
제 1백분위수
제 5백분위수
제 10백분위수
제 25백분위수
제 50백분위수
제 75백분위수
제 90백분위수
제 95백분위수
제 99백분위수
최댓값

실근로시간
1.17
7.7
16.6
31.7
39.2
39.2
45
52
57.2
67.2
119

소정실근로시간
0.933
7.47
15.9
29.9
39.2
39.2
39.2
44.8
48.5
56
99.4

초과실근로시간
0
0
0
0
0
0
2.8
10.5
15.4
25.7
79.3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
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표준직업분류(대분류) 기준 관리자 및 농림어업숙련 종사자를 제외한 898,844명을 대
상으로 하였고,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표 2>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최종 표본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최종 표본은 총
889,355명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2017년 6월 중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40.3시간이고, 이 중 대
부분은 소정실근로시간(평균 37.8시간)이다. 초과실근로시간은 평균 2.51시간이었다. 단, 이 수
치는 초과실근로시간이 0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전체 표본 중 약 32.6%
에 해당하는 332,393명의 근로자만 0보다 큰 초과실근로시간을 보고하였고, 이들의 평균 초과
실근로시간은 약 7.7시간이다. 본 연구는 초과실근로시간을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척도로 해석한
다.
전년도 특별급여를 포함한 주 평균 급여는 75만원이었고, 정액급여(61만 4천원)가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였다. 주 평균 급여를 주 평균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평균 1만 9천원
이었다. 정액급여를 소정실근로시간으로 나눈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은 평균 1만 6천 5백원이었
다. 초과급여를 초과실근로시간으로 나눈 초과근로 시간당 임금은 평균 2만 7백원이고, 소정근
로 시간당 임금의 약 1.25배였다.
기타 변수들을 살펴보면, 분석 표본 내 여성 비중은 37.9%이고, 평균 연령은 41.8세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이고, 18.1%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27.6%이다. 앞서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고용관계가 안정적인(또는 경직적인)
대기업, 정규직, 장기 근속자의 경우,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의 관계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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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단기 근속자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의 분석 표본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자의 비중은 각각 18.1%, 78.2%, 20%이다.
<표 2> 기초 통계량
변수명
실근로시간(시간/주)
소정실근로시간(시간/주)
초과실근로시간(시간/주)
급여(천원/주)
정액급여(천원/주)
초과급여(천원/주)
전년도 특별급여(천원/주)
시간당 임금(천원)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천원)
초과근로 시간당 임금(천원)
여성(예=1)
연령(년)
교육수준(예=1)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고용형태(예=1)
특수형태
재택/가내
파견
용역
일일
단시간
기간제
기간제 아닌 한시적
정규직
근속연수(년)
근속연수 10년 이상(예=1)
사업장 규모(예=1)
5~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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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0.3
37.8
2.51
750
614
44.8
91.5
19.0
16.5
20.7
0.379
41.8

표준편차
10.1
8.31
4.98
548
432
91.3
202
14.8
12.5
27.0
0.485
12.2

최소
1.17
0.93
0
14
14
0
0
1
0.75
0
0
13

최대
67.9
67.9
28
46,667
46,667
2,669
9,722
1,282
1,282
2,353
1
95

0.040
0.408
0.155
0.342
0.055

0.195
0.491
0.362
0.474
0.227

0
0
0
0
0

1
1
1
1
1

0.016
0.000
0.006
0.027
0.047
0.048
0.072
0.003
0.782
5.60
0.200

0.124
0.018
0.075
0.162
0.211
0.213
0.258
0.057
0.413
7.08
0.40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52
1

0.448

0.497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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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9인
300인 이상
근무형태(예=1)
교대제 하지 않음
2 교대제
3 교대제
격일제
단시간제
산업(예=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직업(예=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관측치 수

0.371
0.181

0.483
0.385

0
0

1
1

0.832
0.060
0.043
0.012
0.053

0.374
0.237
0.203
0.111
0.224

0
0
0
0
0

1
1
1
1
1

0.002
0.001
0.276
0.006
0.006
0.087
0.095
0.050
0.033
0.040
0.040
0.025
0.069
0.078
0.048
0.103
0.011
0.029

0.045
0.033
0.447
0.075
0.076
0.282
0.293
0.217
0.180
0.196
0.197
0.156
0.253
0.269
0.214
0.304
0.106
0.16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255
0.265
0.058
0.064
0.089
0.161
0.107

0.436
0.441
0.234
0.245
0.285
0.368
0.309
889,355

0
0
0
0
0
0
0

1
1
1
1
1
1
1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
주: 전년도 특별급여(2016년 기준)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조사되었음. 실근로시간은 소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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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초과실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였고 1주 간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함. 급여는 정액급여, 초과급
여, 전년도 특별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하였고 1주 간 평균 급여를 의미함. 시간당 임금은 급여를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임.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은 정액급여를 소정실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초과근로 시간당 임금
은 초과급여를 초과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결과를 의미함.

3. 추정 결과
본 장에서는 <표 2>에서 활용된 분석 표본을 활용하여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초과근로시간은 <표 2>의 초과실근로시간으로 측정한다. 정상근로 시
간당 임금은 <표 2>의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으로 측정한다.
[그림 1]은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의 단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각
원의 중심은 주어진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평균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을 의미한다. 각 원의
크기는 주어진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관측치 수를 의미한다. 초과근로시간이 0일 때 원의
크기가 가장 크고, 초과근로시간이 커질수록 원의 크기도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 사이에 명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용자가 초과근로 임금 할증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을 낮추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초과근로 참여 유인은 강
화될 수 있다는 가설과 일관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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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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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
주: 초과근로시간은 초과실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은 정액급여를 소정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값
을 의미함. 각각의 원은 주어진 초과근로시간에서의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의 조건부 평균을 의미함. 각 원의 넓
이는 주어진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관측치 수를 의미함.

서론에서는 고용을 조정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될수록 사용자는 초과근로 임금 할증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신규 채용보다는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유인이 강해진
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이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2], [그림 3], [그림 4]는
각각 종사하는 사업장 규모(300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근속연수
(10년 이상, 10년 미만)에 따라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장기 근속자의 경우 각각 중소기업, 비정규직, 단기 근속
자에 비하여 고용이 경직적(또는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약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기한 가설이 타당하다면 대기업, 정규직, 장기 근속자에게서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
당 임금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가 보다 크게 관찰될 것이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에 제시된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지지한다. 사업장 규모(그림 2), 고용형태(그림 3),
근속기간(그림 4)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은 음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비정규직보
다는 정규직, 그리고 근속 10년 미만보다는 10년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관찰되었다. 특
히, [그림 3]에서 고용이 경직적인 정규직에게서는 분명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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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유연한 비정규직에게서는 기울기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완만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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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로 임금 (천원 /시간 )

25

[그림 2] 사업장 규모별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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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
주: 초과근로시간은 초과실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정상근로 임금은 정액급여를 소정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각 그래프에서 원과 다이아몬드의 크기는 해당 관측치 수를 의미함.

7) [그림 3]에서 비정규직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0인 경우와 0보다 큰 경우에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의 격차가 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
직은 다양한 고용형태(특수형태, 재택/가내, 파견, 용역, 일일, 단시간, 기간제,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를 포괄한
다. 분석 대상 비정규직 그룹을 비교적 동질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만으로 한정할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0인 경우 주변에서 관찰되는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의 불연속성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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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용형태별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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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간(시간/주)
정규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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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
주: 초과근로시간은 초과실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정상근로 임금은 정액급여를 소정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
함. 각 그래프에서 원과 다이아몬드의 크기는 해당 관측치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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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근속기간별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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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
주: 초과근로시간은 초과실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정상근로 임금은 정액급여를 소정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
함. 각 그래프에서 원과 다이아몬드의 크기는 해당 관측치 수를 의미함.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일자리 및 노동자 개인 특성을 별도로 통제하지 않았다. 일자리 및 근
로자의 각종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og         

(2)

식 (2)에서 좌변의 log는 근로자 의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의 자연로그이다. 우변의  는 근
로자 의 초과근로시간이고, 는 성별 더미(dummy), 연령, 근속연수, 교육수준별 더미, 고용형
태별 더미, 근로형태별 더미, 사업장 규모별 더미, 산업별(대분류) 더미, 직종별(대분류) 더미로
구성된다. 는 오차항이고, 추정 시 강건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표 3>의 1열은 식 (2)의 추정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각종 근로자 및 일자리 특성을 통
제한 경우에도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발견되었다. 초과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은 약 0.9%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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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그림 1]의 결과가 다양한 근로자 및 일자리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
도 성립함을 보여준다.
<표 3>의 2, 3, 4열은 각각 사업장 규모(300인 이상), 고용형태(정규직), 근속기간(근속 10
년 이상)에 따른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 간의 상관관계 차이를 추정한 결과를 보
여준다. 먼저, 2열부터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이 약 0.79% 감소하는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약 0.64%p만큼 증가하여 총 1.44%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하여 초과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의 감소폭이 두 배
가량 크게 추정된 것이다.
3열과 4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이 약 0.46%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 초과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의 감소폭이 약 0.52%p 확대되어 총 0.97% 감소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근속 10년 미만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정
상근로 시간당 임금이 약 0.79% 감소하는 반면, 근속 10년 이상일 때는 감소폭이 약 0.51%p 확
대되어 총 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그림 2], [그림 3], [그림 4]
의 결과가 식 (2)에 포함된 일련의 근로자 및 일자리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성립함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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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의 상관관계
(단위: 자연로그)

초과근로시간

(1)

(2)

(3)

(4)

-0.00901***

-0.00792***

-0.00457***

-0.00792***

(0.000120)

(0.000134)

(0.000282)

(0.000130)

-0.00644***

초과근로시간
× 300인 이상 사업장

(0.000193)
-0.00516***

초과근로시간
× 정규직

(0.000298)
-0.00514***

초과근로시간
× 근속 10년 이상

(0.000232)

관측치 수

889,355

889,355

889,355

889,355

결정계수

0.482

0.483

0.482

0.482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p⟨0.01, **p⟨0.05, *p⟨0.1.
2)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를 의미함.
3)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과 초과근로시간은 각각 <표 2>의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과 초과실근로시간으로 측정
되었음. 통제변수는 성별(여성) 더미, 연령, 근속연수, 교육수준별 더미(중졸이하(기준), 고졸, 초대졸, 대졸, 대
학원졸 이상), 고용형태별 더미(특수형태(기준), 재택/가내, 파견, 용역, 일일, 단시간 , 기간제, 기간제 아닌 한
시적, 정규직), 근로형태별 더미(교대제하지 않음(기준), 2교대제, 3교대제, 격일제, 단시간제), 소정실근로시간,
사업장 규모별 더미(5~29인(기준), 30~299인, 300인 이상), 산업별 더미(표준산업분류 대분류 18개 집단),
직종별 더미(표준직업분류 대분류 7개 집단)가 사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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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과근로시간이 긴 일자
리일수록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은 낮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고용이 상대적으로 경
직적이라고 알려진 대기업, 정규직, 장기 근속자의 경우 각각 중소기업, 비정규직, 단기 근속자에
비하여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정상근로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더욱 분명하다
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의 이면에는 기본급 등 통
상임금의 비중이 낮은 한국 특유의 임금 체계가 존재하고, 고용이 경직적인 부문일수록 이 문제
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초과근로 임금 할증이 실질
적인 장시간 근로 억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한국의 법정 초과근
로 임금 할증률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본급 등 통상임금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낮은 현재의 임금체계 하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만으로 사용자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초과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일수록 통상임
금 등 정상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낮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둘
째,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의 발견에
따르면 고용이 경직적인 부문일수록 초과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상근로에 대한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다 분명하다. 이는 고용이 경직적일수록 사용자가 초과근로 임금 할증에 따
른 비용 부담을 신규 채용보다는 기본급 등 정상근로에 대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
응할 유인이 크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이 단순히 초과근로에 대한 사
용자의 수요 억제를 넘어서 고용 증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이 기존 근로자
의 장시간 노동에 비하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핵심 요건은 고용의
유연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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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ass Ceiling Effect on the Korean Labor Market :
using matched RIF-decomposition
김 명 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I. Introduction
The gender wage gap in Korea was 32.5% in 2019, almost three time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f 12.5%, ranking fir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n 1996, the first year of
joining the OECD, Korean women earned only 44.2% of men. Since then, this disparity has
decreased to 37.2% in 2015, 36.7% in 2016, 34.6% in 2017, and 34.1% in 2018, but it is still
close to 10%point higher than Japan, which ranks second at 23.5%. In this way, the gender
gap in wages can be said to be a major fea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Existing literature have pointed out that the gender pay gap is due to human capital loss,
gender discrimination, career disruption,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In addition, the glass
ceiling effect, in which women trying to rise to senior positions are subject to many
restrictions due to barriers to promotion and career, has been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explored.
Glass ceiling refers to the fact that a qualified women wishing to advance within the
hierarchy of her organization is stopped at a lower level (Morrison et al., 1987; Powell &
Betterfield, 1994; Napier, 1996; Wirth, 2001). Morrison et al. (1987) referred that discrimination
based on women's social background and qualities, traditional organizational culture, social
stigma and stereotypes causes this phenomenon.
Many empirical studies have recently explored the gender wage gap employing a wage
distribution approach to examine the glass ceiling effect. The linear estimation of the gender
wage gap only focused on the average value in the wage distribution, but did not reflect
heterogeneity between wage groups. Therefore, by estimating the gender wage gap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wage distribution, it is possible to control such heterogeneity and to
confirm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glass ceiling effect.
Foreign literature on developed western countries using quantile decomposition has suggested
that the gender wage gap becomes more serious at the upper tail of the wage distribution
than at the median and at lower tail. Albrecht et al (2003) presented that the gender log wage
gap in Sweden increases throughout the wage distribution and accelerates in the upper tail.
They interpreted this as a strong glass ceiling effect. De la Rica et al., (2008), who perform a
similar analysis for Spain, announced that, for highly educated workers, the gap increases as
we move up the distribution, but for less-educated workers, the gap decreases. They labeled
this phenomenon as a floor pattern and argued that it can be explained by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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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exerted by employers in countries where less-educated women have low
participation rates.
Most previous studies in Korea analyzing the gender wage gap have employed linear
decomposition methods in terms of the conditional mean, and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examining the glass ceiling effect using the distributional approach. Cho et al. (2014) divided
the labor market into core and peripheral sectors and analyze the gender wage gap through
decomposition technique based on conditional quantie regression, then they verified the
evidence of glass ceiling effect. Heo (2018) investigated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glass
ceiling effect in Korea from 1986 to 2016, and argued that though was a serious problem in
the past, it has been recently vanishing for regular employment types. And, he found that,
from the occupational point of view, the glass ceiling effect is more likely to occur in the
manufacturing and blue-collar jobs, which may be traditionally male-dominated.
Meanwhile, there is a so-called sticky floor effect, which is a similar phenomenon that can be
seen in the wage distribution approach, meaning that the gender wage gap is wider at the
bottom with women being trapped in those low wage jobs. Looking at previous research, glass
ceilings are more likely to occur in developed countries with lower income inequality, whereas
developing countries with high inequality are likelier to have sticky floors (Arulampalam et
al., 2007; Del Rio et al., 2011; Carrillo et al., 2014; Heo et al., 2019;). It is reported that the
sticky floor effect is rarely observed in Korea (Ahn, 2012; Choi et al., 2014; Heo, 2015).
The traditional glass ceiling effect is defined as the widening wage gap in the highest 90th
percentile of the wage distribution, but recently, the limited evidence of a glass ceiling above
the 50th percentile has also received attention (Heo,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glass ceiling effect on the Korean
labor market through quantile regression decomposition based on a counterfactual wage
distribu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dual labor market structure, we
analyze the glass ceiling effect focusing on the firm sizes, residence region, and occupations.
Specifically, after similarly constructing male and female groups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gender wage gap is decomposed by quantile through the RIF-decomposition method
proposed by Firpo et al (2018).
For empirical analysis,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hereafter denoted as KLIPS)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which

includes

information

on

income

activities

and

consumption, economic activities and labor mobilit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enterprise and trade union is used.
The

remainder

of

this

study

is

constructed

as

follows.

Section

Ⅱ

introduces

RIF-decomposit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hereafter denoted as PSM). Data and
variables are explained in section Ⅲ. Section Ⅳ presents regression results and, section Ⅴ
concludes.
Ⅱ Empiric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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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decomposition methodology, the criticism is that traditional decomposition on
the basis of the average wage does not consider the heterogeneity of worker groups.
Therefore, the estimate of conditional average wages for the entire observation from applying
OLS may be affected by extreme values, given the heterogeneity between worker groups by
income percentile. To take into account this information, many previous researchers choose
quantile regression (Koenker and Bassett, 1978; Reimers, 1983; Cotton, 1988; Neumark, 1988;
Oaxaca and Ransom, 1994; Firpo et al.,2009). Because this method does not divide the entire
sample into each percentile to estimate the wage function, sample selection bias cannot exist
in the estimator.
In

recent

years,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hereafter

denoted

as

UQR)

using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hereafter denoted as RIF) is attracting attention. Here, RIF is a
variant of the influence function, which is interpreted as the impact of the shock generated
from the distribution of statistics. Firpo et al. (2009) defined RIF as follows:
RIF(w;q_τ,F) = q_τ+ IF(w;q_τ,F)
To illustrate this, F is set to the cumulativ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wage, w, and q_τ
is the τ-quantile of the unconditional distribution of w.
For UQR, RIF i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instead of w. The concrete UQR implementation
process is as follows. As the first step, RIF is estimated. (q_τ ) ̂ is calculated from the
sample, and the density function (f_w ) ̂((q_τ ) ̂) is obtained using the Gaussian kernel
estimation, which is a non-parametric method. In the second step, OLS is performed using
(RIF) ̂(w;q_τ,F) as a dependent variable instead of w. Because E[RIF(w; q_τ,F)|x] = q_τ = xβ^',
the marginal effect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on each quantile is estimated.
The

RIF-based

decomposition

method

can

be

applied

directly

to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and can decompose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each
individual independent variable. These advantages allow us to construct a decomposition
model using RIF that is similar to the traditional Oaxaca-Blinder method. The gender wage
gap at each τth-percentile is presented as follows (Firpo et al., 2018):
Q_τ ((W_m ) ̅ )-Q_τ ((W_f ) ̅ )=[(X_m ) ̅-(X_f ) ̅ ] Q_τ ((β_m ) ̂)+(X_f ) ̅[Q_τ ((β_m ) ̂ )-Q_τ ((β_f ) ̂ )]
where (X_f ) ̅Q_τ ((β_m ) ̂) is a counterfactual wage at each τth-percentile. Q_τ ((W_m ) ̅ )-Q_τ
((W_f ) ̅ ) can be decomposed into two parts: explained part, [(X_r ) ̅-(X_i ) ̅ ] Q_τ ((β_r ) ̂),
due to th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t each τ-percentile and unexplained part,

(X_i ) ̅[Q_

τ ((β_r ) ̂ )-Q_τ ((β_i ) ̂ )], due to the differences in coefficients at each τ-percentile. The glass
ceiling can be measured based on the raw wage gap or the unexplained part. The present
study employs the unexplained part as standard of measurement, because entire total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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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characteristics and coefficients components (Heo, 2015).
The main purpose of PSM, first introduced by Rosenbaum and Rubin (1983), is to control a
individual heterogeneity by creating a situation similar to random experiments. Existing
methods such as two-step estimation can also control individual heterogeneity or endogeneity,
but PSM is more powerful in that it can compose male and female groups very similar by
using observations in the common support. Moreover, there are strengths in that it is easy to
combine with other methodologies, and as a semi-parametric approach, model specification is
not important (Dehejia and Wahba, 1999).
The propensity score, e(x), a function of x, a vector of observed characteristics, is modeled
using the probit model, and is denoted as follows:
e(x)=pr(z=1│x)=φ(h(x))
where φ is th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probit model, and h(x)is a function of
covariates.
The above equation shows that the propensity score is an index of several observed
characteristics abbreviated into a single dimension. PSM constructs similar groups by
matching observations with each other using this propensity score.
PSM is classified into nearest-neighbor matching, caliper matching, radius matching, stratified
matching, and kernel matching, among others, according to the weighting method. The most
frequently used the nearest-neighbor matching is a method in which observations with the
most similar propensity scores belonging to two groups are paired with each other.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e quality of the matching may be degraded if distance between the two
matching observations is very wide. This problem can be avoided by giving the caliper, which
means the maximum distance of propensity score, as a limit. Therefore, we combine
nearest-neighbor matching and the caliper matching. Using 1:1 nearest neighbor matching
with a caliper of 0.1, we constitute male and female groups that are similar to each other
As mentioned in introduction, the gender wage gap may be affected by other factors
characterizing the dual labor market. To illustrate how aspect of glass ceiling effect is
different according to firm sizes (large enterprises v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sidence region (capital area vs. non- capital area) and occupations (white-collar job vs.
blue-collar job), we conduct quantile decomposition comparing subgroups horizontally.
Ⅲ. Descriptive Statistics
The present study, 14~23th waves (2011~2020) of KLIPS are employed for empirical analysis.
KLIPS is a longitudinal survey o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conducts annually on a
sample of members aged 15 years or older of 5,000 urban households. This database is
highly useful for academic research, because it contains a rich variety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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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household demographics, economic activities and labor market mobility, income
activities,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rior to the analysis, the wage distribution is examined by gender using the kernel density
estimation (hereafter denoted as KDE). In panel A of Figure 1, both wage of male and female
workers do not normally distributed, so it is possible that the estimate derived by traditional
linear regression is non-robust due to the influence of outliers. Hence, we need to review the
non-parametric methodology that estimates the actual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without
assuming a specific distribution. And, these plots indicate that distributions of female workers
are more skewed or placed towards the left than that of male workers. As the figures show
that gender wage gap is prevalent, which is a serious situation where women with equally
capable of men in terms of human capital have been paid less than that of men. Meanwhile,
it is believed that gender wage gap may be better seen in panel B, which shows the
cumulative density estimation (hereafter denoted as CDE) of log hourly wages. In here,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two wage equations is gender wage gap.

Panel A: KDE of log hourly wage

Panel B: CDE of log hourly wage

Figure 1. Densities estimates for Log Hourly Wage by Gender Group
As shown in Figure 2, the density plots for matched male and female groups are almost indistinguishable,
indicating that matching on the estimated propensity score balanced the cova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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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cking Covariates Balance After Matching
Table 1 shows descriptive statistics before and after matching. The number of observations of male workers
is 35,961, and that of female workers is 25,581 before matching and 18,656 after matching.
In panel A showing the dependent variable, the mean hourly wage of women (11176.0 won) is only 66.7%
of that of men (16752.3 won), and it is similar even after matching (11207.8 won).
Independent variables are classified into three areas: human capital characteristics,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variables. Most variables conform to general predictions.
Beginning with human capital characteristics in panel B, the mean experience is longer for male (8.372
years) than for female of pre-matched (5.350 years) and after-matched (5.642 years) sample. As can be seen
from schooling variables, male workers have a higher level of education than female workers. In concrete,
male workers (female workers) are distributed at a higher rate than the opposite sex in the educational stage
of university graduate or above (educational stage of college graduate or less).
Regarding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panel C, the mean age of male workers (43.290 years old) is
higher than that of pre-matched (42.615 years old) and after-matched (42.595 years old) female workers. And,
the nuptiality of male workers (72.1%) is higher than that of female workers (64.9% and 65.3% before and
after matching). Meanwhile, 26.7% (42.4% and 38.9%) of male workers (pre-matched and after-matched
female workers) are irregular employment type, and the unionization rate is higher for men (12.6%) than for
women (6.7% before and after matching). The concentration of workplace in the metropolitan area is 50.5%,
and that of female workers is 52.3% before matching and 53.1% after matching.
As shown in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in panel D, male workers (25.1%)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large enterprises with 300 or more employees than female workers (16.4% and 18.0% before and after
matching). Looking at the ratios by occupation, male workers (female workers) often belong to skilled jobs
(manager & professional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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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ale

Before Matching
Female

After Matching
Female

11176.0
(6850.3)
9.186
(0.510)

11207.8
(6671.2)
9.190
(0.508)

5.350
(6.171)
0.149
(0.356)

5.642
(6.158)
0.136
(0.343)

0.357
(0.479)

0.365
(0.481)

0.213
(0.410)
0.247
(0.431)
0.033
(0.178)

0.221
(0.415)
0.245
(0.430)
0.033
(0.180)

42.615
(11.688)
0.649
(0.477)
0.424
(0.494)
0.067
(0.250)
0.523
(0.499)

42.595
(11.231)
0.653
(0.476)
0.389
(0.488)
0.067
(0.250)
0.531
(0.499)

0.164
(0.371)
0.279
(0.449)
0.225
(0.418)
0.275
(0.447)
0.090
(0.287)
0.131
(0.337)
25,581
author from KLIPS data.

0.180
(0.384)
0.275
(0.447)
0.233
(0.423)
0.248
(0.432)
0.116
(0.320)
0.128
(0.335)
18,656

Panel A: Dependent variable
16752.3
(11084.0)
9.580
Log Hourly Wage
(0.536)
Panel B: Human Capital Characteristics Variables
8.372
Experience
(8.290)
0.095
Less than Middle School
(0.293)
Hourly Wage

High School

0.327
(0.469)

0.213
(0.410)
0.308
University
(0.462)
0.056
Master Degree or Above
(0.230)
Panel C: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43.290
Age
(10.632)
0.721
Marital Status
(0.449)
0.267
Employment Type
(0.442)
Union Membership
0.126
Status
(0.331)
0.505
Residence Region
(0.500)
Panel 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Variables
0.251
Firm Size
(0.434)
Manager & Professional
0.235
Jobs
(0.424)
0.193
Clerks
(0.395)
0.109
Service & Sales Jobs
(0.312)
0.346
Skilled Jobs
(0.476)
Agriculture & Unskilled
0.117
Jobs
(0.322)
Obs
35,961
Note: Standard deviation are on parentheses. Source: Computed by the
College

IV. Empirical Results
A. Linear Gender Wage Gap Decomposition
Before showing the results of wage decomposition using a counterfactual wage distribution, the results of
linear decomposition focusing on the mean wage in Table 2 are reviewed.
Previous studies estimating wage decomposition between the two groups usually have employed the high-paid
group as a reference group, but there is no clear guideline for the group that should be regarded as a
criteria in the analysis (Madden, 2010). Several previous literatures attempting to overcome the index number
problem have proposed an alternative decomposition from the concept that there is a non-discrimin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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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vector that should be used to determine the contribu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predictors
(Neumark, 1988; Oaxaca and Ransom, 1994; Reimers, 1983; Cotton, 1988). In concrete, they proposed a
weighting matrix and utilized the coefficients estimated from a regression analysis on the pooled data of the
two groups.
Although there is criticism that exclusion of the indicator for group can be biased coefficients of other
covariates (Fortin, 2008), the present study decide to employ the methods of Neumark (1988) and Oaxaca
and Ransom (1994) which are known as the most popular alternatives for considering index number problem
(Weichselbaumer and Winter- Ebmer 2005).
In Table 2, (a) in each panel represents the premium that male group obtains above mean wage due to
discriminatory factors, and (b) indicates the scale of wage in which female group receives disadvantageous
treatment due to discrimination. The overall magnitude of unexplained discriminatory gender wage gap is
expressed as (a)+(b) in each panel, the sum of such further decomposed parts.
Begin with the entire labor market in panel A, before matching,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difference in
coefficients) explains 49.51% (50.49%) of the lower wages of female workers when compared to male
workers. Even after matching, the proportion of unexplained discriminatory wage gap against women
(57.97%) is greater than that of explained differences (42.03%). In panel B, the part explained by differences
in productivity characteristics (the part not explained by factors unrelated to productivity) is larger in large
enterpris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match or not. Panel C indicates that,
before matching, the unexplained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workers (52.61%) in metropolitan areas is
greater than the explained difference (47.39%), whereas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discriminatory gender
gap (47.38%) is less than the gender wage gap related to differences in productivity (52.62%). After
matching, in both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the discriminatory gender wage gap regardless of productivity
(61.30% and 56.53%) is large than explained gap (38.70% and 34.47%).
According to panel D, before matching, gender wage gap determined by productivity factors (wage
discrimination unrelated to human capital traits) make ups 58.99% (41.01%) in white-collar jobs, but 28.86%
(71.14%) in blue-collar jobs. Even after match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white-collar jobs (in
blue-collar jobs) is weaker (is stronger) than that of differences related to human capital traits.
In summary, as a result of the linear decomposition analysis, regardless of matching or not, the rate of
discriminatory gender wage gap is large in the entire labor market,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MEs
(LEs), capital area (non-capital area), and blue-collar jobs (white-collar jobs), unexplained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workers (explained gender gap related to productivity) dominates.

237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하계학술대회

Table 2. Linear Decomposition Results
Before Matching
After Matching
Panel A: Entire
Raw
0.424
(100 %)
0.406
(100 %)
Explained
0.210
(49.51%)
0.171
(42.03%)
Adv. Male (a)
0.088
0.084
Disadv. Female (b)
0.126
0.152
Unexplained (a+b)
0.214
(50.49%)
0.236
(57.97%)
Panel B: Firm Sizes
Raw
0.495
(100 %)
0.482
(100 %)
Explained
0.322
(65.07%)
0.290
(60.27%)
LEs
Adv. Male (a)
0.054
0.051
Disadv. Female (b)
0.119
0.140
Unexplained (a+b)
0.173
(34.93%)
0.191
(39.73%)
Raw
0.360
(100 %)
0.356
(100 %)
Explained
0.139
(38.49%)
0.109
(30.55%)
SMEs
Adv. Male (a)
0.097
0.091
Disadv. Female (b)
0.125
0.156
Unexplained (a+b)
0.222
(61.51%)
0.247
(69.45%)
Panel C: Residence Region
Raw
0.406
(100 %)
0.387
(100 %)
Explained
0.192
(47.39%)
0.150
(38.70%)
Capital Adv. Male (a)
0.090
0.083
Area
Disadv. Female (b)
0.124
0.154
Unexplained (a+b)
0.214
(52.61%)
0.237
(61.30%)
Raw
0.447
(100 %)
0.424
(100 %)
Explained
0.235
(52.62%)
0.184
(43.47%)
Non-Capit
Adv. Male (a)
0.084
0.077
al
Area
Disadv. Female (b)
0.128
0.163
Unexplained (a+b)
0.212
(47.38%)
0.240
(56.53%)
Panel D: Occupations
Raw
0.482
(100 %)
0.453
(100 %)
Explained
0.284
(58.99%)
0.234
(51.68%)
White
0.098
0.091
Collar job Adv. Male (a)
Disadv. Female (b)
0.099
0.128
Unexplained (a+b)
0.198
(41.01%)
0.219
(48.32%)
Raw
0.532
(100 %)
0.537
(100 %)
Explained
0.154
(28.86%)
0.132
(24.57%)
Blue
0.063
0.051
Collar Job Adv. Male (a)
Disadv. Female (b)
0.316
0.354
Unexplained (a+b)
0.379
(71.14%)
0.405
(75.43%)
Note: Entire analysis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Percentages are on parentheses, Bootstrap is set
on 50 reps

B. Matched RIF-Decomposition
Table 3 presents the results from the RIF-decomposition with PSM, and Figure 3 plots the
decomposition results for entire sample at each of the 10 different percentiles. As in the linear
decomposition, the raw gender wage gap is divided into the part explained by differences in
productivity characteristics and other part caused by discrimination unrelated to productivity.
The discriminatory part, which accounts for most of the raw gender wage gap, generally increases
from lower to middle percentiles, and then decreases to upper percentiles. Although th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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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of glass ceiling effect is observed between 60th and 70th percentile, our decomposition
results for entire sample usually show an inverted U-shape, indicating that there is no glass ceiling
and sticky floor effect in the overall labor market. Meanwhile, the phenomenon in which the raw
and discriminatory wage gap against female workers simultaneously increases from lower to middle
percentiles is presumed to be caused by the high proportion of women in irregular jobs, employer's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career interruption due to marriage and childcare.
The gender wage gap may be affected by other factors characterizing the dual labor market.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ulti-layered structure (Cho et al., 2014), The present study
analyze whether the glass ceiling effect exists by firm sizes, residence region, and occupations.
Table 4 and Figure 4 present the results of the matched RIF-decomposition by firm sizes. In the
case of LEs in panel A, the explained part (the unexplained part) is expanded (is reduced) as the
percentile increases, so the explained part (unexplained part) is larger in the 60th percentile or upper
(or lower). This indicates that, in large companies, the discriminatory gender gap is larger in lower
percentiles, whereas the gender wage gap related to differences in productivity is larger in upper
percentiles, respectively. With respect to SMEs presented in panel B, the discriminatory part
accounts for most of the raw gender wage gap, and the limited evidence of glass ceiling effect is
observed between the 50th and 60th percentile and between the 70th and 80th percentile.
Table 5 and Figure 5 show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residence region. No obvious evidence
of a glass ceiling effect is found for both the capital area in panel A and the non-capital area in
panel B. Above middle percentiles, as the percentile increases, the unexplained gap unrelated to
human capital traits generally expands, while the explained gap determined by productivity factors
reduces, meaning that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on the gender wage gap decreases with upper
percentiles, regardless of the residence region.
More notable results of gender quantile decomposition are presented in Table 6 and Figure 6
regarding occupation. In the case of white-collar jobs in panel A, the explained gender gap related
to productivity (the unexplained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workers ) is larger in the 70th
percentile or upper (or lower), meaning that the wage gap in upper percentiles of these jobs is
strongly influenced by human capital traits.
Meanwhile, in blue-collar jobs in panel B, the discriminatory wage gap gradually decreases after the
30th percentile, but increases rapidly in the top 90th percentile, which clearly shows the aspect of
the traditional glass ceiling effect. Our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glass ceiling effect is
more likely to occur in blue-collar jobs traditionally known as male-do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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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tched RIF-Decomposition Results : Entire
10th
20th
30th
40th
Raw
0.343
0.387
0.406
0.390
Explained
0.061
0.064
0.068
0.072
Unexplained
0.282
0.323
0.338
0.318
Note: Entire analysis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0th
60th
70th
0.444
0.431
0.444
0.084
0.103
0.109
0.360
0.327
0.336
1% level, 부트스트랩은 50

80th
0.441
0.153
0.288

0.5
0.45
0.4
0.35
0.3

Raw

0.25

Explained

0.2

Unexplained

0.15
0.1
0.0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Figure 3. Matched Gender Wage gap by Quantile : En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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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th
0.470
0.185
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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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tched RIF-Decomposition Results : Firm Sizes
10th
20th
30th
40th
50th
Panel A: LEs
Raw
0.492
0.516
0.520
0.505
0.511
Explained
0.153
0.138
0.184
0.217
0.238
Unexplained
0.339
0.377
0.337
0.288
0.274
Panel B: SMEs
Raw
0.306
0.363
0.365
0.401
0.367
Explained
0.047
0.039
0.037
0.036
0.035
Unexplained
0.259
0.324
0.328
0.365
0.333
Note: Entire analysis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Panel A: LEs

60th

70th

80th

90th

0.486
0.244
0.242

0.477
0.266
0.211

0.485
0.283
0.203

0.448
0.349
0.099

0.392
0.043
0.349

0.374
0.052
0.322

0.385
0.051
0.334

0.377
0.071
0.306

0.6
0.5
0.4

Raw

0.3

Explained
Unexplained

0.2
0.1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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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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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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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Panel B: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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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atched Gender Wage gap by Quantile : Firm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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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tched RIF-Decomposition Results : Residence Region
10th
20th
30th
40th
Panel A: Capital Area
Raw
0.303
0.371
0.421
0.387
Explained
0.061
0.069
0.071
0.075
Unexplained
0.242
0.302
0.350
0.312
Panel B: Non- capital Area
Raw
0.397
0.428
0.420
0.425
Explained
0.063
0.057
0.071
0.076
Unexplained
0.333
0.372
0.350
0.348
Note: Entire analysis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Panel A: Capital

50th

60th

70th

80th

90th

0.411
0.088
0.323

0.429
0.100
0.329

0.425
0.116
0.30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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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6

0.437
0.159
0.27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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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ve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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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tched Gender Wage gap by Quantile : Residenc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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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tched RIF-Decomposition Results : Occupation
10th
20th
30th
40th
50th
Panel A: White-Collar Jobs
Raw
0.364
0.425
0.441
0.478
0.485
Explained
0.116
0.171
0.183
0.183
0.208
Unexplained
0.247
0.254
0.258
0.295
0.277
Panel B: Blue- Collar Jobs
Raw
0.469
0.454
0.516
0.513
0.536
Explained
0.057
0.055
0.065
0.085
0.113
Unexplained
0.412
0.399
0.451
0.428
0.423
Note: Entire analysis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Panel A: White-Collar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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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atched Gender Wage gap by Quantile :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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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ions
Using the RIF-decomposition of Firpo et al. (2018) combined by PSM,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evidence of glass ceiling in the Korean labor market. We focus on the glass ceiling effect of
realistic features of the Korean labor market, that is, gender segregation and dual labor markets
according to firm size, residence and occupation.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linear decomposition analysis, regardless of matching or not, the rate of
discriminatory gender wage gap is large in the entire labor market,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MEs (LEs), capital area (non-capital area), and blue-collar jobs (white-collar jobs), unexplained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workers (explained gender gap related to productivity) dominates.
Second, the unexplained discriminatory part in the percentile of the wage distribution in the entire
labor market accounts for most of the raw gender wage gap. And such the wage discrimination
unrelated to human capital traits generally show an inverted U-shape that increases from lower to
middle percentiles and then decreases to upper percentiles, indicating that there is no glass ceiling
and sticky floor effect in the overall labor market.
Third, when examining by firm sizes, in large companies, the discriminatory gender gap is larger in
lower percentiles, whereas the gender wage gap related to differences in productivity is larger in
upper percentiles, but no obvious evidence of a glass ceiling effect is found for both LEs and
SMEs. Regardless of whether the residence is in the metropolitan area or not,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on the gender wage gap decreases with upper percentiles, but similarly, the glass
ceiling effect is not observed. From an occupational point of view, in white-collar jobs, the gender
wage gap upper percentiles of is strongly influenced by human capital traits. However, in the case
of blue-collar jobs, the wag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creases rapidly in the top 90th
percentile, suggesting that the aspects of the traditional glass ceiling effect is more likely to occur
in blue-collar jobs known as male-do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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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의 직무만족도 결정효과
국제비교
박 래 효
한국공학대학교 산업융합학과 교수

I. 서론
현대인에게서 노동은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 추구의 대상이기도 하며, 노동자의 성장과 자
아정체성 발현의 근원이기도 있다. 노동이 노동자의 이러한 요구들을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될 경우 노동자
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고,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도가 향상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업과
산업의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노동자의 주관적 심리현상에서 비롯되므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일을 하는
동기, 즉 노동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노동 동기는 크게 두 가지 관
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중 어느 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내적 동기는 직무에서 느끼는 흥미, 성취 등과 같이 직무 그 자체가 주는 본질적인 보상으로 인해
생기는 동기이지만 외적 동기는 임금, 노동시간 등과 같이 직무 그 자체가 아닌 직무수행에 따르는 조건과 같이
직무외의 보상으로 인해 생기는 동기이다.(Deci & Ryan, 1985) 노동 동기를 유발하는 직무의 내적 보상이나 외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노동 동기의 강도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Deci & Ryan, 1985) 그에 따라 노동생산
성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동 동기를 유발하는 보상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이해는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노동자의 노동 동기가 정태적인가 동태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심리학의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의 욕
구는 고정된 것이기 보다는 동태적인 것으로 설명된다.(Maslow,1954) 노동의 동기도 노동조건이나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 동기가 임금획득인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임금획득동기는 약화
되고 새로운 동기가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노동 동기의 변화를 직무관리에 잘 반영하지 못할 경우 노동 동기와
직무관리 방식간의 정합성이 약화되어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고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공급을 다루
는 대표적인 모형인 노동-여가모형에서는 소득이 일정수준까지 증가할 때에는 노동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다가 일
정 수준을 넘어서면 노동을 줄이고 여가를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노동자는 소득이 일정수준
을 넘을 경우 노동 대신에 여가를 선택하려하기 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직무나 직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는 노동 동기가 임금추구에서 여가추구가 아닌 원하는 일 자체의 추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 동기를 유발하는 보상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작
업장 관리와 노동정책 전개에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특성을 작업관리에 잘 반영하지 못할 경우 노동의 효과성
은 낮아질 수 있다. 실제 국제조사에서 나타나는 한국노동자들의 낮은 직무만족도나 낮은 직무몰입도의 현실은 한
국의 일터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2012년 실시된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에서 나타난 성인 노동자들의 직무만
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5점 만점에 3.56점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고, 인적자원 전문조사기업인 Towers Watson이
28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2012 글로벌 인적자원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직무에 적극 몰입하는 노동자
비율이 16％로 아시아 국가평균 33％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Hankyung, 2012) 한국에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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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한 직무관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 첫째, 노동자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직무의 내적 보상요인과 외
적 보상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두 보상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비교한다. 둘째, 내적 보상요인
과 외적 보상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직무만족도와 직무의 내적 보상 및 외적
보상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이어 문헌연구에 근거한 직무만족도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실증데이터를 수집, 분석
하여 연구모형의 성립여부를 확인한다. 실증분석은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분석으로 구분하며, 개인수준분석에서
는 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이어서 주요 20개국의 자료를 통합(pooled)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모형이 성립하는지
를 분석한다. 국가수준의 분석에서는 국가별 변수들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연구모형이 성립하는지를 분석하며, 또
한 내적 보상요인과 외적보상요인의 직무만족도 결정효과가 국민소득과 관계성을 갖는지를 분석한다. 끝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노동정책과 직무관리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1. 직무와 직무만족도
J. Budd(2011)는 노동에 대한 서구의 역사적 문헌들을 근거로 일이 개인에게 갖는 의미를 분석하면서 일의 열
가지 의미를 요약한다. 여기서 나타난 일은 고통, 자유의 구속, 거래적 상품, 시민적 권리, 효용의 대상, 사회적
관계, 보살핌, 소명(봉사), 자기실현, 정체성과 자기표현 등의 다양한 의미들로 나타난다. 서구에서 일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고통, 구속, 억압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노동이 소명감, 자기성
장, 자아실현, 자아정체성 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Wrzesniewski & Dutton(2001)은 노동자들이 일
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일이‘생계수단’, ‘경력성장’, ‘소명감’이라는 세 관점이 혼재되어 나
타난다고 보고한다. 일을‘생계수단’으로 보는 관점은 현대노동경제의 토대로서 다루어지지만 성장, 소명감과 같
은 노동자의 심리에 대한 연구는 노동경제학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은
노동생산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분업(Smith, 1776), 과학적 관리(Taylor,1911), 계획-실행의 분리 및 탈숙련
화(Bravermann, 1974) 등에서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노동자들이 노동의 주체로서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
재력인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환경의 복잡성/불확실성 증가,
경쟁심화, 급격한 기술혁신에 따라 지식노동이 강조되고 노동자의 직무몰입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재인식되
면서 노동의 이해와 관리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식노동이 중심이 되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적극적 직무수행을 이끌어 내려면 전통적 직무관리 방식에서 벗어
나 노동자들이 직무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직무개발이 필요하다(Daft,1983, 2019). 즉 직무가 흥미감, 의미감,
성장감, 통제감을 줄 수 있도록 직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동자 친화적 직무가 개발되어 직무에 대
한 긍정적 정서가 이루어지면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회복능력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결근, 이직이 억제되며, 노
동과 기업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고객만족도를 높여 조직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다(Cameron, Dutton, and
Quinn, 2003). 또한 직무만족도는 노동자들의 직무에 대한 시야 확대와 창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Fredrickson, 2003),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번영, 성장이 가능하게 하며(Selligman, 2011), 조직차원에서는 조직
기반이 강화되어 조직의 장기적 성과향상이 가능할 수 있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272

직무의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의 직무만족도 결정효과 국제비교

2.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노동자의 직무만족도는 직무에 부여되는 외적 보상이나 직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보상 중 모두 또는 어느
하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학에서 일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임금이나 노동시간, 작업환경과
같은 요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직무의 내적 보상이나 내적 보상요인의 효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경제학의 특성상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심리변수는 객관적으로 연구되기 어렵다
고 보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효용, 만족, 행복과 같은 가치요인들은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제현상을 다루려면 심리변수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Freeman,1978; Frey, 2008).
특히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직무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외적 동기요인과 내적 동기요인 중에서 노
동자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Flanagan(1974)은 직무 동기와 관련하여 외적 보상요인과
내적 보상요인 간의 균형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가 성장할 때 노동자들의 직무에 대한 내적 보상 욕구가 외적 보상
욕구만큼 빠르게 증가하며 이 두 요인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직무불만을 야기하여 노동자의 작업장이탈
과 생산성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직무만족과 유사개념인 행복도를 연구한 Easterlin(1974)과
Kahneman & Deaton(2010)는 소득과 주관적 행복간의 관계에서 금전적 조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이 만족이나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약하거나 정체되고 대신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소득수준과 직무만족도 간에도 일정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보상요인들은 노동자가 노동생활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직무특성에 반영되는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 노동생활의 가치들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치들로는 자기결정
권, 자아성장, 사회적 관계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철학자 Kant(1788)의 자율적 인간관, 심리학자 James(1890)와
Rogers(1961)가 강조하는 자아실현이나 Aldefer(1969)의 존재-관계-성장(Existence, Relation and Growth, ERG),
사회학자 Mead(1934)의 자아–타자관계 등은 현대사회 유지의 토대를 이루는 가치들로서 노동생활에서도 그대로 투
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chneewind(1998)는 자율, 성장, 관계라는 세 가지 가치들은 자본주의 경
제체제를 받쳐주는 토대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이 세 가지 가치들이 잘 반영된 직무는
노동자의 노동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내적 동기요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직무자율성
Smith(1776)의 시장중심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심으로 조절되는 현상을 강조하는데 그
핵심 원리는 개인의 자율적 행위들에 해당한다. 이 관점은 근대철학에서도 확인된다. Kant(1788)가 근대인의 모습
으로 제시한 ‘자율적 인간’은 자유시장경제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노동참여와 자율적 노동행동 통제 욕구와 조화
될 수 있다. 직무에서의 자율성이란 직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을 의미한다(deCharms, 1968; Parker,
2000; Deci & Ryan, 1985). 자율성이 부여된 노동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 심리상태를 유발하여 직무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가 증가하고, 직무와의 동일시가 이루어져 성공적인 수행을 이루려는 자발적 노력이 강화되어 노동성과에
순기능을 갖는다. Deci & Ryan(1985)은 작업자가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내적 통제) 외부의 통제
를 받는가에 따라 행동의 강도, 지속성,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작업의 성과는 자율적 통제에 의할 때가 외적
통제에 의할 경우 보다 높다고 밝힌다. 자율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동원하려는 에너지들을 활성화시키고
(Deci & Ryan, 1985; Frese, Soose, & Zempel, 1996), 일과 노동자간의 관계가 소외가 아닌 애착과 몰입관계로 전
환될 수 있게 하므로(Allen & Meyer,1911) 조직에서 건전한 의견제시와 제안능력 향상, 관점확대, 직무관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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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정능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Fredickson, 2001; Parker, 2000; Seligman,
2001). 이처럼 직무 자율성은 직무에 대한 개인적 만족도와 직무수행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일터의 성장과 학습
인간발달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은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Alderfer, 1969;
Maslow, 1954: Rogers, 1961). 그러므로 노동현장에서 그러한 지향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특성이 직무에 담겨져
있을 경우 그 직무는 노동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Maslow(1954)는 성장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를 인
간의 상위 욕구로 보았고, Rogers(1961)는 수많은 임상경험들을 토대로 인간은 끝없이 성장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한다. 성장은 학교, 일터, 가정, 사회에서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일터에서도 성
장욕구는 존재하며 이 욕구충족이 가능한 직무는 노동자로 하여금 과제에 효과적으로 도전하고 더 나은 성공경험
으로 안내할 수 있다(Rogers, 1961; McClelland, 1961). 또한 일터에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기회는 역량
증가를

통한

소득증진과

연결되고(Becker,1964;

Schultz,

1961),

자신의

강점강화와

연결되며(Peterson,

Christopher & Seligman, 2004), 삶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게 안내할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 노동자의 학습
활성화는 기업의 핵심역량 구축과 연결되며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번영의 요인이 될 수 있고(Kaplan &
Norton,1992 ; Senge,1990)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 되기도 하다(Stiglitz, 2015).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학습기회를 가진 직무는 노동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Morrison, Cordery, Girardi & Payne,2005), 생
산성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3) 타인과의 신뢰관계
인간은 사회에서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욕구는 타인
에 대한 관심, 인정, 존중, 소속, 배려, 상호 의존 등의 감각과 관련된다(Baumeister & Leary, 1995;
Maslow,1954).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구축은‘신뢰’를 중심으로 응축되고 그 결과는 조직이나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진다(Fukuyama,1995; Putnam,2000). Fukuyama는‘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규범
에 입각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신뢰라고 정의하면서 신뢰가 서구사회 번
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한다. 사회학자 Putnam은 개인들의 행동이 호혜적으로 작동되는 규범 또는
기대가 신뢰를 증진한다고 보았다.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기업 내에서도 부서간의 협력 및 탐색 비용을 낮추고 더 나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기업에서 일은 대체로 분업에 의해 수행되며 각자 분담된 일들은 조정과 연결, 통합의 과정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로 완성된다. 일터에서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업을 통한 전문성 축적이 필요하지만 분화된
일들은 궁극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동료 간의 신뢰수준은 그러한 조정과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터에서 신뢰가 높으면 동료간, 부서간 갈등은 줄고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직무만족도도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신뢰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회주의적 행동 증가로 불신과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신뢰는 작업자들의 직무만족도 유발의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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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개념적 틀
선행연구에서 밝힌 직무만족도와 내적 보상요인과 외적 보상요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의 관계
를 모수를 중심으로 한 선형관계로 나타내는 개념적 모형을 사용하였다. 개념모형이란 만족도와 그 만족도를 결정
하는 요인들의 관계를 수학적 엄밀성을 갖춘 최적 조합을 구하기 보다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놓고, 직무의 외적 보상요인과 내
적 보상요인 및 기타 통제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의 모수들을 선형으로 설
정한 것은 본 모형에서 다루는 요인들이 성격이 유사한 심리변수들이고 측정방식도 유사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
다. 다만 임금의 경우 분포특성상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선형이 아닐 수 있으므로 임금은 로그값을 취하여
투입하였고, 노동시간은 일차항과 제곱항을 투입하여 선형성이 아닌 경우를 고려하였다. 아래 식에서 αi는 각 독
립변수의 회귀계수이고 α1은 상수를 나타낸다.
JSi = α1 + α1Wi + α2WHi + α3TFi + α4LSi + α5TOi + α6TSUi+ α7CSi + α8 Edui + α9Expi + α10Expi2 + α
11Othersi

+ εi

i: 노동자 개인
JSi: 노동자 i의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Wi: 임금
WHi: 주당 노동시간
TFi: 직무자율성(Task Flexbility)
LSi: 학습지향성(Learning Strategy)
TOi: 타인신뢰(Trust Others)
TSUi: 일터에서의 직무스킬사용(Task Skill Utilization)
CSi: 인지스킬점수(Cognition Skill)
Edui: 교육년수(Education)
Expi: 경력년수(Experience)
Others: 나이, 성, 고용형태(full/part_time), 직업, 숙련도, 규모, 산업 등

2. 자료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념모형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OECD(2013)의 성인역량측정자료(PIAAC)와 OECD의 GDP,
World Bank의 GDP 자료를 이용하였다. OECD에서 측정한 PIAAC자료는 성인들의 문해력, 수리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16세에서 65세 사이의 약 22만명에 해당하는 성인들의 역량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또한 이 조사에는 성인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조사 문항들에 해당하는 임금,
노동시간과 같은 직무조건들과 직무만족, 직무자율성, 학습지향성, 타인신뢰성향 등과 같은 직무 자체의 특성들,
그리고 수리능력, 학교교육년수 등과 같은 노동자의 능력특성들에 대한 조사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
항목 중에서 직무의 내적 보상요인에 해당하는 직무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측정방식과 척도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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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표에서 직무자율성은 작업자가 직무수행 조건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하며 작
업순서 결정권, 작업방식 결정권, 작업속도와 업무량
선택/변경권, 작업시간 결정권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측정된다.
<표 1> PIAAC의 직무 관련 요인들의 측정내용
측정요인
직무만족도

측정내용

조사문항

전반적으로 현재 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D_Q14

(job Satisfaction)

직무자율성
(job flexibility)

학습지향성
(learning strategies)

타인신뢰
(trust)

1
2
3
4
5
1
2
3
4
5

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중간
만족
매우 만족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어느정도있음
다소 많음
매우 많음






작업순서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시간

선택/변경권(Sequence of tasks)
선택/변경권(How to do the work)
업무량 선택/변경권(Speed of work)
선택/변경권(Working hours)

D_D11a
D_Q11b
D_Q11d








아이디어 적용(Relate new ideas into real life)
배우는 즐거움(Like learning new things)
연결사고(Attribute something new)
탐구자세(Get to the bottom of difficult things)
통찰(Figure out how different ideas fit together)
정보추구(Looking for additional info)

I_Q04b
I_Q04d
I_Q04h
I_Q04j
I_Q04l
I_Q04m

1
2
3
4
5

전혀
다소
중간
약간
매우

I_Q07a
I_Q07b

1
2
3
4
5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비동의
매우 비동의




타인불신(Trust only few people)
타인이용(Other people take advantage of you)

D_Q11c

아님
아님
그러함
그러함

학습지향성은 직무에서 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작업자가 직무관련
자극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의욕과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 요인은 직무수행시 노동자의 심층학습 수
준을 측정하는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아이디어의 적용, 학습의 즐거움, 연결사고, 탐구자세, 통찰, 정보추
구행동). 타인신뢰는 타인을 불신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측정요인들을 구성하는 하부측정항목들간에는 내적신
뢰성(Cronbach alpha)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OECD, 2017) 이 하부요인들의 합성변수 사용이 가능하다.

Ⅳ. 분석
1. 한국 노동자의 외적 보상요인과 내적 보상요인의 직무만족도 효과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PIIAC조사에서 한국은 16 65세 6,670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노동
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은 3,200여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 및 내적 보상요인과 내적 보상요인을
포함한 관련 변수들의 기초통계자료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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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월총임금

3,152

2,433,502(원)

1,749,325

195

2.82E+07

시간급임금

3,152

14,652.51(원)

16,996.36

0.642857

403846.2

로그월총임금

3,152

14.466

0.747

5.273

17.15365

주당노동시간

3,207

42.329

14.410

1

60

직무만족도

3,211

3.571

0.815

1

5

수리스킬점수

3,212

266.269

44.601

90.6

401.0

직무자율성

3,212

2.706

1.061

1

5

학습지향성

3,211

2.960

0.873

1

5

타인신뢰

3,209

2.225

0.788

1

5

교육년수

3,211

13.454

3.092

6

22

경력년수

3,211

12.965

10.157

0

47

나이

3,212

39.854

11.563

16

65

<표 2> 직무만족도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자료(한국 노동자)

이 표에서 월총임금 평균은 240만원이고 시간급임금 평균은 14,650원이다. 주당노동시간 평균은 42.3시간이고,
직무만족도 평균은 3.57점(5점 만점)이며, 수리스킬점수 평균은 266점이다. 직무자율성 평균은 2.7점이며 학습지
향성 평균은 2.96점, 타인신뢰의 평균은 2.23점이다. 교육년수 평균은 13.45년이고, 경력년수 평균은 12.97년이
며, 나이 평균은 39.9세이다.
직무만족 및 그와 관련된 요인들의 Pearson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직무만족도는 임금, 직무자율
성, 학습지향성, 타인신뢰, 교육년수 등과는 정(+)적 상관성이 나타나지만 노동시간과는 상관성이 약하며, 경력과
나이와는 상관성이 약하다. 임금과 노동시간간의 관계는 정(+)적이며, 임금과 직무자율성 역시 정(+)적인데 이는
고임금자일수록 직무자율성이 높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3> 직무만족도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한국 노동자, N=3,150)
1
1.직무만족

2

3

4

5

6

7

8

9

10

1

2.로그월총임금

0.137*

1

3.주당노동시간

-0.045

0.349*

1

4.직무자율성

0.174*

0.276*

0.032

1

5.학습지향성

0.183*

0.175*

0.067*

0.256*

1

6.타인신뢰

0.122*

0.093*

-0.004

0.106*

0.080*

1

7.수리스킬

0.089*

0.245*

0.01

0.261*

0.254*

0.099*

1

8.학교교육년수

0.126*

0.365*

0.017

0.320*

0.338*

0.150*

0.523*

1

9.경력년수

0.021

0.284*

0.139*

0.050*

-0.152*

-0.002

-0.158*

-0.204*

1

10.나이

0.004

0.086*

0.038

-0.062*

-0.266*

-0.028

-0.306*

-0.336*

0.724*

1

11.성

0.049*

-0.374*

-0.216*

-0.117*

-0.086*

-0.047*

-0.084*

-0.082*

-0.263*

-0.066*

* P < 0.01

(2)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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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속변수가 5점 심리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범주형 변수로 볼 경우 OLS분석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리변수의 경우 범주형 보다는 연속형 변수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심리상태 설명은 그
렇다(yes)와 아니다(no)로 양분하기 보다는 긍정과 부정의 여러 중간단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OLS회귀분석을 실시하려면 종속변수에 대한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다중공선성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데 정규성은 모형적합도(F검정)나 회귀계수값의 신뢰도(t값)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의 수가 충분할 경우
에는 신뢰도에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또한 동분산성의 경우,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OLS추정량은 일
치성과 불편성은 유지되지만 최소분산은 되지 못해 t검정과 F검정을 신뢰할 수 없고, 추정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수가 충분히 크면 화이트의 강건(robust)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t값
을 구할 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추정량은 최량선형불편추정량(BLUE)이
될 수 있지만 신뢰구간이 넓어져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PIAAC의 자료를 분산팽창계수값
(VIF) 값을 통해 구해 보면 공선성이 노동시간과 노동시간제곱항 사이에서, 그리고 경력년수와 경력년수제곱항 사
이에서만 일부 나타난다. 이는 변수의 성격상 예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모형의 특성을 파악하는데는 그 영향력이
무시할 수 있을 수준이다. PIAAC 데이터가 OLS분석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한국노동자에 대한 연
구모형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시 내적 보상요인과 능력요인은 회귀계수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변수를 표
준화하여 분석하였다.
OLS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 M1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라는 외적 동기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M2는 직무의 내적 보상요인인 직무자율성과 학습지향성, 타인신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를 나타낸다. M3는 노동자의 학력과 능력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M4는 M1, M2, M3 요인들을
모두 동시에 투입한 모형을 나타내고, M4에 통제변수를 추가 투입한 것이 M5에 나타나 있다. 통제변수로는 스킬사
용, 경력, 나이, 성, 고용형태, 직종, 규모 요인이 투입되었다.
M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월총임금이 1% 높아지면 직무만족도는 0.179점이 향상된다. 이는 평균직무만족도
가 5%((0.1793/3.571)x100%) 향상되는 효과에 해당한다. 노동시간의 증가는 일차항에서는 직무만족도 증가효과로
나타난다. 또한 노동시간의 제곱항은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쳐 노동시간의 직무만족도는 효과는 전체적
으로 역 U자형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주당 평균노동시간 42.329를 기준으로 할 때 M1 모형에서 노동시간 1시간 증
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0.01점[–0.0002 x (42.329+1)2 + 0.0071 x (42.329+1) - (–0.0002 x (42.329)2 +
0.0071 x 42.329)] 증가한다. 이는 직무만족도 0.28%증가에 해당한다. 임금과 주당노동시간 제곱항은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주당노동시간 1차항은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M2에서는 직무자율성 1 표준편차는 직무만족도를 0.1024점(2.86%) 높이며, 학습지향성 1 표준편차는 0.125점
(3.5%), 타인신뢰 1 표준편차는 0.0952점(2.67%)을 높인다. 이 세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은 1% 수준에서 성립한다.
M3에서 노동자의 능력요인 중의 하나인 수리스킬점수 1 표준편차는 직무만족도를 0.027점 높이지만(0.76%의 효
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교육년수 1년은 직무만족도를 0.029점 높이며(직무만족도 0.8% 증가효과) 통계적 유
의성은 1% 수준에서 성립한다.
직무의 외적 보상요인과 직무의 내적 보상요인(직무자율성, 학습지향성, 타인신뢰성향), 능력요인을 모두 동시
에 투입한 경우인 M4에서는 시간당 임금의 직무만족도가 0.179점에서 0.114점으로 낮아진다(통계적 유의수준은 1%
수준유지), 노동시간의 이 효과는 1차항의 계수가 0.0071점에서 0.0079점으로 증가하고(통계적 유의성은 무의미하
던 것에서 10%내에서 유의미하게 변화) 노동시간제곱항의 효과는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유의수준도 1% 수준 유
지). 또한 직무자율성의 직무만족도 효과는 0.1024점에서 0.0842점으로 감소하고, 학습지향성의 직무만족도 효과
는 0.1250점에서 0.1196점으로 감소하며, 타인신뢰의 직무만족도 효과는 0.952점에서 0.090점으로 감소한다(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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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의수준은 1%로 유지). 스킬점수의 직무만족도 효과는 0.027점에서 –0.008점으로 감소하며, 교육년수의 경우
는 0.029점에서 –0.002점으로 줄어든다(통계적 유의수준은 약화된다).
M5의 경우 임금의 직무만족도 효과는 0.1273점으로 M4의 0.1140점에 비해 다소 커지고(유의수준 1% 유지), 노동
시간의 효과는 1차항은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며, 제곱항은 계수 크기가 M4의 –0.0002점이던 것이 –
0.0001점으로 늘어난다(유의성은 1%에서 5%수준으로 변화). 직무자율성의 직무만족도 효과는 0.0848로 M4의
0.0842점과 비슷하고(유의수준은 1% 유지), 학습지향성은 M4의 0.1196점에서 0.1229점으로 다소 증가한다(유의수
준은 1% 유지). 타인신뢰는 M4의 0.09점에서 0.0877점으로 비슷하다(유의수준 1% 유지).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
보면 M5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0.176점 더 높고 나이는 1년 증가시 0.005점 더 높으며, 고용형태
에서 파견직은 정규직에 비해 만족도가 0.28점 낮다. 직업의 임금효과에서 군인은 다른 직업보다 만족도가 높은데
관리직 보다 0.77점 더 높고, 단순노무직은 관리직보다 0.259점 낮다.
<표 4>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의 회귀계수 비교(한국)
모형
종속변수:직무만족

로그월총임금
주당노동시간(h)
주당노동시간(h) 제곱
직무자율성(표준화)
학습지향성(표준화)
타인신뢰성향(표준화)
수리스킬점수(표준화pvnum1)
교육년수(yrsqual_t)
직장내스킬활용(표준화skilluse)
경력년수
경력년수제곱
나이

M1
(외적 보상)
b/se

M2
(내적 보상)
b/se

M3
(능력)
b/se

M4
(종합)
b/se

M5
(통제변수)
b/se

0.0266
(0.0181)
0.0289***
(0.0057)

0.1140***
(0.0257)
0.0079*
(0.0043)
-0.0002***
(0.0001)
0.0842***
(0.0162)
0.1196***
(0.0171)
0.0900***
(0.0177)
-0.0079
(0.0181)
-0.002
(0.0063)

0.1273***
(0.0322)
0.0045
(0.0045)
-0.0001**
(0.0001)
0.0848***
(0.0170)
0.1229***
(0.0191)
0.0877***
(0.0180)
-0.0101
(0.0193)
-0.0124*
(0.0074)
-0.0071
(0.0201)
(0.0061)
(0.0053)
0.0002
(0.0001)
0.0050**
(0.0023)

0.1793***
(0.0245)
0.0071
(0.0044)
-0.0002***
(0.0001)
0.1024***
(0.0151)
0.1250***
(0.0164)
0.0952***
(0.0173)

0
성 1.남성
(.)
2. 여성

0.1762***
(0.0345)
0

고용형태_ 1.무기계약
(.)
2.유기계약

3.파견

-0.0183
(0.0426)
-0.2795**
(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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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1.0443***
(0.340)

3.6029***
(0.015)

3.1795***
(0.077)

2.0156***
(0.343)

-0.0435
(0.3036)
-0.0984**
(0.0393)
-0.1539
(0.1527)
0.7677***
(0.1524)
0
(.)
0.0008
(0.0788)
-0.0785
(0.0825)
-0.1547*
(0.0792)
-0.1006
(0.0844)
-0.1228
(0.1948)
-0.1776**
(0.0887)
-0.1242
(0.0927)
-0.2587***
(0.0958)
0
(.)
0.0189
(0.0384)
-0.0006
(0.0447)
0.0363
(0.0534)
0.053
(0.0555)
1.9011***
(0.469)

N
r2

3,151
0.0325

3,208
0.0598

3,210
0.0167

3,150
0.0754

2,989
0.1034

4.미숙련직
5.견습
6.무계약
직업(isco1c)0. 군인
1.관리자
2.전문직
3.기술관련전문가
4. 사무종사자
5.서비스/영업
6.농림임업
7.기능원 관련
8.장치/기계조작
9.단순 노무
규모_ 10명이하
11~50명
51~250명
251~1,000명
1,000명이상

* p<0.1, ** p<0.05, *** p<0.01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경우 통제변수 투입 상태에서 직무의 외적 보상요인인 임금과 근로시간이 직무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내적 보상요인인 직무자율성과 학습지향성, 타인신뢰 역시 직
무만족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단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내적 보상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보면 F값이 1%이하 (Prob > F=0.0000) 수준에
서 성립하여 모형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고, 변수들의 직무만족도 설명력은 R2를 기준으로 할 때 외적동기요인이
3.25%, 내적 동기요인이 5.98%에 해당한다. 통제변수 투입조건에서는 외적 동기요인과 내적 동기요인들이 직무만
족도를 10.34% 설명한다.

2.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의 직무만족도 효과의 국가별 비교
(1)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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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직무만족도 및 이와 관련된 내적 보상요인들의 국가별 평균점수를 보여준다. 직무만족도의 경우 세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97점이며, 덴마크 4.35점, 노르웨이 4.35점, 오스트리아 4.29점, 스웨덴 4.26점 순서로
높고, 한국은 3.57점으로 가장 낮다. 직무자율성의 세계평균은 2.97점이며 핀란드가 3.599점으로 가장 높고 덴마
크가 3.531점, 스웨덴이 3.526점으로 그 뒤를 잇는다. 그리스는 2.34점으로 가장 낮고 한국은 2.71점으로 평균보
다 낮다. 학습지향성은 세계평균이 3.69점이며 핀란드가 4.0점으로 가장 높고 미국이 3.96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
으며 한국은 2.96점으로 가장 낮다. 타인신뢰는 세계평균이 2.33점이고, 덴마크 3.14점, 스웨덴 3.0점, 핀란드
2.91점, 노르웨이 2.81점 순이다. 칠레는 1.9점으로 가장 낮으며 한국은 2.23점으로 평균점수 보다 낮다. 일본은
2.67점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다. 전반적으로 직무만족도와 직무자율성, 학습지향성은 유럽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난다.
<표 5> 직무만족도, 직무자율성, 학습지향성, 타인신뢰성향의 평균(국가별 자료)
직무만족도(평균)

직무만족도(sd)

직무자율성

학습지향성

타인신뢰

빈도

Austria

4.29

0.82

3.491

3.69

2.26

3,184

Belgium

4.23

0.76

3.284

3.48

2.38

2,918

Canada

4.02

0.84

3.057

3.86

2.41

16,681

Chile

3.7

0.8

2.748

3.9

1.9

2,475

Czech

3.84

0.78

3.228

3.62

1.97

3,001

Denmark

4.35

0.76

3.531

3.88

3.14

4,751

Ecuador

3.88

0.7

2.711

3.6

1.96

1,859

Estonia

3.91

0.77

3.116

3.51

2.07

4,646

Finland

4.08

0.75

3.599

4

2.91

3,391

France

3.96

0.89

2.859

3.74

2.05

3,920

Germany

4.01

0.84

3.358

3.59

2.25

3,616

Greece

3.75

0.79

2.336

3.73

1.94

1,513

Ireland

3.94

0.89

2.817

3.73

2.22

2,987

Israel

4.15

0.9

3.121

3.76

2.33

3,149

Italy

3.87

0.83

2.633

3.82

1.95

2,165

Japan

3.56

0.81

3.459

3

2.67

3,449

Kazakhstan

3.94

0.83

2.595

3.44

2.06

2,983

Korea

3.57

0.81

2.706

2.96

2.23

3,212

Lithuania

3.93

0.74

2.500

3.5

2.24

2,874

Mexico

4.07

0.79

2.938

3.96

2.13

2,534

Netherlands

4.08

0.74

3.118

3.43

2.71

3,386

New Zealand

3.99

0.88

3.160

3.85

2.37

3,654

Norway

4.35

0.78

3.410

3.82

2.81

3,668

Peru

3.75

0.68

2.369

3.67

2.15

2,609

Poland

3.91

0.78

2.965

3.75

2.16

4,310
1,907

Russia

3.67

0.89

2.733

3.6

2.28

Singapore

3.82

0.7

2.815

3.43

2.28

3,399

Slovak

3.85

0.79

2.605

3.7

1.98

2,742

Slovenia

3.98

0.76

2.779

3.67

2.05

2,632

Spain

3.9

0.76

2.840

3.81

2.29

2,769

Sweden

4.26

0.83

3.526

3.87

3

2,994

Turkey

3.68

0.87

2.786

3.66

-

1,643

U.K.

3.98

0.91

2.961

3.69

2.23

5,074

U.S.A

3.94

0.91

3.132

3.96

2.2

3,000

평균/합계

3.97

0.84

2.979

3.69

2.33

11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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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모형이 글로벌 수준에서도 성립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PIAAC 참여국가들 중에서 임
금, 나이, 학력, 임금, 노동시간, 직무특성 등을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한 2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노동
자와 같은 분석조건을 적용한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 표본을 가지고 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방식과 동일하게 회
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직무의 외적 보상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각 국가의 임금(자국화폐) 1%가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스의 0.192점에서 덴마크의 0.001점에 이르기까지 점수차이가 크다.(이 계수의 통계적 유의
성은 20개 국가 중 16개 국가에서 성립한다. 11개 국가는 1% 수준에서, 3개 국가는 5% 수준에서, 2개 국가는 10%
수준에서 성립). 한국은 0.127점으로 7번째에 해당한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와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임금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또한 벨기에,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는 임금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통계
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노동시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국가에서만 나타난다. 노동시간이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3개 국가이고(통계적 유의수준 5% 수준은 1개국, 10% 수준은 2개국), 노동시간의 제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4개국(통계적 유의성 5% 수준)이며 이들은 모두 역 U자형의 영향을 미친다.
직무자율성의 직무만족도 효과는 자율성 1 표준편차당 영국 0.182점, 덴마크 0.161점, 프랑스 0.155점 순이며
한국은 0.085점 수준이다.(통계적 유의성은 20개 국가 중 17개국에서 성립. 16개국은 1% 수준, 1개국은 10% 수
준). 학습지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학습지향성 1 표준편차당 이탈리아 0.163점, 이스라엘 0.159점,
영국 0.136점, 노르웨이 0.132점 순이며 한국은 0.123점으로 6번째에 해당한다(통계적 유의성은 모든 국가에서 성
립. 1% 수준 16개국, 5% 수준 4개국). 타인신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0.099점, 한국 0.087점, 체코
0.075점, 프랑스 0.066점 순으로 나타난다(통계적 유의성은 11개 국가는 1% 수준에서, 1개 국가는 10% 수준에서
성립하고, 8개 국가에서는 유의성이 부족하다).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 효과를 보인다. 즉 능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다. 수리스킬
점수로 측정한 노동자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20개 국가 중 10개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교
육년수 역시 수리스킬과 마찬가지로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표 6>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가별 내적
보상요인과 외적 보상요인의 직무만족도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내적 보상요인과 외적 보상요인의 직무만족도 효과가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국가별 소득
수준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당GDP와 외적 보상요인의 직무만족도효과와 내적 보상요인의 직무만
족도효과의 특성을 구해 보면 [그림 1] 및 [그림 2]과 같은 관계가 나타난다. [그림 1]에서는 소득수준과 임금(왼
쪽 ) 및 노동시간(오른쪽)의 직무만족도효과(회귀계수)의 크기는 부(-)적 상관성을 보인다. 반면에 [그림 2]는 소
득수준과 직무자율성(좌측) 및 학습지향성(우측)의 직무만족도효과(회귀계수)의 크기가 정(+)적 상관성을 보인다
(본 원고에는 싣지 않았으나 타인신뢰의 직무만족도 역시 소득이 높을수록 높다). 이 현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외
적 보상요인과 내적 보상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보상요인과 외적
보상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회귀계수값들의 비율을 구한 후 각국가의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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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1] 인당GDP와 외적 보상요인(임금(좌)과 노동시간(우))의 직무만족도효과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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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당GDP와 내적 보상요인(직무자율성(좌)과 학습성향(우))의 직무만족도효과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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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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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ech

U.K.

학습성향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

.15

직무자율성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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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당GDP가 높을수록 외적 동기요인에 비교한 내적 동기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표 7>에서 마지막 열(1+2)의 값)도 대체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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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임금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값과 내적 동기요인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값간 비교

Norway

65,355

1. 임금 대비 자율성의
회귀계수비율
(주2)
4.91

Denmark

44,804

161

88

58

249

Belgium

42,291

1.36

1.33

0.62

2.68
4.68

인당GDP
(주1)

2. 임금 대비 학습지향성의
회귀계수비율
(주3)
5.74

3.임금 대비 신뢰의
회귀계수비율
(주4)
1.52

1+2
10.65

U.K

38,514

2.68

2.00

0.65

France

37,679

2.04

1.22

0.87

3.26

Japan

37,606

2.93

3.43

3.54

6.36
2.62

Italy

36,486

1.18

1.44

0.45

Korea

33,557

0.67

0.97

0.69

1.64

Israel

31,846

2.62

3.79

0.69

6.40

Spain

31,720

1.07

1.12

0.24

2.19

Czech

29,255

1.01

0.91

0.77

1.92
0.34

Slovak

26,888

0.12

0.22

0.14

Estonia

25,996

0.95

0.71

0.08

1.65

Greece

24,911

0.25

0.39

0.17

0.64

Lithuania

24,703

1.25

1.73

0.00

2.98

Poland

23,746

0.60

0.94

0.35

1.54

Kazakhstan

22,032

0.12

0.22

0.14

0.34

Chile

21,508

0.42

0.70

0.38

1.12
0.98

Mexico

17,163

0.56

0.42

-0.18

Ecuador

10,311

0.27

1.08

0.38

1.34

평균(주5)

39,986

2.16

2.34

1.03

4.50

(주1) World Bank(2012년도의 PPPs,USD 2022)
(주2) 직무자율성 1표준편차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 ÷ 임금1%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
(주3) 학습지향성 1표준편차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 ÷ 임금1%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
(주4) 타인신뢰 1표준편차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 ÷ 임금 1%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
(주5) 덴마크의 경우 임금에 대비한 직무요인들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값이 outlier의 성격을 보이므로 평균값에서는 제외하였다.(임금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0에 가깝기 때문)

<표 7>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 3]을 보면 그 관계에 선형패턴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의 가로축은 인당GDP이고, 세로축은 임금 대비 내적 보상요인들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값들의 비율(표 8의 마지막
열)을 나타낸다. [그림 3]의 좌측은 임금 1%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값 대비 직무자율성 1표준편차의 직무만족도회
귀계수값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 비율이 클수록 직무자율성이 임금보다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진
다(덴마크는 outlier의 특징을 보이므로 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3]의 우측은 임금 1%의 직무만족도 효과
에 비교한 학습지향성 1표준편차의 직무만족도 효과를 나타낸다. 이 값 역시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데 학습지향성
1표준편차는 임금 88%에 해당하는 직무만족도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덴마크는 직무자율성과 학습지향성이 1표준편
차 높아지면 임금 249%에 해당하는 직무만족도 효과를 갖게 된다. <표 7>과 [그림 3]의 관계를 통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득이 만족이나 행복의 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하거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
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Easterlin(1974)과 Kahneman & Deaton(2010)의 주장이 노동자의 직무만족도에도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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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득수준과 직무만족도 결정요인들의 회귀계수값 비율간의 관계
(a)임금 대비 직무자율성의 직무만족도 효과

(b)임금 대비 학습지향성의 직무만족도 효과

(세로축) 임금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값 대비 직무자율성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값의 비율
(가로축) 일인당GDP

(세로축) 임금의 직무만족도 회귀계수값 대비 학습지향성의 직
무만족도 회귀계수값의 비율
(가로축) 일인당GDP

4. 국가수준에서 외적 보상요인과 내적 보상요인의 직무만족도 효과
개인수준에서 국가별로 외적 보상요인과 내적 보상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데 이어 국가수준
에서도 이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외적 보상요인과 내적 보상요인의 국가별 평균값을 구한 후 24개
국의 자료를 가지고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OLS 회귀분석이 적합하려면 정규성, 다중공선성, 동분산성이 성립해
야 한다. 정규성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샤피로테스트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성은 만족하였고, 다중공
선성은 VIF값에서 주당노동시간과 노동시간제곱간에 예측할 수 있는 공선성이 나타날 뿐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는 모두 2 4점대의 값을 취하고 있어 기준값(10점) 이내에 포함된다. 이분산성은 강건오차를 사용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정규성의 조건에 따라 OLS분석이 가능하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나타난 외적 보상요인과 내
적 보상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표 8>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임금의 로그값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않으나 인
당GDP의 로그값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 크기는 임금 및 소득 1% 증가시에 직무만족도에 3.44점
과 –0.04점의 영향을 미친다.(이 현상은 임금과 소득수준간에 내생성을 가질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노동시간 노동시간 제곱이 1표준편차 증가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
1.516점과 1.597점으로 나타나(유의수준은 약 5%수준) 노동시간이 U자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간은 개인수준에서 국가별로 분석할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눈에 띄지 않지만 국가수준에서는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직무의 내적 보상요인 중에서 직무자율성과 학습지향성은 각기 1표
준편차당 직무만족도에 0.111점(통계적 유의수준 10% 수준)과 0.165점(통계적 유의수준 1%)의 영향을 미치며 타인
신뢰성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스킬의 경우 스킬보유와 스킬사용은 직무만족도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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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외적동기와 내적동기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의 회귀분석 결과(국가수준)
<Linear regression>
Number of obs=24, F(10, 13) = 6.92, Prob > F=0.009, R2=0.84(Adj R2=0.72), Root MSE = 0.11541
직무만족도

Coef.

Std.Err.

t

P>t

[95%Conf.Interval]

로그인당GDP(2012ppp)

0.344

0.148

2.33

0.037

0.0245

0.6641

로그인당월총임금(ppp)

-0.040

0.043

-0.92

0.375

-0.1331

0.0536

주당노동시간(표준화)

-1.516

0.719

-2.11

0.055

-3.0685

0.0374

주당노동시간제곱(표준화)

1.597

0.739

2.16

0.05

0.0008

3.1939

직무자율성(표준화)

0.111

0.058

1.92

0.077

-0.0139

0.2361

학습지향성(표준화)

0.165

0.035

4.77

0

0.0904

0.2401

타인신뢰성향(표준화)

0.009

0.050

0.18

0.857

-0.0997

0.1182

수리스킬(표준화)

0.021

0.057

0.36

0.725

-0.1032

0.1444

스킬사용(표준화)

-0.012

0.041

-0.29

0.777

-0.1013

0.0775

교육년수(년)

-0.019

0.030

-0.64

0.536

-0.0839

0.0458

_cons

0.618

1.605

0.39

0.706

-2.8487

4.0856

국가수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수준에서의 직무만족도에는 근로자의 임금수준보다는 인당국민소득수준의
영향이 크며, 특히 노동시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직무특성 중에서는 학습지향성이 효과가 직무자율성의 효과
보다 더 높다. 노동자의 능력인 스킬점수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V.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노동자의 직무만족도가 직무의 외적 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내적 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조
사하였다. 이 두 동기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특성을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에서 확인하였다.
개인수준에서 한국의 경우 통제변수 투입조건에서 직무의 외적 보상요인(임금과 노동시간)과 직무의 내적 보상
요인(직무자율성, 학습지향성, 타인신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유의수준 1%). 내적 보상요인
인 직무자율성, 학습지향성, 타인신뢰 1 표준편차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들을 합하면 임금 2.3%가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표 4>의 M5). 국가별 비교에서는 고소득 국가들은 대체로 내적 보상요인이 외적 보상요
인 보다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고, 저소득 국가들은 외적 보상요인이 내적 보상요인 보다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임금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별로 크기와 유의수준이 다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노동시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직무자율성과 학습지향성, 타인신뢰의 세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임금과 노동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국가수준 분석에서 임금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인당GDP는 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당노동시간은 직무만족도에 U자형 영향을 미치며, 학
습지향성은 다소 강한 유의성으로, 그리고 직무자율성은 다소 약한 유의성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타
인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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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직무의 외적 보상요인 중에서 임금은 개인수준에서 분석할 때 다수 국가들에서 직
무만족도 분산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만 국가수준에서는 직무만족도 분산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노동
시간은 개인수준에서 분석할 때 직무만족도를 국가에 따라 제한적으로 설명하지만, 국가수준에서는 유의미하게 설
명한다(5% 유의수준). 내적 보상요인 중에서 직무자율성은 개인수준에서 분석할 때 다수 국가들에 대해 직무만족
도 분산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편이지만 국가수준에서는 유의미성이 다소 약하다(유의수준 10%). 학습지향성은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모두에서 직무만족도 분산을 비교적 유의미하게 설명한다. 타인신뢰는 개인수준에서 분석할
때 다수 국가에 대해 직무만족도 분산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편이지만 국가수준에서의 직무만족도 분산을 유의미
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결정요인들 중 분석수준에 관계없이 일관된
유의성을 갖는 것은 학습지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습을 통한 성장지향성은 일터에서 노동자를 만족시키는
보편적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둘째, 임금과 직무자율성, 학습지향성, 타인신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수준과 관계를 갖는 것으
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보다는 내적 보상요인인 직무의 특성들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
다. 이는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약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해질 수 있다는 Easterlin(1974)과 Kahneman & Deaton(2010)의 주장이 직무만족도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임금과 같은 물질적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보다 직무자체의 특성이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전통적으로 노동은 임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이 삶의 일상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노동자에게 임금 외에 다양한 의미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노동자에게 그러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
은 직무만족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임금과 같은 외적보상요인 못지 않게
내적 보상요인들도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 국가들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에
서 한국은 2012년을 기준으로 외적 보상요인의 직무만족도 효과 대비 내적 보상요인의 직무만족도 효과 비율이 고
소득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한국사회의 빠른 인식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특성들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 조사(임소현, 2022)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한국 학부모들에게서 가장 큰 인식변화는 자녀가 선택하는 일에 대한 인식변화라고 보고한다. 자녀교
육의 성공요인을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0년의 13.5%에서 2021년에 23.7%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일어났던

다른

요인들의

인식변화(명문대학진학(22.1%-->8.7%),

좋은

직장

취업

(22.5%-->21%), 경제적 풍요(12.4%-->14.8%))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빠르
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변화는 임금, 근로시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노동정책이나 기업의 인적자원
및 직무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에서 선진화된 직무개발 노력이 없는 것
은 아니었지만(방효남․이영면․김기헌․김한준․이상호, 2007) 노동자들의 직무동기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다양한 직
무동기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직무관리 방식을 혁신하려는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소득수준과 내적 보상요인의 직무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좀 더 진전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내적 보상요인의 강화를 통한 직무만족도가 고성과를 이끌고 이것이 고소득을 가능하게 하는지 아니면 고소
득이 직무의 내적 보상요인을 선호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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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직무만족도 결정요인들

종속변수: 직무만족

로 그 월 총
ln_earnmnthall_ppp
주당노동시간(h)
주당노동시간제곱
직무자율성(표준화)
학습지향성(표준화)
타인신뢰(표준화)
수리스킬점수
(표준화_pvnum1)
교육년수
직장내스킬활용
(표준화_skilluse)
경력년수
경력년수제곱
나이
성dummy(0.남,1녀)
1.무기계약(정규)
2.유기계약

임

금

W6

W1

W2

W3

W4

W5

(외적보상)

(내적보상)

(능력요인)

(W1+W2+W3)

(통제변수)

(국가효과)

0.0145***

0.0158***

-0.0055
-0.0035

0.0324***
-0.0027

-0.0028

-0.0033

0.0077***

0.0074***

0.0049***

0.0014

-0.0008

-0.0009

-0.0012

-0.0011

-0.0001***

-0.0001***

-0.0001***

-0.0001***

0

0

0

0

0.1395***

0.1138***

0.1031***

0.1346***
-0.0026

-0.0029

-0.0037

-0.0038

0.0912***

0.1044***

0.0991***

0.1046***

-0.0027

-0.0031

-0.0041

-0.004

0.0689***

0.0785***

0.0611***

0.0408***

-0.0024

-0.0027

-0.0032

-0.0034

0.0035

-0.0297***

-0.0316***

-0.0264***

-0.003

-0.0031

-0.0039

-0.0039

0.0094***

-0.0081***

-0.0180***

-0.0170***

-0.0009

-0.0009

-0.0013

-0.0015

0.0005

0.0087**

-0.0044

-0.0044

0.0013

-0.0021*

-0.0012

-0.0012

0.0001***

0.0001***

0

0

-0.0026***

0.0014**

-0.0006

-0.0006

0.0233***

0.0238***

-0.0072

-0.007

0

0

(.)

(.)

-0.0455***

-0.0192**

-0.0095

-0.0095

3.파견근로

-0.1477***

-0.1302***

4.현장실습/견습

-0.0226
0.2235***
-0.0297

-0.0228
0.1618***
-0.0292

5.공식적 계약 무

-0.1169***

-0.1482***

-0.0128

-0.0134

6.기타

-0.1198***

-0.0882***

-0.0274

-0.027

0.0901*

0.1426***

-0.0477

-0.0483

0.군인(.isco1c)
1.관리자
2.전문직
3.기계및관련숙련
4.사무종사자

0

0

(.)

(.)

0.0014

-0.0081

-0.0139

-0.0137

-0.0721***

-0.0545***

-0.0146

-0.0143

-0.1858***

-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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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9

-0.0157

5.서비스/영업종사

-0.1410***

-0.1161***

-0.0155

-0.0152

6.농림,임업,어업

-0.1496***

-0.1285***

-0.0333

-0.0325

7.기능원

-0.1731***

-0.1432***

-0.017

-0.0167

8.장치/기계/조립

-0.1975***

-0.1576***

-0.0187

-0.0183

9.단순노무

-0.2546***

-0.2219***

-0.0188

-0.0188

0

0

1.10명이하(d_q06a_num)
2.11-50명
3.51-250명

(.)

(.)

0.0042
-0.0085
-0.0033

-0.0076
-0.0083
-0.0221**

-0.0094

-0.0093

4.251-1,000명

0.0017

-0.0126

-0.0117

-0.0115

5.1,000명이상

0.0357***

0.0108

-0.0136

-0.0135

2.Belgium
4.Chile
5.Czech Republic
6.Denmark
7.Ecuador
8.Estonia
10.France
12.Greece
13.Ireland
14.Israel
15.Italy
16.Japan
17.Kazakhstan
18.S.Korea
19.Lithuania
20.Netherlands
23.N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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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3910***
-0.0224
-0.3303***
-0.0208
0.0490***
-0.0184
-0.1613***
-0.0235
-0.2846***
-0.0188
-0.2319***
-0.0204
-0.3209***
-0.0269
-0.1732***
-0.0223
0.0117
-0.0224
-0.2454***
-0.0236
-0.6847***
-0.0202
-0.1360***
-0.022
-0.4907***
-0.0212
-0.1845***
-0.0205
-0.025
-0.0229
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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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9
-0.1817***

24.Peru

-0.023
-0.2135***

25.Poland

-0.0194
-0.2465***

28.Slovak
Republic

-0.0212
-0.2549***

30.Spain

-0.0206
-0.0133

31.Sweden

-0.0208
-0.2223***

33.United Kingdom
_cons

N
r2

-0.0196
3.5885***

3.9821***

3.8342***

3.8719***

4.2337***

4.5321***

-0.03

-0.0024

-0.0121

-0.0326

-0.0448

-0.0491

1.15E+05
0.0028

1.17E+05
0.0518

1.05E+05
0.0013

9.95E+04
0.056

6.45E+04
0.0758

6.45E+04
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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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과별 세션 – 대학원생 세션
사

회 : 홍지훈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취업준비를 위해 선택한 졸업유예 또는 NEET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교
발제 : 박세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군 복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생애이행과정을 중심으로
발제 : 김영빈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진학에 미치는 영향
발제 : 이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Why did the 52-hour Workweek policy fail to reduce working hours?
발제 : 손원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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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생애이행과정을 중심으로
김 영 빈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초록
본 논문은 청년패널(YP) 1-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군 복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군
복무의 취업 후 임금효과를 주로 살펴본 기존연구들과 달리, 노동시장 성과를 생애주기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현재시점에서 과거의 생애이행과정을 첫 취업 – 중간 경력 – 현재의 3단계로 살펴보았다. 첫 취업 단계에
서는 취업 전후로 취업까지의 기간과 일자리 질 측면에서 군 복무의 효과가 갈렸다. 취업 이전까지는 군 복무가 취
업을 늦춰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취업 이후에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상반된 양상이 관찰되었
다. 중간 경력 단계와 현재 단계에서는 경력이 쌓일수록 효과가 약해졌으나 대체로 일자리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였다. 종합하자면 군 복무는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나, 진입 후 단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양면성을 보인다. 이러한 군 복무의 복합적인 효과는 군 복무 정책은 첫 취업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정책이
우선되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서론
최근 한국에서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병역대상인 청년 남성인구가 저출산으로 급속하게 줄
어 징병제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커졌으며, 잇따른 군 사건사고에서 드러난 병의 열악한 복무환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군 복무는 사회 진출을 지연시
켜 손해가 된다는 사회적 인식까지 존재한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근래의 청년 남성들은 징병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실제로 ‘군 복무는 시간낭비다’, ‘군대는 안 가는 것이 좋다’, ‘군 복무는 잃는 것이 많
다’는 설문 문항에 20대 남성은 각각 65%, 83%, 73%가 동의하여 타 연령대 남성에 비해 군 복무에 부정
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군대에 안 갈 수 있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 응답한 20대 남성도 81%에
달했다. (조영주∙문희영∙김엘리, 2019) 이러한 징병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봉급 인상, 병영부조리 근
절, 영내 휴대폰 사용 허가 등 병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추가적인 개선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
다. 더 나아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거나, 남녀를 모두 징병하자는 등 시스템 개혁의견도 존
재한다.
특히 한국 징병제 시스템에서는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성인 남성 비율이 매우 낮아, 청년 남성 입
장에서 징병제로 인한 군 복무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병무청(2021)이 발간한 2020 병무통계연
보(Ⅰ)에 따르면, 2020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체 검사자(282,167명) 중 94.4%(266,434명)가 현역(1-3급)
및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아 군 복무 대상이며, 전시근로역(5급) 혹은 병역면제(6급)를 받은 비복무대상자
는 전체의 3.0%(8,511명)에 불과하였다.1) 물론 병역판정검사와 무관하게 비복무대상자로 판정되거나 사후
적으로 비복무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존재하나, 이를 포함해도 비복무대상자 비율이 낮다는 현실은 달
라지지 않는다. 이를 포함한 전시근로역 판정처분은 총 34,763명2)이며, 세부 사유로는 장기대기자(15,531
1) 나머지 2.6%는 징집 판정을 보류하며 일정 기간 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재신체검사(7급) 대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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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질병 등(7,662명), 해외이주 등을 포함한 연령 초과(6,596명), 장애인(출원 - 1,605명), 수형자(1,475
명), 귀화자(755명), 생계곤란자(719명), 고아(617명) 사유 순이었다. 병역면제 판정처분은 총 3,845명이며,
세부 사유로는 장애인(출원 - 2,663명), 질병(HIV, 한센병 포함 - 1,022명), 군사분계선 이주자(160명) 순
이었다. 신체/정신적 문제사유, 자의와 무관한 징집 연기, 경제적 빈곤, 귀화자/전과자/탈북자 등 신분 문
제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들을 제외하면 병역의 의무 회피가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위한 ‘대체역’ 제도가 존재하나, 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의 2배인 36개월이며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복무자는 매우 적다.3) 이렇게 병역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에서 군 복무 관련 처우나 제
도를 개선하자는 여론은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군 복무 관련 처우나 제도 개선을 논하기 전에, 징병제가 개개인에게 과연 부담이기만 한지 엄밀
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군 복무는 개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 못지않게 긍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
기 때문이다. 상술하였듯이 한국 사회에서 군 복무는 특히 청년 세대에서 개인 경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나, ‘군대 가야 사람 된다’는 관용구처럼 군 복무의 이득을 인정하는 여론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군 복무가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남성이 전체의 68%를 차지하였으며, 20대 청년도 49%가 그렇게
응답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주로 공동체/단체/집단생활 경험과 사회 적응력/생활력 등을 군 복무의 이득
으로 뽑았다. (한국갤럽, 2021)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개개인의 가치관 형성을 넘어, 노동시장에
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인적자본 효과나 신호 및 가교 효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을 고
려하지 않은 군 복무 처우나 제도 개선은 비효율적이거나 국방 현실에 맞지 않는 방향이 될 위험이 존재
한다. 군 복무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군 복무 처우나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복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에서 군 복무의 노동시장 성과를 다루는 연구 결과는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 절대다수
는 첫 취업이나 현재와 같은 특정 시점에서 임금, 고용률, 구직기간 등 노동시장 한두 성과를 분석하는 데
그쳤다. 현재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바라본 첫 취업 – 중간 경력 – 현재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생애이행과
정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현대 한국 청년들은 고학력화와 청년 실업 문제로 사
회진출 지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군 복무의 효과는 첫 취업, 중간 경력, 현재와 같은 생애이행과정
전체를 포괄하여 다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윤곽을 그려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 남성들의 통념대로
군 복무가 손해인지를 비판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고, 그에 기반하여 군 복무제도의 개선점을 논의해볼 계
획이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챕터 2에서는 이론과 실증 전반에 걸친 군 복무의 노동시장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한다. 챕터 3에서는 분석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설명하며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챕
터 4에서는 회귀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모형을 설명한다. 챕터 5,6,7은 본론으로서 생애이행의
세 단계인 첫 취업, 중간 경력, 현재 단계의 노동시장 성과를 각각 분석한다. 챕터 8은 결론으로서 분석
결과를 종합한다.

2. 선행 연구
1) 이론적 접근
군 복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적 가설들이 존재한다. 우선 군 복무가
2) 병역판정검사와 무관하게 비복무대상자 판정을 받거나, 과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으나 연령 초
과 및 장기대기 등 사유로 사후적으로 비복무대상자로 전환된 사람도 포함된다. 따라서 비복무대상
자 비율 산정 시 병역판정검사와는 분모가 달라지므로 1:1로 비교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실제로 2020년 대체역 소집자는 106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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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온다는 가설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군 복무 과정에서 인적자본을 축적하
는 ‘인적자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군 복무에서 배우는 업무 관련 기술이 인적자본으로 기능함
을 넘어, 복무 중에 익히는 리더십, 집단 생활 능력, 시간 엄수성, 규율, 근면성 등이 노동시장 성과에 긍
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Little and Fredland, 1979; De Tray, 1982). 둘째, 군 복무 경험은 노동시장
에서 고용주에게 우대받는 ‘신호 효과(signaling)’로서 기능한다. 군 복무자는 신체검사를 통해 군 생활에
적합한 심신상태를 가졌음이 확인되어 복무를 한 부류이므로, 고용 지원자의 군 복무 여부는 고용주에게
인적자본 수준에 대한 신호로 기능할 수 있다(De Tray, 1982). 이는 군 복무자가 상대적인 혜택을 보는
‘후광 효과’나, 군 비복무자가 상대적인 차별을 받는 ‘낙인 효과’로 나타난다(Lee and Jung, 2020). 셋째
로 저학력, 소수인종, 전과자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층에게 군 복무가 노동시장에서는 경험
하기 어려운 인적자본 축적 기회로 작용하는 ‘가교 효과(bridging effect)’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에서 해당 계층의 군 복무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확인된다(Little and Fredland, 1979; De Tray,
1982; Teachman and Tedrow, 2007). 마지막으로 호봉제 임금체계가 주도적인 한국 노동시장 특성상
군 복무 경험이 호봉에 반영되어 자동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이상목,
2011).
그러나 군 복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가설들도 존재한다. 첫째로, 군 복무기간 동
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여 노동시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사회 진출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경력단절
효과’이다. 이 경우 군 복무경력은 노동시장 경력 손해를 대체하지 못하거나, 대체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보완할 수 있다(Berger and Hirsch, 1983; Angrist, 1990; Teachman, 2004; Teachman and
Tedrow, 2007). 둘째로, 장시간 복무하며 익숙해진 군대에서 전역하고 노동시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재적응 효과’가 존재한다(Teachman and Tedrow, 2007).
2) 실증 사례
현재 징병제를 폐지한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징병제를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에 의무 군 복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논문은 다수 존재한다. 초기 연구된 사례들은 부정적인 효과를 관찰
한 경우가 많았다. Angrist(1990)가 미국 베트남 전쟁기 징병제의 군 복무 임금효과를 분석한 것이 고전
적이다. 징병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어 내생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미국 징병제 시스템을 분석
한 결과, 복무자는 비복무자에 비해 임금이 15%가량 낮았고 이는 군 복무로 인한 사회진출 지연효과로
추정된다. 다만 Angrist, Chen and Song (2011)에 따르면 이 효과는 나이가 들면서 사라져 복무자와 비
복무자의 노동시장 성과는 장기적으로 수렴한다. Siminski(2013)는 미국과는 달리 호주에서는 베트남전에
파병된 군 복무자의 상대적 고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낮아짐을 관찰했으며, 이는 호주의 두터운 퇴역군인
장애 보훈시스템이 노동시장 이탈 유인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Imbens and van der Klaauw
(1995)는 네덜란드 징병제의 잉여병력자원 해소를 위해 군 복무 적격임에도 무작위로 비상시 외엔 징병되
지 않는 ‘특별 면제’ 제도를 분석하여, 복무자의 임금이 비복무자보다 5% 낮음을 보고하였다. Bingley,
Lundborg and Lyk-Jensen (2020)은 덴마크의 징병 추첨제를 이용해 군 복무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고능력자의 부정적 효과가 컸음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해외 논문이 부정적 효과를 관찰한 것은 아니며, 군 복무의 중립적 혹은 긍정적 효과를 관
측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Grenet et al. (2011)는 징병제 폐지 전후를 기준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영국의 군 복무는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고, Bauer et al. (2012)는 징
병제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독일에서 비슷한 방법론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Card and
Cardoso (2012)는 포르투갈에서 군 복무를 이유로 휴가내는 경우가 포함된 직장 휴가자료를 이용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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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는 저학력자에게는 임금 상승 효과가 있었으나 고학력자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Torun and
Tumen (2016)은 터키 군 의무복무의 병역세 대체 기회가 징집연기를 위한 상위교육 인센티브를 줄여 교
육수준과 임금수준을 낮췄음을 발견하고, 터키의 징병제가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을 올렸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였다. Asali (2019)는 이스라엘에서 아랍계 드루즈인이 군 복무의무가 없는 타 아랍계에 비해 군 복
무 연령대 이후 임금이 가파르게 증가하였음을 보였고, 이는 군 복무의 사회적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Puhani and Sterrenberg (2021)은 독일 징병제의 판정등급 자료를 이용해 군 복무
가 복무자의 임금, 고용상태, 결혼 및 동거유무, 삶의 만족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오
직 청년의 임금에만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타국들과는 달리, 한국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군 복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엄동욱(2009)은 군 복무가 임금을 7%가량 상승시켰다고 밝혔으며, 김성훈(2017)은 대학생의
군 복무가 임금을 높이고 구직기간을 단축시켰음을 보고했다. Lee and Jung(2020)은 군 복무가 임금, 고
용 형태는 물론 직장 만족도와 업무요구능력, 자존감 일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냈음을 확인하였다. 위 세
논문 모두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패
널자료를 사용한 논문 대부분의 결론도 유사하다. Park(2011)는 개인 고정효과가 포함된 패널고정효과모
형에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성이 적은 군 면제형태인 ‘기타 사유 면제’ 변수를
추가하여 군 복무의 긍정적 임금효과를 발견하였다. 김윤환∙김기승(2017)도 군 복무가 임금을 7%가량 높
였음을 확인했고, 이는 고용주의 차별과 군 복무의 사회적 자본 축적 효과에 있음을 밝혔다. Lim(2018)은
14세 때 아버지의 공직 여부와 친척 중 고위장교 존재 여부를 IV로 활용하여 군 복무가 임금상승 및 빠
른 은퇴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음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논문이 한국 징병제의 긍정적 효과를 발견한 것은 아니다. 김동준∙최형제(2011)는 횡단면조
사에서 군 복무의 유의미한 임금 및 취업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박기홍∙조아라(2019)와 박기홍∙김승
태(2021)는 내생성의 한계가 있는 로짓 모형에서는 취업률, 첫 취업 임금에서 군 복무의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나, 내생성을 통제한 성향점수 매칭추정법(PSM)을 사용하면 그 효과가 사라짐을 관찰했다. 심지어
군 복무가 첫 취업연령을 1.3년가량 늦추는 부정적 효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한 정책이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을 1년 앞당겼음을 관찰하여, 선택 편의로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
성에도 불구하고 징병제의 사회진출 지연효과를 암시한 김승태(2020)의 연장이다.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논문 발표 순으로 요약하면 각각 <표 1>, <표 2>와 같다. 종합하였을 때, 한국 징
병제 하에서 군 복무의 효과를 연구할 시 유의사항이 몇 개 드러난다. 첫째, 한국에서 군 복무의 효과는
분야별로 크게 다를 수 있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자면 한국에서 군 복무가 현재 임금에 미치는 긍정적 효
과는 비교적 확실한 편이나, 취업, 첫 직장 임금, 첫 취업연령 등에서는 불확실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한 생애이행과정의 어떤 노동시장 성과에 나타나는 군 복무 효과가 시점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시장 성과에 나타나는 양 일반화하는 일은 삼가야 하며, 포괄적인 생애이행과정의 관점에서 군 복무
효과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횡단면 자료와 패널자료, 로짓과 성향점수 매칭추정법(PSM) 같은 방법
론이 분석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듯 내생성 통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한국
징병제도의 특성상 쉽지 않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한국 남성 비복무대상자 절대다수는 노동시장 성과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독일이나 영국처럼 징병제를 운용하지 않은 시점이
존재하지 않아 비교할 비징병 인구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사례와 달리 추
첨식 징병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병제를 이스라엘처럼 인구집단 간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터키
처럼 징병제를 병역세로 대신한 적도 없다. 이는 군 복무효과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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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외 선행연구 요약 (+/-는 각각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의미함)
논문
Angrist (1990)
Imbens and van der
Klaauw (1995)
Angrist, Chen and Song (2011)
Grenet et al. (2011)
Bauer et al. (2012)

대상국
미국

종속변수
임금

군 복무 효과
(-)

네덜란드

임금

(-)

미국
영국
독일

임금, 고용
임금
임금

Card and Cardoso (2012)

포르투갈

임금

Siminski (2013)

호주

고용

Torun and Tumen (2016)
Asali (2019)

터키
이스라엘

임금, 고용
임금

Bingley, Lundborg and
Lyk-Jensen (2020)

덴마크

임금,
건강 및 범죄

Puhani and Sterrenberg (2021)

독일

임금, 고용상태,
결혼 및 동거유무,
각종 삶의 만족도

장기적으로 (0)
(0)
(0)
저학력 계층에서 (+), 고학력
계층에서는 (0)
베트남전 참전자 한정 중장
년층 이상에서 (-)
둘 모두 (+)
(+)
건강 및 범죄엔 (0), 임금엔
평균적으로 (-): 고능력자
계층에서 특히 컸음

* 비고) (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없음을 의미함.

전반적으로 (0). 단, 청년 임
금 한정 (-) 효과가 나타남.

<표 2> 국내 선행연구 요약 (+/-는 각각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의미함)
논문
엄동욱 (2009)
Park (2011)
김동준∙최형제 (2011)
김성훈 (2017)
김윤환∙김기승 (2017)
Lim (2018)
박기홍∙조아라 (2019)

종속변수
임금
임금
임금, 고용
임금, 구직기간
임금
임금, 은퇴연령
고용
임금, 고용 형태,
직장
Lee and Jung (2020)
만족도,
업무 요구
능력, 자존감
박기홍∙김승태 (2021)
첫 취업 연령, 첫 임금
* 비고) (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없음을 의미함.

군 복무 효과
(+)
(+)
둘 모두 (0)
둘 모두 (+)
(+)
둘 모두 (+)
(0)
임금, 고용 형태는 (+)
직장 만족도, 업무 요구능력, 자
존감은 대부분 (+)
각각 (-), (0)

3. 데이터 및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YP)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패널데이터로서 이용하
기 위해 1-14차년도(2007-2020년) 자료를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청년패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군 복
무를 이행하며, 구직활동을 거쳐 첫 취업에 성공하며, 중간 경력을 발전시켜가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
지는 등 생애이행과정을 파악하기에 좋은 데이터이다. 패널자료 데이터는 1978-1994년생이 대상이며 최
고령자인 1978년생은 최신 14차년도인 2020년 자료에 이미 만 42세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청년들의
트렌드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청년패널은 패널데이터로서 개인의 미관측 특
성을 통제하여 군 복무 효과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군 복무 효과 분석을 위해 몇 가지 조건 하에서 청년패널을 사용한다. 첫째, 회귀
분석에서 일반 여성은 제외하고, 군 복무 효과는 오로지 복무자와 비복무자 남성의 비교를 통해서 산출한
다. 한국 징병제 하에서 여성은 병역의무를 지니지 않으므로, 노동시장 성과 회귀식에 성별 더미변수를 넣
을 경우 병역의무 변수와 성별 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성립하기 때문이다(김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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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승, 2017). 물론 여성도 장교와 부사관 등으로 자원 입대가 가능하나, 본 논문에서 다루는 군 복무는
의무 복무에 한정되므로 제외한다. 둘째, 장교와 부사관 형태로 군 복무를 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
는 징병제 하에서 의무 복무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임의로 장교나 부사관을 선택하여
입대한 사람은 제외되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장교와 부사관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지위이므로
선택 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김윤환∙김기승(2017)의 방법을 통해 1차년도(2007
년)에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했다는 응답자는 제외하며, 그 이후 년도자료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36
개월 이상 되는 경우를 장교 및 부사관 복무자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셋째, 노동시장 성과의 확실한 측
정을 위해 본 연구의 대상에서 비임금근로자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패널자료 기간 전체에서 한 순간이라
도 고용형태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정종사자 중 하나로 응답한 경우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
로, 여러 종속변수를 동시에 회귀분석해야 하므로 임금, 학력, 군 복무 형태, 군 복무 기간, 기업 규모, 졸
업 연령, 첫 근로 연령, 근속연수에서 하나라도 무응답한 경우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개인 및 집단특성 독립변수들은 <표 3>과 같이 정의된다. 다만 회귀분석에서
항상 특성변수들 전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지는 않으며, 종속변수에 따라 독립변수로 사용되기 부적합한
경우 제외한다.
<표 3> 독립변수들의 정의
변수들

정의

연령, 연령제곱
학력변수들
고졸미만

만 나이
[비고] 고졸이 기준값임.
최종학력이 고졸미만에 해당됨 = 1, 해당 안 됨 = 0

전문대졸 최종학력이 전문대졸에 해당됨 = 1, 해당 안 됨 = 0
종합대졸
대학원졸
근속연수,

제곱

근속연수

혼인
노조
대기업
직업훈련,
직업훈련제곱
지역 [집단]

최종학력이 종합대졸에 해당됨 = 1, 해당 안 됨 = 0
최종학력이 대학원졸에 해당됨 = 1, 해당 안 됨 = 0
현재 다니던 직장의 첫 취업 연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연 단
위)
[비고] 기입 오류 등으로 0 미만인 경우 0으로 환산.
혼인 경험 있음 = 1, 없음 = 0
기업 노조 있음 = 1, 없음 = 0
기업의 종사자(기업체 기준)가 300명 이상임 = 1,

그렇지 않음 = 0

참여한 누적 직업교육훈련 개수
시도 광역자치단체단위

산업 [집단]
10차 기준 산업분류
<표 4>와 <표 5>는 복무자 남성, 비복무자 남성4), 여성으로 분류한 패널데이터의 기술통계량이다. <표
4>는 표본 전체를 포괄한 자료이며, <표 5>는 현재 근로하는 노동자에 한정하여 비근로자가 노조, 대기업
등 노동시장 변수들 대표값을 왜곡하는 문제를 해결한 자료이다. 상술했듯이 본 분석에서는 여성은 포함
되지 않으나 기술통계량에서는 비교차 포함하였다. 두 경우 모두에서 군복무자 남성이 비복무자보다 평균
4) 차후 쓰일 군 복무 더미변수와는 달리, 여기서는 명확한 기술통계량의 비교를 위해 비복무자 남성에서 군 미필 남성은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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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에 비해서는 더 높았다. 또한 군복무자 남성은 비복무자에 비해 전반적인 학
력 수준이 높았으며, 혼인 경험이 있거나 기업 노조가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고, 대기업 소속률, 직업
훈련 횟수, 근속연수도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표 4> 기술통계량 – 전체
1)
변수
연령

관
측치
36606

고졸미만

군복무자 남성
평균5)

2)

29.753

표준
편차
4.810

관측
치
3168

36606

0.001

0.030

고졸

36606

0.270

전문대졸

36606

종합대졸

비복무자 남성
평균

3)

여성

관측치

평균

28.460

표준
편차
4.749

60676

27.603

표준
편차
5.988

3168

0.005

0.073

60676

0.062

0.241

0.444

3168

0.289

0.454

60676

0.234

0.423

0.135

0.342

3168

0.152

0.359

60676

0.167

0.373

36606

0.327

0.469

3168

0.210

0.408

60676

0.262

0.440

대학원졸

36606

0.021

0.144

3168

0.035

0.183

60676

0.021

0.142

혼인

27670

0.218

0.413

2198

0.115

0.319

45253

0.270

0.444

노조

36606

0.105

0.306

3168

0.072

0.259

60676

0.065

0.247

대기업

36606

0.216

0.412

3168

0.156

0.363

60676

0.132

0.338

직업훈련

27699

0.214

0.817

2199

0.155

0.499

45291

0.200

0.921

근속연수

18292

3.571

3.340

1424

3.318

3.108

22048

3.172

3.174

<표 5> 기술통계량 – 현재 근로자 한정
1)
변수
연령

관
측치
18691

고졸미만

군복무자 남성
평균

2)

비복무자 남성

관측치

평균

30.663

표준
편차
4.428

1445

18691

0.001

0.030

고졸

18691

0.217

전문대졸

18691

종합대졸

3)

여성

관측치

평균

28.740

표준
편차
4.340

22396

28.641

표준
편차
4.630

1445

0.002

0.046

22396

0.001

0.028

0.412

1445

0.340

0.474

22396

0.170

0.376

0.223

0.417

1445

0.282

0.450

22396

0.296

0.456

18691

0.522

0.500

1445

0.311

0.463

22396

0.492

0.500

대학원졸

18691

0.034

0.182

1445

0.060

0.238

22396

0.039

0.193

혼인

18672

0.314

0.464

1444

0.169

0.375

22377

0.240

0.427

노조

18691

0.205

0.404

1445

0.158

0.365

22396

0.177

0.382

대기업

18691

0.424

0.494

1445

0.343

0.475

22396

0.357

0.479

직업훈련

18691

0.277

0.956

1445

0.150

0.477

22396

0.293

1.209

근속연수
18288
3.571
3.340
1424
3.318
3.108
22040
3.172
3.174
6)
아래는 남성 로그 임금 프로필을 군복무 여부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 <그래프 1>에서는 연령별 평균
값에 따른 로그 임금 프로필을 비교하였다. <그래프 1>에서는 20대까지는 군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임금이
거의 유사하나, 30대가 되면서 군복무자의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
5) 더미변수의 경우 평균이 곧 비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6) 회귀선으로 1차 선형회귀가 아닌 2차 제곱회귀를 사용한 것은 통상적으로 연령과 근속연수 등 경
과시간 변수는 임금과 비선형적인 관계를 띠기 때문이다. 제시한 그래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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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사회진출 연령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그래프 2>에서는 첫 취업으
로부터 경과년도별 평균값에 따른 로그 임금 프로필을 비교하였다. <그래프 2>에서는 1과는 달리 첫 취업
시점부터 군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다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서 임금격차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며, 첫 취업에서 20년이 지날 무렵에는 두 집단의 임금이 거
의 비슷해진다.
<그래프 1> 연령과 로그 임금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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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첫 취업 경과년도와 로그 임금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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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Teachman(2004), Teachman and Tedrow(2007), Park (2011)의 전례를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고정효
과가 있는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으며, Mincer형 임금함수의 형태를 띈다.
여기서 i 는 샘플코드로 식별되는 개개인 i, t는 시점 t를 의미한다. y는 (로그)임금, 상용직 여부 등 노동
시장 성과이며, α는 상수항, Military는 개개인의 군 복무여부 더미변수, X는 연령, 연령제곱, 학력변수들,
근속연수, 근속연수제곱, 혼인, 노조, 대기업, 직업훈련, 직업훈련제곱 등 개인특성변수, δ는 시도 광역자
치단체단위 지역고정효과, ϵ는 산업분류 1차 기준 산업고정효과, θ는 개인고정효과, ε는 오차항을 의미한
다. ϵ는 회귀식에 따라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괄호 처리하였다.
군 복무 여부는 징병제 체제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나, 군 복무자와 미복무자를 국가가 판
별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장애여부, 전과, 가정형편 등 미관측된 개개인의 특성이 존재할 수 있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술하였듯 대부분의 비복무대상자는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사유로 비복무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며, 내생성 통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국내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므로 내생성 통제 여부는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개인의 미관측 특성 전체를 개인고
정효과 로 치환한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때,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선형확률모형
(LPM)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위 모형은 생애이행과정 3단계인 현재 노동시장 성과를 회귀분석하는 데만 적용된다. 1단계인 첫
취업 단계의 종속변수들은 초기 특정 시점의 기록이 영원히 고정되는데, 패널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시점
간 변하지 않는 변수는 계산 과정에서 평균을 빼면서 상쇄되어 해당 공변량 효과를 추정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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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단계인 중간 경력 단계의 종속변수인 첫 취업 경과년도별 임금의 경우 나눠서 회귀분석을 하므로
표본이 작아지며, 이로 인해 개인 내부 차이만 분석하는 개인고정효과가 들어간 모형을 사용할 시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커져 비효율적인(inefficient) 회귀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다. 따라\서
1, 2단계 종속변수들은 박기홍∙조아라(2019)와 박기홍∙김승태(2021)의 전례를 참고하여, 내생성을 감수한
Pooled OLS7)와 내생성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성향점수 매칭추정법(PSM)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Pooled OLS는 (1)에서 개인고정효과 θ, 산업고정효과 ϵ를 제외하고 상황에 따라 지역고정효과 δ가 빠
질 수 있어 괄호처리한 식 (2)를 사용하였으며, PSM의 경우 군 복무 더미변수 Military와 개인특성변수 X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양 방법론의 독립변수 목록을 통일했으며, 성향점수 매칭추
정법 방법론 특성상 지역고정효과와 산업고정효과를 동시에 적용한 경우 매칭이 되지 않아서 회귀분석 결
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업고정효과는 사용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PSM의 평균처치효과(ATE) 계
수는 편의상 Pooled OLS의 군 복무 계수 위치에 넣어 비교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6>와 같이 된다.
<표 6> 노동시장 성과 변수별 회귀방법
노동시장 성과변수

회귀 방법

생애이행과정
1, 2단계
(첫
취업, 중간 경력)
종속변수들

Pooled OLS와 성향점수
매칭추정법(PSM) 동시사
용

생애이행과정
3단계
(현재)
종속변수들

개인고정효과가 포함된 패
널고정효과 모형 => (1)
참고

비고
1) Pooled OLS는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
우 선형확률모형(LPM)으로 계산
2) 사용하는 독립변수는 통일함
3) 산업고정효과는 PSM의 원활한 매칭을 위
해 사용하지 않음
4) PSM의 평균처치효과(ATE) 계수는 편의상
Pooled OLS의 군 복무 계수 위치에 넣어 비교
함.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모형(LPM)으로 계산

선형확률

5. 첫 취업 시 노동성과
개개인이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구직생활을 하다 첫 취업을 하는 순간에 사회인으로서 생애이행과정이 시
작된다. 한국에서 군 복무는 성인이 된 직후 하는 경우가 많으며8), 그 전후로 최종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가 많아 군 복무와 사회진출 시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생애이행과정 1단계인 첫 취업 단계
의 노동성과들을 보는 데서 군 복무의 노동시장 성과 영향 분석을 시작하도록 한다.
1) 첫 근로연령
우선 노동시장 이력이 시작되는 첫 근로연령에 군 복무가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다. 여기서 첫 근로
연령은 개개인이 첫 일자리에 종사하기 시작한 시점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종속변수가 시점
으로서 연령이기 때문에 연령, 근속연수 관련 독립변수는 제외하였으며, Pooled OLS와 성향점수 매칭추
정법(PSM)을 사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표 7>의 분석 결과, 방법론과 무관하게 군 복무는 첫 근로연령
을 평균적으로 1년 8~9개월가량 늦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패널의 대상인 1978-1994년생의 군 복무기
간이 시대나 복무형태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1년 9개월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9), 군 복무는 첫 근로연
7) 여기도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면 선형확률모형(LPM)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상기한 선행연구들의
로짓(logit) 사용에 상응한다.
8) 병무청에 따르면, 자료가 있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든 해에서 입영한 현역병의 90% 이상이 만 19-22세이다.
(KOSIS) 현역병의 절대다수가 20대 중반이 되기 전에 입대하는 셈이다.

9) 군 복무기간은 2018년에 육군 기준으로 1년 6개월(18개월)까지 단축되는 계획이 시행 중이나, 각주 5에서 상술하였듯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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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군 복무기간보다 약간 덜한 기간만큼 늦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부정적인 통념에 부합하게 군 복무
가 첫 사회진출을 지연시키는 셈이다.
<표 7> 군 복무와 첫 근로연령의 관계
변수들
군 복무
고졸 미만
전문대졸
종합대졸
대학원졸
혼인
노조
대기업
직업훈련
상수
지역고정효과
관측량
R-square

(1) Pooled OLS
첫 근로연령
1.744***
(0.0528)
-3.191***
(0.321)
1.227***
(0.0448)
3.350***
(0.0392)
4.843***
(0.0888)
0.492***
(0.0354)
0.0936**
(0.0440)
-0.0199
(0.0355)
-0.0253
(0.0176)
21.43***
(0.0616)
O
22,958
0.367

(2) PSM
첫 근로연령
1.705***
(0.0721)

O
22,958

비고)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학력 더미변수들의 계수는 고졸대비 기준임.
3. *** p<0.01, ** p<0.05, * p<0.1

2) 순 취업기간
그러나 위 계산은 엄밀하지 않다. 첫 근로연령의 지연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 확실하나, 군
복무기간보다 첫 근로연령이 덜 늘어났기 때문에 군 복무가 취업기간 자체는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군
복무가 첫 근로연령 자체를 늦추는 효과는, 취업기간을 줄여서 첫 근로연령 지연효과를 상쇄하는 효과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데이터에서는 개개인의 이질적인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효
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엔 역부족이다. 엄밀한 계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순
취업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졸업연령과 첫 근로연령의 차로 계산한 순 취업기간을 Pooled OLS와 성향점수 매칭
추정법(PSM)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이 경우도 종속변수가 시점이기 때문에 연령, 근속연수 관련 독립변수
는 제외하였다. 졸업 후 군 복무를 한 경우 취업기간이 군 복무기간만큼 추가로 연장된 것으로 관측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므로, 군 입대시기와 졸업시기를 비교하여 졸업 후 군 복무를 한 집단과 졸업 전 군 복
무를 한 집단을 분리하였으며 전자의 경우 순 취업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추가로 빼서 보정하였다. 회귀분
석 비교를 위해 군 면제자는 두 집단 모두에 포함시켰으며, 군 복무시기 관련 자료가 없는 2-3차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상위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연도를 잘못 기입한 등의 사유로 졸업보
년 현역병의 90% 이상이 만 19-22세임을 감안하면 1978-1994년 표본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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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취업이 빨라 순 취업기간이 0 미만으로 나오는 사례는 회귀분석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또 졸업 전 군 복무자의 PSM 분석에서는 고졸미만 변수를 포함하면 추정이 되질 않아 Pooled OLS와
PSM 모두의 개인특성변수에서 고졸미만 변수는 제외하였다.
<표 8>에서 군 복무가 순 취업기간을 줄이는 효과는 방법론과 군 복무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나, 대체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유의미하더라도 효과는 작았다. 취업기간 단축효과에 한하자면 군 복무는 최대 3
개월 보상에 그쳐 복무기간에 크게 못 미쳤다. 군 복무가 취업기간을 다소 줄였다는 앞선 추측은 부분적
으로만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군 복무가 순 취업기간에 미치는 실질효과

(1) Pooled OLS
변수들
군 복무
고졸 미만
전문대졸
종합대졸
대학원졸
혼인
노조
대기업
직업훈련
상수
지역고정효과
관측치
R-squared

(2) PSM

졸업 후 군 복무
군 복무기간을 보정한 순 취업기간
-0.196**
-0.0403
(0.0826)
(0.0821)
-1.092**
(0.451)
-1.356***
(0.0947)
-1.705***
(0.0957)
-1.763***
(0.297)
0.419***
(0.0784)
0.155
(0.108)
-0.0834
(0.0785)
-0.0506
(0.0549)
2.670***
(0.108)
O
O
5,838
5,838
0.114

(3) Pooled
OLS

(4) PSM

졸업 전 군 복무
순 취업기간
-0.241***
-0.178***
(0.0511)
(0.0591)

-1.189***
(0.0730)
-1.308***
(0.0713)
-1.860***
(0.101)
0.169***
(0.0315)
-0.0667*
(0.0388)
-0.0830***
(0.0313)
-0.00124
(0.0152)
2.358***
(0.0629)
O
10,582
0.086

O
10,582

비고)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학력 더미변수들의 계수는 고졸대비 기준임.
3. *** p<0.01, ** p<0.05, * p<0.1

3) 첫 직장 근로조건
첫 취업이 성사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첫 직장의 임금과 상용직 여부로 대표되는 근로조건이다.
Pooled OLS와 성향점수 매칭추정법(PSM)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첫 직장의 임금은 월 단위로 환산한 로
그임금값10)을 사용하였으며, 상용직 여부는 상용직이면 1,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면 0인 더미변수를 활용하
였다. <표 9>에서 보이듯이 방법론에 따른 유의미성의 강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군 복무는 첫 직
10) 월급제 노동자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였다.
연봉제 적용자: 단위임금을 12로 나눔.
주급제 적용자: 단위임금에 52/12를 곱함.
일급제 적용자: 단위임금에 19.7을 곱함.
시급제 적용자: 단위임금에 주 노동시간을 곱해 주급으로 환산한 후 52/12를 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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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임금과 상용직률 모두 유의미하게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 복무는 첫 직장 임금을 6~8% 가량 높
였으며, 첫 직장 상용직률은 4~5% 가량 높였다.
<표 9> 군 복무가 첫 직장 임금과 상용직 여부에 미치는 효과

(1) Pooled OLS
변수들
군 복무
연령
연령제곱
고졸 미만
전문대졸
종합대졸
대학원졸
혼인
노조
대기업
직업훈련
근속연수
상수항
지역고정효과

(2) PSM

(3) Pooled OLS

첫 직장 (로그)임금

(4) PSM

첫 직장 상용직률

0.0636***

0.0834***

0.0503***

0.0441*

(0.0107)

(0.0176)

(0.0111)

(0.0229)

0.0471***

0.0175**

(0.00777)

(0.00803)

-0.000838***

-0.000393***

(0.000124)

(0.000129)

-0.224***

-0.438***

(0.0744)

(0.0765)

0.0474***

0.0763***

(0.00884)

(0.00918)

0.254***

0.134***

(0.00803)

(0.00834)

0.405***

0.129***

(0.0172)

(0.0178)

0.0393***

0.0876***

(0.00767)

(0.00798)

0.0814***

0.0265***

(0.00786)

(0.00818)

0.144***

0.0500***

(0.00657)

(0.00683)

0.000771

-0.0238***

(0.00321)

(0.00334)

0.0120***

0.0199***

(0.00116)

(0.00121)

4.085***

0.281**

(0.118)

(0.122)

O

O

O

O

관측치

19,856

19,856

20,099

20,099

R-squared

0.166

0.073

비고)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학력 더미변수들의 계수는 고졸대비 기준임.
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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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간 경력
첫 직장에 취직한 개개인은 직장에 남거나 이직하며 경력을 쌓으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화를 경험한
다. 본 챕터에서는 군 복무가 이러한 생애이행과정 2단계인 중간 경력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첫 취업 경
과년도별 임금 상승효과를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 첫 취업 경과년도별 임금
군 복무는 단순히 첫 취업연령, 구직기간이나 첫 일자리의 질에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선행연구의
이론적 접근 파트에서 언급한 인적자본 축적 효과나 가교 효과가 작동하는 경우, 진귀한 경험으로서 군
복무는 내재적으로 축적된 형태로 존재하여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다. 실제로 위의
<그래프 1>, <그래프 2>는 군 복무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력을 가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원래대로라면 첫 취업 경과년도 특정 구간(예: 4-8년차)의 임금은 첫 취업 임금처럼 하나로 고정된 값
이 아니기에 개인고정효과를 이용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구간별로
나누기 때문에 개인 내부 차이만 이용하는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기엔 표본이 부족하였다. 실제로
12년차 이후를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하면 군 복무 계수가 관찰되지 않는다. 관찰되는 경우도 표본이 적
어 표준편차가 매우 커지는 비효율성(inefficiency)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첫 취업의 연장선인 중간 경
력을 다루기 때문에, 첫 취업 관련 노동성과들과 방법론을 통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분석
방법론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Pooled OLS와 성향점수 매칭추정법(PSM)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첫 취업 경과년도별로 나눠서 분석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연령과 근속연수 관련 시점변수를 포
함할 경우 시점이 분리된 상황에서 분리된 시점 내부에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어 심슨의 역설(Simpson’s
Paradox) 문제로 회귀결과의 해석이 난해해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변수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지역고정
효과를 포함하는 경우 PSM이 측정되지 않아 지역고정효과를 Pooled OLS, PSM 모두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두 방법론별 차이와 8-12년차 시점에서 발생하는 부침의 존재는 있으나,
군 복무의 (+) 효과는 첫 취업 후에도 몇 년간 더 유지됨이 확인된다. 또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군 복무의
임금 (+)효과가 점차 약해져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경향성이 관찰된다. <그래프 2>에 나타나는 군 복무의
임금 상승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패턴이 변수 통제해도 그대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독립변수가 달라서 첫 직장 임금의 군 복무 계수와 1:1비교는 할 수 없으나,
군 복무의 첫 직장 임금에의 (+) 영향력은 경력을 쌓아도 한동안은 유지되다가 나중에 사라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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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첫 취업 경과년도별 군 복무의 임금 상승효과

P

Pooled OLS
(1)

(2)

(3)

(4)

(1)

(2)

S

(3)

M

(4)

변수들

4년차
이전

4-8년차

8-12년차

12년차
이후

4년차
이전

4-8년차

8-12년차

12년차
이후

군 복무

0.121***

0.0765**
*

0.165***

-0.0334

0.0698**
*

0.0551

0.0785**

0.00769

(0.0121)

(0.0156)

(0.0226)

(0.0278)

(0.0171)

(0.0384)

(0.0333)

(0.0258)

-0.151

-0.226**

-0.0448

-

(0.0937)

(0.0951)

(0.145)

0.118***

0.0878**
*

0.0785**
*

0.0989**
*

(0.0116)

(0.0125)

(0.0160)

(0.0189)

0.309***

0.263***

0.254***

0.264***

(0.00975)

(0.0112)

(0.0148)

(0.0210)

0.498***

0.355***

0.319***

0.162***

(0.0208)

(0.0244)

(0.0322)

(0.0503)

0.129***

0.159***

0.156***

0.161***

(0.0122)

(0.00895)

(0.0119)

(0.0179)

0.0989**
*

0.118***

0.118***

0.124***

(0.00989)

(0.0110)

(0.0149)

(0.0215)

0.165***

0.143***

0.173***

0.124***

(0.00812)

(0.00915)

(0.0126)

(0.0183)

0.0305**
*

0.0172**
*

0.0173**
*

0.0196**
*

(0.00597)

(0.00413)

(0.00422)

(0.00756)

4.921***

5.187***

5.230***

5.519***

(0.0129)

(0.0164)

(0.0226)

(0.0296)

관측치

9,041

5,728

3,382

1,421

9,041

5,728

3,382

1,421

R-squar
ed

0.266

0.304

0.334

0.293

고졸
미만
전문대졸

종합대졸
대학원졸
혼인
노조

대기업
직업훈련

상수항

비고)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학력 더미변수들의 계수는 고졸대비 기준임.
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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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노동시장 성과
첫 직장에 취업하고 중간 경력을 거쳐간 노동자는 그 종합으로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 도달한다. 이번
챕터에선 본고의 3단계이자 마지막 생애이행과정인 현재 단계의 군 복무의 노동시장 성과 영향을 살펴보
려 한다.
1) 고용 경험여부
군 복무가 고용 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구직 기간으로 짐작 가능하나, 고용된 경험이 없는 경우 구직
기간 자체가 산출되지 않는다는 우측 단절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거부터 중간 경력까지의 종합으로서
현재라는 분석 취지에 맞게, 고용 경험여부라는 지표를 산출하였다. 고용 경험은 인생을 통틀어 한 번이라
도 직장 취업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하며, 경험이 있으면 1, 경험이 없으면 0으로 정의되었다. 패널고
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완전 졸업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미필이 포함된 군 미복무자와 복무자 간의
연령 편차가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또한 산업고정효과나 대기업, 근속연수처럼 상관관
계가 낮거나 역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독립변수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군 복무 여부는 남성의 고용 경험확률을 11.1%가량 상승시켜 매우 강한 유
의성을 보였다. 군 복무가 남성들의 고용 경험 여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1> 군 복무와 고용 경험여부의 관계

변수들
군 복무
연령
연령제곱
고졸 미만
전문대졸
종합대졸
대학원졸
혼인
노조
직업훈련
직업훈련제곱
상수항
지역고정효과
관측치
샘플id 개수
R-squ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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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경험확률
0.111***
(0.0128)
0.132***
(0.00397)
-0.00181***
(6.29e-05)
-0.171**
(0.0745)
0.0961***
(0.0177)
0.125***
(0.0137)
0.195***
(0.0249)
-0.0303***
(0.00526)
0.0669***
(0.00468)
0.00520
(0.00542)
-0.000915**
(0.000457)
-1.587***
(0.0564)

O

비고)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학력 더미변수들의 계수는 고졸대비 기준임.
3. *** p<0.01, ** p<0.05, * p<0.1

23,762
3,33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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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고용 여부
군 복무가 고용 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는지와 현 시점의 고용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별개의 문제
이다.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서로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현 고용 여부도 별개로 패널고
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위의 고용 경험여부와 유사한 사유로 완전 졸업자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업고정효과나 대기업 및 근속연수 변수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 12>에서 군 복무가 현재 한 7.9%가량 유의미하게 높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군 복무를 통한
고용 증대효과는 고용 경험여부를 넘어 현 시점의 고용까지 이어짐이 관찰되었다.
<표 12> 군 복무와 현 고용 여부

변수들
군 복무
연령
연령제곱
고졸 미만
전문대졸
종합대졸
대학원졸
혼인
노조
직업훈련
직업훈련제곱
상수항
지역고정효과
관측치
샘플id 개수
R-squared

현 고용 여부
0.0789***
(0.0189)
0.124***
(0.00587)
-0.00163***
(9.29e-05)
-0.0986
(0.110)
0.0459*
(0.0262)
0.0986***
(0.0202)
0.181***
(0.0369)
-0.00722
(0.00777)
0.146***
(0.00691)
-0.00262
(0.00801)
-0.000531
(0.000676)
-1.543***
(0.0834)
O
23,762
3,331
0.128

비고)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학력 더미변수들의 계수는 고졸대비 기준임.
3. *** p<0.01, ** p<0.05, * p<0.1

3) 현재 임금
현 직장의 임금도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고정효과와 산업고정효과를 모두 사용
할 수 있으나, 여러 이유로 지역고정효과만 사용한 위의 분석결과들과 궤를 맞추기 위해 지역고정효과만
이용한 회귀결과와 둘 모두 이용한 회귀분석 모두를 <표 13>에 산입하였다. 두 경우 모두에서 군 복무가
현재 임금을 10~12%가량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ooled OLS나 PSM에서 추정한
첫 취업 임금, 첫 취업 후 경과시간별 임금들에 비해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데, 방법론과 사용 변수의 차이
가 있어 계수의 대소관계는 판단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군 복무의 임금 상승 효과가 생애이행과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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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표 13> 군 복무와 현재 임금

변수들
군 복무
연령
연령제곱
고졸 미만
전문대졸
종합대졸
대학원졸
혼인
노조
대기업
직업훈련
직업훈련제곱
근속연수
근속연수제곱
상수항
지역고정효과
산업고정효과
관측치
R-squared
샘플id 갯수

(1)

현 (로그)임금

(2)

0.113***
(0.0219)
0.145***
(0.00535)
-0.00131***
(8.40e-05)
0.295
(0.219)
0.0176
(0.0189)
0.0498***
(0.0157)
0.0407
(0.0294)
0.0254***
(0.00610)
0.0298***
(0.00539)
0.0436***
(0.00615)
0.0146**
(0.00647)
-0.000795
(0.000525)
0.0134***
(0.00168)
-0.000920***
(0.000124)
2.121***
(0.0791)

0.101***
(0.0218)
0.138***
(0.00534)
-0.00121***
(8.38e-05)
0.268
(0.217)
0.0127
(0.0187)
0.0455***
(0.0156)
0.0359
(0.0292)
0.0287***
(0.00605)
0.0265***
(0.00535)
0.0446***
(0.00623)
0.0163**
(0.00642)
-0.000875*
(0.000520)
0.0143***
(0.00167)
-0.000955***
(0.000123)
2.445***
(0.130)

19,572
0.544
3,035

19,572
0.554
3,035

O

비고)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학력 더미변수들의 계수는 고졸대비 기준임.
3. *** p<0.01, ** p<0.05, * p<0.1

O
O

4) 현재의 임금 외 근로조건
마지막으로 현 직장의 4대보험, 상용직 여부, 노조, 대기업 소속과 같은 기타 근로조건을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확인할 차례이다. 4대보험 여부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에 가입되었을
때를 1, 하나라도 미가입 상태일 때를 0으로 한 더미변수이다. 상용직 여부는 상용직이면 1,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면 0인 더미변수이며, 노조는 기업 노조가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대기
업 소속은 <표 3>의 범례대로 기업체 기준 300명 이상 기업에 고용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노조와 대기업
의 경우 개인 특성독립변수 목록과도 겹치므로 해당 회귀분석에서는 개인 특성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14>에서 확인한 결과, 군 복무는 4대보험 적용률과 상용직률을 각각 18%, 12%나 높여 강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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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를 드러냈다. 그러나 군 복무가 취업한 직장의 노조 존재 가능성과 대기업 소속률을 유의미하게
높이지는 못하였다.
<표 14> 군 복무와 임금 외 근로조건

변수들
군 복무
연령
연령제곱
고졸 미만
전문대졸
종합대졸
대학원졸
혼인
노조
대기업
직업훈련
직업훈련제곱
근속연수
근속연수제곱
상수항
지역고정효과
산업고정효과
관측치
R-squared
샘플id 개수

(1)
4대보험

(2)
상용직

(3)
노조

(4)
대기업 소속

0.179***
(0.0287)
0.0508***
(0.00695)
-0.000762***
(0.000109)
0.314
(0.278)
0.0379
(0.0245)
0.0891***
(0.0201)
0.0404
(0.0376)
-0.0326***
(0.00780)
0.00646
(0.00686)
0.0188**
(0.00804)
0.0107***
(0.00216)
-0.000725***
(0.000159)
-0.00743
(0.00831)
-0.000519
(0.000670)
0.0287
(0.165)

0.120***
(0.0219)
0.0573***
(0.00541)
-0.000770***
(8.50e-05)
0.326
(0.224)
0.0466**
(0.0191)
0.125***
(0.0158)
0.0884***
(0.0299)
-0.0132**
(0.00614)
0.00148
(0.00543)
-0.00721
(0.00631)
0.0176***
(0.00170)
-0.00119***
(0.000126)
-0.0113*
(0.00648)
0.000661
(0.000529)
-0.146
(0.131)

-0.00767
(0.0309)
0.00280
(0.00763)
-5.86e-05
(0.000120)
-0.119
(0.316)
0.0234
(0.0269)
0.0398*
(0.0224)
-0.0570
(0.0422)
-0.0157*
(0.00867)

0.00510
(0.0266)
0.00812
(0.00658)
-0.000123
(0.000103)
0.0661
(0.272)
0.0673***
(0.0232)
0.0408**
(0.0193)
0.0211
(0.0363)
0.0170**
(0.00747)
0.135***
(0.00653)

0.182***
(0.00879)
-0.00706***
(0.00240)
0.000722***
(0.000177)
0.0128
(0.00915)
-0.000209
(0.000746)
0.0134
(0.185)

0.00693***
(0.00206)
-0.000348**
(0.000153)
-0.00130
(0.00788)
-0.000485
(0.000643)
0.369**
(0.159)

O
O

O
O

O
O

O
O

19,508
0.045
2,961

20,102
0.094
3,054

20,102
0.037
3,054

20,102
0.080
3,054

비고)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학력 더미변수들의 계수는 고졸대비 기준임.
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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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군 복무의 취업 후 임금효과를 주로 살펴본 기존연구들과 달리, 군 복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첫 취업 – 중간 경력 – 현재로 구분하여 3단계 생애이행과정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1단계 생애이행과정
인 첫 취업 단계에서는 군 복무의 영향은 부정적인 지점에서 시작한다. 군 복무는 첫 취업을 1년 8-9개월
가량 지연시켰으며, 군 복무의 구직기간 단축 효과는 최대 3개월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첫 직장의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첫 직장 임금과 상용직률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첫 취업을
한 시점부터는 군 복무가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시작해 사회진출 기간지연으로 인한 페널티가 일자리 질
의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 프리미엄은

첫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중간 경력이

라는 2단계 생애이행과정에서는 경력이 지날수록 효과가 작아지나 군 복무 자체는 임금을 대체적으로 높
였다. 이는 현재 3단계 생애이행과정의 군 복무 (+)로 이어진다. 고용 경험률, 현 고용 여부, 현재 임금,
현재 4대보험 가입률, 현재 상용직률 모두에서 군 복무의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됐다. 현 직장의 노조가입
률과 대기업 소속률에서만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종합하자면 군 복무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첫 취업 이전에는 부정적이나 첫 취업 이후에는
긍정적이라는 양면성을 띤다. 생애주기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군 복무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
에,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군 복무 효과를 단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을 감
안할 때, 군 복무 정책은 다른 것보다 군 복무의 사회진출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상 군 복무가 확실히 손해인 구간이기 때문이다. 군 부대에서 취업알선 및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하거나, 특기 및 대학 전공 – 군 보직 – 노동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
다.
이 논문은 군 복무의 효과를 생애이행과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더 심화
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군 복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양면적인 효과를 낸 이론적 원인에 대
해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인적자본 가설, 신호 효과 가설, 가교 효과 가설, 호봉제 가설, 경력단
절 가설, 재적응 비용 가설 등 여러 가설을 제시했으나,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는 어떤 가설이 맞고 틀렸는
지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미흡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력 등에 따른 소속집단별 군 복무
효과의 이질성을 추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효과의 이질성에 대한 분석을 넘어 군 복무 효과의 원인분석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40대 초반까지의 노동성과만 다룬 YP패널 1~14차년도 데이터의
한계로, 군 복무가 40대 중반 이상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들
을 극복하는 것은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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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진학에 미치는 영향
이 지 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본고는 지역 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중고등학생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과 시점 간의 변화를 활용하여 추정하
였다. 지역 내 마이스터고의 졸업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은 증가한 반면 마이스터고의 대학
진학률은 감소하였다. 지역 내 마이스터고 존재는 마이스터고 정책 도입 이전에 비해 평균 대학진학률 감소의
4.26%를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의 전문계고로의 진학은 감소한 반면 인문계고로의 진학은 증가하였다.

1. 서 론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의 인적자본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학선택 연구는 중요한 연구주
제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학력 내에서도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서도
임금차이가 날 수 있다. 가령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반교육을 받은 사람과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의 임금 또는 일자리 질에 차이가 존재 할 수 있다. 또는 일반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 직업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생애임금수준이 더 높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진학을 통해 결정되는 교육수준과 교육종류에 따라 임금수준과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진학은 노동시장에서의 잠재근로자의 숙련도를 결정하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현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미스매치는 궁극적으로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초과
공급된 대학졸업자는 실업자로 남아 청년 실업률을 높이거나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될 것이
다. 직업 만족도가 낮아진 개인의 입직 이후 잦은 이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노동성과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개인에게 좋지 않다. 또는 기업이 기술을 직접적으로 다룰 줄
아는 숙련공을 필요로 할 때 알맞은 수준의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부족하다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방
해할 수 있다. 이처럼 진학은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다.
한국의 2020년 기준 25-34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OECD,
2021). 고등학교 계열별 평균 대학진학률은 그림1에 제시되었다. 한국의 교육통계를 통해 확인한 평균 대
학진학률은 2008년 83.8%까지 높아진 이후 2017년 68.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평균에
비해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 변화가 역동적임을 알 수 있다. 전문계열 고등학교(이하 전문계고) 학생들은
졸업이후 취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이 2008년 기준으로 인문계열 고등학교(이하 인문
계고)의 대학진학률과 유사하게 72.9%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문계고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에 의
해 대학진학률이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인문계고로의 중학생 진학률은 OECD에서 제일 높은
반면,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OECD, 2016).
* 이러한 임금차이는 개인의 능력에서 기인한 것인지 교육기관 종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Becker,
1965; Spence, 1978). 서론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교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인적자본이 축척될 수 있다는 인적자본 이론에
따라 전개한다.
**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숙련을 갖춘 신입직원을 채용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미국, 브라질, 독일 등 9개 나라의 기업들 중
43%에 불과했다(The Economi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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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대학진학률(%, 1990-2019년)

* 주: 제일 위의 선은 인문계고, 가운데 선은 전체 고등학교, 아래 선은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을 의미함. 각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진학
자의 비중을 의미함. 고등학교 분류가 변경된 2010년 이후의 인문계는 일반고, 자율고,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를 분류에 넣었으며, 전
문계는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를 분류에 넣어 대학진학률을 계산*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한편, 많은 나라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과 나아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 개혁
을 고려한다. 2013년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의 약 25%의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상태에도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Youth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s),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독일의 직업교육방식에 주목하기
를 제안하였다(The Economist, 2013). 한국 정부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방식을 문제
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는 전문계고를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이후에는 받은 교육과 유관한 분야
에서 취업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전문계고 대학진학률이 인문계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2008년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 상승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전문계고 학생들을 통해서는 재
학 중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산학연계 등과 같은 체계적이지 않은 교육과정과 기업 내 낮은 처우가 졸업
후 취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파악된 반면, 기업을 통해서는 군 입대 등의 이유로 고졸자의 취업을 기피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듯 기업과 학생들의 고졸자 취업에 대한 기피 현상들이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비효율적으로 진학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었다. 즉, 전문계고 졸업생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전공과 유사한 과로 진학하지만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게
된다. 이런 직업교육의 문제들은 중학생들의 전문계고로의 진학 기피 현상의 원인과도 동일할 것이다. 정
부는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직업 교육 개혁을 통해 중학생들의 직업계열로의 진학도 증가하기를 기
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받은 고등학생들은 맹목적인 진학이 아닌 본래
목적에 맞게 취업하고 나아가 중학생들의 전문계고로의 진학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은 대안들을 시행하였다. 우선 정부는 일반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방지, 산업체
연계 강화, 직업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취업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줄
* <표2>와 같이 마이스터고는 전체 고등학교 졸업률이 1% 내외 밖에 되지 않아 이들을 제외 한다고 하여도 전문계고 대학진학률
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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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는 양질의 직업교육을 고안하고자 마이스터고등학교(이
하 마이스터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정부의 중점국정과제로 선정한 마이스터고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마이스터고 선정기준에 충족된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개교 2-3년 전에 지정하고 개교 전까지
기반 시설 및 교육과정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다. 또한 학비 및 생활비 지원, 병역이행 방안, 교사 연수,
선취업·후진학, 해외진출기회확대 등을 통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성장경로를 확립하고자하였다.
본고는 직접적이고 재정 및 운영 지원이 있었던 마이스터고 정책이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진학선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계고에서 마이스터고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과 지역 내 마이스터고의 존재가 다른 계열의 학생들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본다. 지역 내 마이
스터고의 존재는 본고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직업교육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더 강하게 느
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지역 내 고등학교 간 정원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가 존재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대학진학보다 취업
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마이스터고에 재학하지 않은 다른 계열의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은 그 방향을 정확
히 예측할 수 없다. 직접적인 재정 및 운영지원을 받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계고 졸업생들은 직업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계고의 대학진학률에
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반면 오히려 학업에 관심 있는 중학생들만이 인문계고에 진학하여 대학진학률
이 증가할 수 도 있다. 정부의 기대에 따라 전문계고 졸업생들은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대학
진학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전문계고 대신 마이스터고로 진학하는 경우 전문
계고 학생들 간의 대학진학경쟁이 완화되어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내 마이스터고 존재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직업교육
의 질을 높이고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함에 따라 중학생의 전문계고 또는 마이스터고로의 진학이 늘
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중학생의 고등학
교 진학 결정문제는 고등학교 계열선택(School Tracking, Sorting)문제로 바꿀 수 있다(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p.473 표 5-18). 지역 내 마이스터고의 존재가 중학생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도
불명확하다. 만약 중학생들이 고졸취업에 관심이 있어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전문계고 대신에 마이스
터고로 진학하였다면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은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취업과 학업에 동시에 관심이 있다면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에 모두 진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
이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진로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마이스터고가 개교한 시군구 수준의 지역과 시점 간의 변화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지역 내
마이스터고의 졸업생 비중이 1%p 증가는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을 0.583%p 증가시켰지만 졸업생 비율을
고려하면 이는 미미한 크기이다. 인문계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전문계
고의 대학진학률은 전환되기 전에 비해 28.38%p 감소한 것이 발견되었다. 지역 내 마이스터고의 존재가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의 대학진학률 변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평균 대학진학률 변화의 4.27%를 설명하
였다. 재정 및 운영에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던 마이스터고 진학률에만 정부의 기대와 일치하는 영향이 존
재하였으며 간접적인 지원만 있었던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 현상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 내 마이스터고의 존재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발견되었다.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지역 내 중학생의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은 0.205%p 감소하는
반면 인문계고로의 진학률은 0.095%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 전문계고 대신 마이스터고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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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2) 일반계고 대신 마이스터고로의 진학, (3) 전문계고 대신 일반계고로의 진학의 변화 정도에 따라
서 추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증가한 인문계고로의 진학률은 주
목할 만하다. 이는 두 번째 변화에 비해 세 번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마이스터고 정책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양질의 직업
교육을 받는 소수의 학생을 양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감소한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은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 증가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마이스터고가 진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
한 뒤 3절에서 기존연구들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마이스터고의 도입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5절과 6절에
서는 각각 자료와 추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7절에서는 실증분석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8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마이스터고가 진학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본 절에서는 지역 내 마이스터고의 존재가 중고등학생의 진학 선택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
한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정부의 정책의
도와 동일하게 대학진학을 덜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문계고 졸업생들은 당초 대학진학을 목표로
인문계고로 진학하였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에 영향이 없을 수 있다. 또는 마이스터고 정책으로 인해 취업
에 관심 있는 중학생들은 직업교육으로 학업에 관심 있는 중학생들이 인문계고로 더 진학한다면 대학진학
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의 변화는 불분명하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취업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중학생들이 마이스터고로 진학하여 학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전문계고에 많
아질 수 있다. 이에 첫째, 전문계고 내에 학업 분위기가 형성되어 대학진학자 수가 증가했을 수 있다(동료
효과). 대학진학 수요를 반영해 전문계고 차원에서 진학의중요성을 높여 운영방침을 변화시킨 결과일 수
있다. 둘째, 마이스터고의 보완책으로 대학진학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마이스터고의 보완재). 셋째, 전문
계고의 대학진학 경쟁이 완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취업에 관심이 있으며 성적이 높은 중학생들이 마
이스터고로 진학하여 전문계고 학생들 간 대학진학의 경쟁이 완화된 것이다. 반면,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
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는 마이스터고가 있는 지역의 전문계고 학생들은 정부가 의도한대로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거나 취업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 내 마이스터고 존재는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래 진학하려던 계
열에서 진로를 바꾼 정도에 따라 각 계열로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추정될 것이다. 전체 고등학
교 졸업생 중 마이스터고에 졸업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해 본고에서 추정하는 중학생들의 각 계열별 진
학률의 변화는 전문계고와 인문계고 간의 진학 계획을 바꾸는 데에서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계고, 인
문계고로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불분명하다. 먼저 인문계고로의 진학률이 증가하는 경우는 인문계
고로 진로를 변경하는 정도가 다른 계열로 진로를 변경하는 정도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에서 인
문교육으로 진학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일 수 있다. 취업에 비해 학업에 더 관심이 있던 학
생들이 성적이 낮아 전문계고에서 진학을 꿈꾸던 학생들이 정부의 직업교육 강화 정책으로 인문계고로 계
획을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반면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면서 지역 내 전문계고 정원이 감소하여 어쩔
수 없이 인문계고로 진로를 변경한 것일 수 있다. 진학률이 감소하는 경우는 정부의 정책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어 전문계고 또는 마이스터고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모습이 정
부가 마이스터고 정책을 통해 실현시키기를 바라는 모습일 것이다. 한편 전문계고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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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모두 마이스터고로 진학하였고 인문계고를 원하는 학생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인문계고로
의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전문계고로의 진학에 미친 영향도 불명확하다. 진학률이 증가하는 경우는 인문계고에 대한 관심이 전문
계고로 변한 정도가 그 반대로 변한 정도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 이경우도 취업과 학업에 동시
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정부의 마이스터고 정책을 통해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전문계고로 진로를
변경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진학률이 감소하는 경우는 전문계고로의 진학계획에서 마이스터고 또는 인문
계고로의 진학으로 바꾸는 경우가 반대방향으로 변한 정도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 마이스터고로
진학하는 경우는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전문계고에
서 인문계고로 바꾸는 경우는 인문계고의 진학률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와 유사하다.
이와 같이 마이스터고 정책은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에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및 청년 실업에 직결될 수 있어 본 연구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선행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의 마이스터고 또는 진학선택 연구와 관련되며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전문계고의 마
이스터고로의 전환효과를 연구하는 문헌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문헌은 아직 초기단계로 마이스터고 초기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주로 평가한다. 이중차분법을 통해 전문계고 졸업생과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비
교한 양정승, 김유미(2014)는 마이스터고 정책이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나
임금은 그렇지 않음을 보고한다. 같은 방법을 활용한 김난영(2019)도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증가
하고 학업중단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발견하였지만 유의미하지 않아 마이스터고 정책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또한 적확매칭(Coarsened Exact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계고 졸업생과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과를 비교한 김강호(2017)는 전문계고 졸업생에 비해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고 일
자리의 질도 더 좋은 것으로 발견하였다. 임금 역시 10~23%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교육학 문헌에서는 공통적으로 전문계고에 비해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또한,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 직장만족도 등도 높았다 (김종
우 외, 2015; 배상훈 외, 2013; 장명희 외, 2012). 기존문헌들을 통해 마이스터고 정책의 영향에 대해 일
치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대학진학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문헌에 기여한다. 그것에는 지역 내 4년제
대학존재여부, 전년도 학교별 대학진학률 추이, 지역의 자영업 비중과 같은 거주지역의 특징이 있다. 특
히, 지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학생들이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학진학률을 낮출 수 있다

(Tansel, 2002; Spiess and Wrohlich, 2010). Dillon

and Smith(2016)은 50마일 내에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을 발견하였으며 교육기관과의 근접성을 대학진학 결정요인으로 제시한다. 대학진학 결정요인으로 직업훈
련 교육기관을 연구한 문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중등교육 수준의 계열선택 문헌에 기여한다. 계열선택은 학생 분류(Tracking) 문헌
의 한 부분이다. 학생을 분류 하는 방법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종류에 학교를 선택하는 계열에
따른 분류인지 능력에 따른 분류(Ability Tracking)*인지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 본고에서의 계열선택
* 능력에 따른 분류의 경우에는 학교 내 수준별 학습을 통해 학생을 분류하는 것과 학교 간 평준화 정책을 통해 학생을 분류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 내 수준별 학습의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경우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는 영향이 없
으며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와(Duflo et al., 2011) 소수민족의 성적이 높은 수준의 학급에서
수업을 받았을 때 성적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Card and Giulian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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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자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중학교의 진학선택문제는 어떤 계열의 고등학교에 진학할지를 결정하는 계
열선택문제과 동일하다. 특히, 계열을 선택하는 시기와 관련된 문헌이 다수 존재한다. 대부분 회귀단절모
형을 통해 분석하며 계열선택시기가 늦을수록 부모의 영향을 덜 받으며 대학 진학의 가능성이 높은 인문
계열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독일: Muhlenweg and Puhani, 2010; Biewen and Tapalaga, 2017;
Lange and Werder, 2017; Biewen and Tapalaga, 2017; Werfhorst 2019; 네덜란드: Borghans,
2020; 루마니아: Malamud and Pop-Eleches, 2011).* 만일 부모의 학력이 낮지만 계열을 선택하는 시
기가 낮다면 직업계열로 진학할 가능성이 낮게 되는 것이다(Piopiunik, 2014).
계열을 선택하는 시기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 위험을 선호하는 부모일수록 지원하는 자녀의 학
교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독일: Wolfel and Heineck, 2012; 네덜란드: Buser et al., 2014). 또한
자녀에 대한 열정 또는 양육능력(Tamm, 2008) 또는 학력 및 직업에 의한 영향이 계열 선택에 부모의 소
득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Dustmann, 2004). 특히 Tansel(2002)는 모의 학력이 딸의 계열선
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또는 교사가 부모보다 초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거나(Kornfeld and Ochsen, 2015) 인문계 정원 확대가 인문계열 진학자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Maurin and McNally, 2007). 직업교육기관의 설립이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4. 마이스터고등학교 배경**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지역 전략산업 등
유망 분야에 특화된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인력양성계획 하에 설립되었
다. 에너지, 전자통신, 자동차, 기계, 철강, 조선, 항만 등의 분야와 유관된 마이스터고가 개교하였다. 이명
박 정부는 2008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을 다양화·
특성화·자율화한다는 정책 취지를 바탕으로‘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였고 이것의
일환으로 마이스터고가 설립되었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p459-460).
이 정책의 이면에는 정부가 전문계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 증가 추세현상에 따른 청년실업률 증가에 우려
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한국 정부는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7년 이래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하였다. 교수학습, 현장실습 개선, 우수신입생 확보, 산학
겸임교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도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 그
럼에도 여전히 고졸자들이 취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고졸 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생들은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산학연계로 인해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최신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취업
이 어렵다고 하였다. 만일 고졸상태에서 취업을 한다하더라도 단기간 고용, 잡무 처리와 같은 낮은 처우,
질 낮은 근무 환경 그리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고졸취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학생들은 취업을 회
피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군복무로 인한 근무 단절 등의 이유로 고졸자 채용을 기피하
는 경향이 있다. 결국 전문계고 졸업생들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

** Meier and Schutz(2007)은 계열선택 역시 동질적인 관심이 있고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두고 교육하기 때문에 능력 분
류의 한 종류라고 주장한다. 인문계열로의 진학은 직업계열로의 진학에 비해 더 높은 성적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문계열로
의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았다.
* 다른 나라에 비해 계열선택시기가 빠른 독일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마이스터고 기본 육성계획 참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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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맹목적인 진로설정을 막기 위해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하며 아래와 같은 방안을 실행하였다. 마이스터고가 아닌 일반 전문계고에는 산학연계를 강조하며 직
업교육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계고 졸업자 중 취업이 확정된 학생의 입영을 최대 4년 연기
해주었다.
반면 전문계고와 달리 마이스터고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 하에 운영되었다. 마이스터고 정책은 2008년 새
정부 중점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 및 재정지원이 있었다.* 우선 정부는 재학생들에
게 기숙사 및 학비를 면제해주고 군복무와 관련하여서는 입영 연기 뿐 아니라 군복무시 마이스터고 육성
분야와 관련된 특기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에 의해 이행되는 선취업·후진학 정책 하에 기업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기업 내
사내대학을 설치하거나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자격증 취득 지원, 해외 직업전문학교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마이스터고 졸업생들
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과정의 전면 자율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 현장전문가 확
보의 중요성 강조, 소규모 학급운영을 통한 도제식 교육 강조 등의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교사연수도 가능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여 맹목적인 진학을 줄이고자 하였다.
정부에서는 지역의 형평성과 산업을 고려하여 마이스터고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4개시도 광역시에 1~2개의 마이스터고가 고루 개교하였다(표 1).*** 2010년 21개 마이스터고가 처
음으로 개교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졸업생들이 입학했을 2017년까지 45개의 마이스터고가 개교하였다.
<표 1> 연도별, 지역별 마이스터고 개수

* 구체적으로 교원연수, 산학협력추진비용, 학생해외체험교육, 외국어교육지원 등을 목표로 한 학교당 6억씩 배정하였고,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위해 학교 당 25억을 투자 하였다. 개교 3년후 까지 이러한 지원은 지속 되었고 장기적으로 산업체나 지
자체와 같은 인력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마이스터고 기반조성
및 고품질 교육과정 운영 재정지원).
** 마이스터고 졸업직후에는 일반고와 다르게 대학을 진학하기에 힘든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정보도 부족
할 뿐 아니라, 일반교과과정의 50%를 반영하지 않고 학교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없어 특성화고 학생들에 비해서도 마이스터고 졸
업직후에는 대학진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고졸 취업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로 진학할 것임
을 예상할 수 있다.
*** 세종과 제주는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찾지 못 하였으나 만일 중고등학생들의 진학선택과 관련된 변수와 관련이 있는 기준
에 의해서 선정되지 못하였다면 결과에 편의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강건성 검증에서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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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2010
21
1
2
2
2
1
1
1
2
2
1
1
1
2
1

2011
21
1
2
2
2
1
1
1
2
2
1
1
1
2
1

2012
27
1
2
2
2
1
1
1
3
2
2
2
1
2
3

2013
34
2
2
2
4
1
1
1
3
3
2
2
3
2
3

2014
36
2
2
2
4
1
1
1
3
3
2
2
4
3
3

2015
40
2
2
2
4
1
2
2
3
3
3
2
4
3
4

2016
42
2
2
2
4
1
3
2
3
4
3
2
4
3
4

2017
45
2
2
2
4
2
4
2
3
4
3
2
4
4
4

* 주: 연도와 지역별로 존재하는 마이스터고 개수를 나타내며 자세한 시군구 지역과 고등학교는 <부표 3>을 참고

다음은 시도 수준에서 전문계고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시·도 교육감은 지역전략산
업과 마이스터 분야의 적합성, 학교 기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비심사를 통해 시도 내 전문계고를 2개교
이상 추천한다.** 추천된 전문계고는 지역 및 산업별 협의체의 도움을 받아 지원서를 수정하고 이를 정부
와 산업계로 구성된 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로 제출한다. 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는 추천된 전문계고 중 지
역전략산업과의 연계, 교육과정 자율화, 교장공모제 실시, 시설 확충 및 기숙사 확보 등의 기준에 부합하
는 전문계고를 예비 마이스터고로 지정한다. 자세한 마이스터고 선정 기준 안은 <부표 1, 2>에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예비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전문계고가 지정 이후 개교 준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
부는 산업별 협회 및 관련 기관을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2~3년 동안 지원한다. 예
비마이스터고로 지정된 2-3년 후에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되며 만일 전환준비가 부진한 경우에는 예비마
이스터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 학교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마이스터고로 선정되
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별로 선정된 마이스터고의 개수에 차이가 존재한다.

마이스터고 개교 첫해

에 세종과 제주에는 마이스터고가 존재하지 않은 반면 두 개교가 선발된 지역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만일 중고등학생들의 진학결정과 관련된 특징과 연관된다면 추정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것이다. 가령 전문
계고 근처에 협력할 기업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의 전문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의 전문계고는 산업체와의 협력이라는 선정기준에 부합할 가능성도 높아져 마이스터고로 선정될 확률
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고의 7.1절에서 마이스터고가 개교하기 이전 기간에 마이
스터고가 존재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학생들의 진학률 추세가 다르지 않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
한다.
마이스터고의 학생 선발 단위는 전국으로 학생의 중학교 소재지 이외 지역의 마이스터고에도 진학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소재지에 존재하는 마이스터고의 개수뿐 아니라 주변 시군구에 존재하는 마이스터고
개수 역시 중고등학생들의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중학교 소재지의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경
우 지역할당제를 통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나, 지역별로 정원의 크기가 다를 뿐 아니라
학생들이 정원에 맞게 지원하는지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예컨대, 2022학년도 서울에 위치한 서울로봇
* 2008년 최초계획은 최종적으로 50개교의 마이스터고를 지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나 2008년에 전문계고를 한꺼번에 평가
하고 50개 고등학교를 선발하는 방식은 아니다.
** 최소 2개교 이상을 예비 선정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각 지역에 균형적으로 마이스터고를 개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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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모집정원의 70%를 서울지역 중학생을 선발하는 반면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는
충북지역 학생을 54.5% 선발한다. 즉, 지역할당제 존재가 반드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의 대부분이 중학교
소재지의 마이스터고로 진학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군구에서의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은 근처에 있는 마이스터고의 개수에 따른 영향까지 고려해야한다. (분석 예정)
5. 자 료
5.1 자 료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는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자료의 학교별 행정자료로 입학
생수, 졸업생수, 학급 수, 교사 수 등과 같은 학교 기본 정보를 포함한다. 고등학교는 2008-2020년 자료
를 중학교는 2005-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가 3개년이 차이나기 때문에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
교에 진학한다면 두 자료를 합쳐 분석하는 지역 단위인 시군구 수준의 종단면 자료를 형성할 수 있다. 가
령 2011년에 특정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면 이 학생은 2014
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2011년에 졸업한 중학생은 지역 내 마이스터고 존재에 영향을 받아 지역
내 고등학교를 선택한다.
고등학교의 계열 분류는 2010년 전후로 차이가 있다. 2010년 이전에는 고등학교를 인문계고와 전문계고
로만 구분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학생들이 다양한 고등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 자율고등학교(이하 자율고)*,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등학
교(이하 특목고)와 같이 고등학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학교가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었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p.459-460). 특목고에는 마이스터고
뿐 아니라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가 포함된다.
본고에서 고등학교의 계열은 2010년 이전과 동일하게 인문계고와 전문계고로 분류하였고 마이스터고 항
목을 추가 하였다.** 즉, 2010년 이후의 분류 체계 하에서의 일반고, 자율고,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
는 인문계고로 마이스터고로 전환되지 않은 특성화고는 전문계고로 분류하였다.*** 전문계고에서 마이스터
고로 전환된 학교들은 마이스터고로 따로 분류하였다. 분석기간 중간에 계열을 바꾼 학교들은 2020년 시
점의 계열로 분류하였다. 가령 2012년에 전문계고에서 인문계고로 변한 학교는 인문계고로 분류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계열변경으로 인한 효과도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강건성검증에서 계열이 변경된 학교
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졸업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자료는 진학, 취업, 군 입대, 미상으로 분류되며 본고에서는 진학과 관련된
세부 자료만 활용하였다. 중학생이 진학한 고등학교의 계열도 앞서 2010년 이전의 고등하교 분류 기준인
인문계고와 전문계고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이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진
학에 미친 영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열에 미친 영향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다른 계열 분석
시, 중학생의 경우 마이스터고로의 진학자 수를 분리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 마이스터고
가 포함되어 있는 특목고의 세부유형에 따른 진학자가 분류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마이스터고 진
* 자율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 다른 고등학교 유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예산
조달방식에 따라 학교가 법인으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정부의 예산을 통해 운영이 되는 미국의 헌
정학교(Charter School)과 같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분류된다.
** 폐교가 된 경우에는 따로 분리하여 조사된 자료가 폐교 이후 시점부터 사라지며, 다른 학교와 통합된 경우에는 자료가 시
작되는 시점부터 통합된 학교와 합쳐 자료를 구성하였다.
*** 계열을 변경한 학교 명단은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았다. 대안학교는 인문계고로 분류 하였고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이 한 학교에 존재하는 종합고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일반고 또는 자율고인 경우에는 인문계고로 특성화고인 경우에
는 전문계고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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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수를 분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체자료에서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특목고에 진학한 학
생 수는 제외하였다. 인문계고에 진학한 학생 수는 일반고, 자율고 진학한 학생 수만을 활용하였고 전문계
고에 진학한 학생 수는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 수를 활용하였다.
5.2 고등학교 기초통계량
이후부터는 앞서 수정한 분류체계를 따라 고등학교를 인문계고와 전문계고 그리고 마이스터고로 분류한
다. 고등학교의 현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졸업자 비중을 기준으로 인문계고가 약 8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이스터고는 1.4%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문
계고의 평균 대학진학률이 78.9%로 대학진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전문계고도
49% 진학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표 2>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기초 통계표
계열

개수

비중(%)

졸업자비중(%)

대학진학률(%)

20.6

17.1

49.2

77.5

81.6

78.9

585

2.0

1.4

35.3

29,901

100

100

73.21

전문계고 -> 전문계고

6,134

인문계고 -> 전문계고

13

인문계고 -> 인문계고

22,961

전문계고 -> 인문계고

208

전문계고 -> 마이스터고
총

*주: 2008~2020년 고등학교 자료, 대학진학률은 졸업자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계산한 평균값에 해당, 자료의 개수는 학교 수와 연도수를 곱한
개수를 의미

주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으며 연도별 요약통계는 <표 3>에 제시한다. <표 3>의 관측치는 본고에서 활용
하는 고등학교 개수를 의미한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과 대학진학률을 생성하였다. 마이스터고의 영향
을 측정하는 지표인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의미한다. 마이스터고가 2010년에 개교하였기 때문에 2013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2013
년 평균 졸업생비중은 0.5%에서 2020년 1.1%로 증가하였다. 졸업생 비중의 최솟값 0%에서 최댓값
32.6%인 것을 고려한다면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표3). 예컨대 마이스터고가 존재하지 않는
충남 계룡시의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은 0%인 반면, 마이스터고가 1개 존재하는 충남 논산시의 마이스
터고 졸업생 비중은 27.28%일 수 있다.
대학진학률은 학교 수준의 변수로 각 고등학교의 졸업생 대비 진학자의 비중을 활용한다. <표 4>에 제시
된 대학진학률은 마이스터고가 존재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고등학생 졸업생 대비 지역의 진학자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이 비중을 계산할 때는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진학생 수는 제외하고 인문계고와 전
문계고를 대상으로만 계산하였다. 2008년이래로 계속 감소 추세에서 2018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표 4). 마이스터고 존재여부에 따른 대학진학률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마이스터고가 존재
하기 이전 시기에 비해 대학진학률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두 지역 간의 차이는 마이스터고가 존
재하는 지역의 대학진학률에서 마이스터고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대학진학률을 차분함으로써 계산되었
다.
<표 3>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2008-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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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학교수

(1)
평균

2,020
2,066
2,086
2,121
2,157
2,190
2,218
2,236
2,257
2,264
2,285
2,297
2,305

0
0
0
0
0
0.5
0.5
0.6
0.8
0.8
0.9
0.9
1.1

(2)
(3)
(4)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0
15.9
1.6
0
16.5
1.8
0
16.3
2.1
0
28.5
2.2
0
30.2
2.3
0
31.4
2.3
0
30.7
2.6
0
32.6

*주: 2008~2020년 고등학교 자료를 활용, 졸업생 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계산, 지역수준의 변수로 마이스터고 졸업자/시군구 단위의 고등학교
졸업자*100을 통해 계산됨.

<표 4> 지역별 대학진학률(2008-2020,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전체
대학진학률(%)
84.1
82.2
79.2
72.8
71.7
71.3
71.5
71.4
70.5
69.6
70.4
71.1
73.3

(2)
마이스터고 존재하지 않는 지역
학교수
대학진학률(%)
1,628
84.0
1,664
82.0
1,681
78.8
1,711
72.4
1,740
71.4
1,769
71.0
1,792
71.1
1,807
71.2
1,825
70.3
1,830
69.3
1,849
70.1
1,861
70.5
1,867
72.8

(3)
마이스터고 존재하는 지역
학교수
대학진학률(%)
392
84.4
402
82.9
405
80.7
410
74.2
417
72.9
421
72.7
426
73.1
429
72.4
432
71.3
434
70.7
436
71.8
436
73.1
438
75.3

(4)
차이
0.4
0.9
1.8
1.7
1.5
1.7
2.0
1.3
1.1
1.5
1.8
2.6
2.5

*주: 2008~2020년 고등학교 자료를 활용, 졸업생 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계산, 지역별 대학진학률 계산시 마이스터고 이외의 인문계고와 전문계
고를 대상으로 계산, 학교수는 분석에서 활용된 연도별 고등학교 개수를 의미함. 대학진학률은 학교 수준의 변수로 진학자/졸업자*100을 통
해 계산됨. 차이(6)은 (5)-(3)을 통해 계산됨.

5.3 중학교 기초통계량
주요 변수들의 연도별 요약통계는 <표 5>에 제시한다. <표 5>의 학교수는 중학교 개수이다. 중학교 자료
를 통해 생성한 변수는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생비중과 인문계고 또는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이다.* 마이
스터고는 2010년부터 개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1년에 진학을 결정한 중학생들부터 마이스터고로 인
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지역 내 마이스터고 정책의 영향을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생비중으로 측정
하였다. 이는 지역수준의 변수로 전년도 시군구의 고등학교 입학자 대비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자를 통
해 생성하였다. 전년도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표 5>의 2011년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생 비중은 2010
년의 입학생 비중을 의미하며 양의 값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017년 지역별 전년도 입학생 비중이 최솟값
* 2010-2012년에 마이스터고로 진학한 학생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년도 마이스터고 진학률을 생성하지 못하였다. 대신 전년
도 마이스터고 입학생비중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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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부터 최댓값이 31.1%인 것으로 보아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은 각 계열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수준 변수로 중학교 졸업자 대비 각
계열별 고등학교로의 진학자의 비중을 통해 계산되었다. 전국적으로 인문계고로의 진학률은 마이스터고
개교 이후 증가하며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은 감소한다. 마이스터고 존재 여부에 따른 지역 간 진학률 차이
는 정부의 주요 관심 대상인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을 활용하여 살펴본다. 이는 마이스터고가 존재하는 지
역의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의 전문계고로의 진학률간의 차분을 통해 계산되었다. 그
차이는 마이스터고 개교 이후에 감소하였고, 심지어 마이스터고가 존재 하지 않는 지역의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생 비중(2005-2017, %)
학교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955
3,013
3,056
3,099
3,131
3,155
3,176
3,190
3,201
3,213
3,230
3,244
3,266

(1)
(2)
(3)
(4)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생비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8
2.1
0
18.1
0.8
2.0
0
15.5
0.8
2.0
0
18.1
0.9
2.2
0
27.4
1.0
2.3
0
30.8
1.1
2.4
0
31.0
1.1
2.4
0
31.1

*주: 2005~2017년 중학교 자료를 활용, 학교수는 분석에서 활용된 연도별 중학교 개수를 의미함. 전년도 마이스터고입학생비중은 지역수준의 변
수로 전년도 지역의 마이스터고 입학자/전년도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자*100을 통해 계산됨.

<표 6> 전문계고와 인문계고로의 진학률(2005-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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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전체

인문계고로의
진학률(%)

전문계고로
의 진학률(%)

71.1
71.3
73.1
74.1
75.0
75.6
77.8
77.7
77.9
77.9
78.1
78.6
77.7

25.4
25.0
23.4
22.5
21.7
20.9
18.8
18.8
18.4
18.3
18.0
17.5
18.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
(4)
마이스터고 존재하지 않는
지역
전문계고로의
관측치
진학률(%)
2,171
2,212
2,239
2,226
2,286
2,287
2,234
2,311
2,370
2,403
2,432
2,429
2,460

31.0
31.4
29.8
29.3
28.1
28.1
26.6
25.8
25.8
25.8
25.2
24.6
25.2

(5)
(6)
마이스터고 존재하는
지역
전문계고로의
관측치
진학률(%)
551
559
569
568
584
582
574
588
611
618
614
621
622

32.9
31.6
30.4
30.0
28.7
28.1
26.6
25.9
25.7
25.9
25.2
25.0
25.1

(7)

차이
1.90
0.24
0.64
0.70
0.60
0.06
0.07
0.05
-0.05
0.03
-0.02
0.37
-0.12

*주: 2005~2017년 중학교 자료를 활용, 졸업생 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계산, 학교수는 분석에서 활용된 연도별 중학교 개수를 의미함. 각 계열
별 진학률은 학교수준의 변수로 각 계열별 고등학교로의 진학자/중학교 졸업자*100을 통해 계산됨. 차이(7)은 (6)-(4)를 통해 계산됨.

6. 추정 방법
본고는 마이스터고가 개교한 지역과 시기의 변화를 활용하여(표1, 부표3) 시군구 지역단위에 존재하는 마
이스터고가 지역의 고등학생의 진학선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식(1)을 추정한다.

          

(1)

식(1)에서 하첨자 , , 는 각각 학교, 연도, 시군구 수준의 지역을 의미한다.  는 연도 학교 의
대학진학률(%)을 나타내며,  는  연도 시군구 수준의 지역의 마이스터고 졸업자 비율(%)을 나타낸다.
지역 내 마이스터고 존재는 첫째로, 해당 지역의 전문계고 정원을 줄이게 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반면, 학생들에게 정부의 직업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전달되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미치는 간
접적인 영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는 연도 고정효과이며 는 학교의 고정효과이다.
가족배경은 진학선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위험감
당 성향(Wolfel and Heineck, 2012) 또는 부모의 소득보다는 학력이나 직업이 진학 및 계열 선택에 영향
을 준다(Wolfel and Heineck, 2012; Dustmann, 2004*; Tansel, 2002). 모의 학력에 따라 딸의 진학선
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할 정도이다Dustmann, 2004).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개인수준의 가족 배
경을 직접 통제할 수 없었지만 Woessmann(2016)과 Dillon and Smith(2016)의 연구에 따라 학교 고정효
과를 통해 각 학교의 재학생들의 평균적인 가족수준을 통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들은 학교고정효과를
통해 학교 고유의 학교운영방침, 학교의 평균적인 교사의 질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학교의 특
징들을 통제 할 뿐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요소인 재학생들의 평균적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관측
* 학교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는 독일을 배경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님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
다. 따라서 부모의 금전적인 수준이외에 학력 및 직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지역의 소득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 고정효과를 활용해야한다는 Dillon and Smith(2016)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학교
고정효과를 활용하는 것은 지역수준의 소득 수준보다 더 작은 단위인 학교수준에서 학교 간 소득수준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통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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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요소인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과 같은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는 학교의 전체 학생 수 대비 전체 여학생 비중을 의미한다.* 남녀 성별에 따른 경쟁력, 도전적인
성향에 따른 차이는 진학선택의 20%를 설명한다. 같은 성적일 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좋은 학교
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다(Buser et al., 2014).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진학선택 시 다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Tansel, 2002).**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평균 성적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학생 비중을 통제하였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지역 내 마이스터고의 존재가 지역 중학생의 진학 또는 계열선택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식(2)를 추정한다.  는 연도 학교 의 인문계고 또는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이며,     은
  년도 시군구 지역의 마이스터고 입학생비율(%)을 나타낸다. 다른 변수들은 식(1)과 동일하다.
                      

(2)

고등학교 결과를 해석할 때 식(2)의 추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진학률 계산 시 활용하는 고
등학교 졸업생은 전학생 수가 크지 않다면 입학생과 유사할 것이다.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중학교 졸업생
수와 유사할 수 있어 식(2)의 추정결과를 고등학교 수준 분석 결과 해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생들이 중학교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의 이유로 타
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약 99%인 가운데, 학군 내 추점제도를 통해 고등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학군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할 수 있다. 학군 내 평준화 정책은 197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96학년도부터는 학군 내
에서 신청 받은 희망 학교 내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리를 준거로 하여
희망 학교를 신청 하고 있어(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p.447) 학군을 변경하거나 전국단위 모집
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중학교 소재지에 존재하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7. 실증 분석
7.1. 마이스터고 개교 이전의 진학률 추세
정부는 질 좋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국의 학생들에게 주고자 선발 기준에 따라 시도 수준
에서 균등하게 마이스터고를 선발하였다. 그러나 시도 수준의 지역에 따라 개교한 마이스터고 개수에 차
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2010년 마이스터고 도입 당시, 경기도는 2개, 강원도는 1개의 마이스터고가 설립
되었던 반면 제주는 마이스터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개교하기 이전에 학생들의 진학률과
연관되어 있다면 마이스터고가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편의가 반영되어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식(3)의 추정을 통해서 고등학교 분석에서는 마이스터고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
인 2008년부터 2012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마이스터고가 존재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대학진

* 마이스터고가 포함된 학교수준의 자료 개수는 29,901개이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의 비중을 구하면 자료수가 29,373개로
줄어들게 되는 반면,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들의 비중을 구하면 자료수가 29,880개로 유사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전체 여학생 비중은 각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각 학년의 여학생 비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 주로 남학생들에게는 사업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일반교육을 받게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의 사업을 단순히 도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받게 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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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률의 추세가 동일한지 직접적으로 확인해본다. 중학교 분석에서는 2005년부터 마이스터고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09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두 지역 간의 전문계고로의 진학률 추세가 동일한지 확인
해본다.*

        

(3)

 은 연도별() 마이스터고가 존재하는 지역()의 고정효과이며 이를 통해 마이스터고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도별 진학률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것이다. 이 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마
이스터고 개교 이전 지역 간의 진학률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편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은 마이스터고가 존재하는 지역의 고정효과이고  는 연도 고정효과이다.  는 고등학교 분석
에서는 식(1)의 대학진학률(   )을 의미하고 중학교 분석에서는 식(2)의 인문계고 또는 전문계고로의 진
학률(    )을 의미한다.
<표 7>는 식(3)을 추정한 결과이다. 인문계고와 전문계고를 모두 활용한 경우는 2010년과 2011년에 두
지역 간의 대학진학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만 이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강
건한 결과는 아니다. 또한 4개 연도의 추정치가 결합적으로 0과 같다는 가정을 기각 할 수 없었다(표 7,
(1)). 이를 고등학교 계열별로 나누어 추정한 경우 지역에 따른 개별 연도의 추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추정치가 결합적으로 0과 같다는 가정을 기각 할 수 없었다(표 7, (2)과 (3)). 중학교 자료를 활용한 경우
에 2006년 두 지역 간의 인문계고로의 진학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10% 수준에서 유의미하
기 때문에 강건한 결과는 아니다(표 7, (4)).** 전문계고로의 진학률 차이는 유의미하게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이로써 추정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표 7> 마이스터고 개교 이전의 진학률 차이 여부 검증 결과

* <표 4>와 <표 6>에 제시된 마이스터고 개교 이전 시기에 두 지역 간의 대학진학률과 전문계고로의 진학률 차이에 대한 t 검
증 결과 통해 두 지역 간의 평균적인 진학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대학진
학률간의 차이에 대한 결과 p-value=0.4, 중학교 전문계고로의 진학률간의 차이에 대한 결과 p-value=0.4)
**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 식(2)의 인문계고로의 진학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해 보았을 때 주요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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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계고
+전문계고
VARIABLES

 
 
 
 

Constant

Observations
R-squared
연도 FE

(2)

(3)

인문계고

전문계고

0.509
(0.654)
1.460*
(0.769)
1.356*
(0.713)
1.118
(0.761)
0.381
(0.933)
84.015***
(0.411)

0.239
(0.753)
1.336
(0.863)
1.138
(0.782)
1.129
(0.790)
1.345
(0.917)
87.117***
(0.443)

1.318
(1.100)
1.158
(1.416)
1.220
(1.378)
-0.062
(1.720)
-2.580
(1.957)
71.602***
(0.728)

10,450
0.104
Y

8,088
0.116
Y

2,362
0.300
Y

(5)
중학교

대학진학률(%)

    
   


(4)

 
 
 
 

Constant

Observations
R-squared
연도 FE

인문계고로의

전문계고로의

진학률(%)

진학률(%)

0.629*
(0.345)
0.192
(0.373)
-0.214
(0.410)
-0.122
(0.428)
-1.765***
(0.597)
72.509***
(0.260)

-0.278
(0.363)
-0.086
(0.391)
0.282
(0.422)
0.182
(0.450)
1.477**
(0.641)
25.104***
(0.277)

14,582
0.021
Y

14,582
0.018
Y

0.1

0.6

    

0.3

0.4

p-value

0.4

   


p-value

* 주: 결과(1)-(3)은 2008-2012년 고등학교 자료를 활용, 식(3)을 추정한 결과,  을 기준 값으로 계산, 결과(4)는 2005년-2009년 중학교 자
료를 활용,  을 기준 값으로 계산, 모든 결과는 졸업생 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계산, 강건한 표준오차를 추정하였으며 괄호 안에 표기,
*** p<0.01, ** p<0.05, * p<0.1

7.2. 중고등학생 진학 결정에 미친 영향
<표 8>은 식(1)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시군구 수준의 지역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이 1%p 증
가할 때, 인문계와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은 0.116%p 증가하며, 인문계고 학생들은 0.020%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은 0.583%p 증가하며 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2008-2020년 평균 전문계고 졸업생 비중이 17%임을 고려한다면(표 2)
마이스터고가 1%p 증가 할 때,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 증가로 인해 모든 고등학생의 평균 대학진학률은
0.1%p(=0.17*0.583)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즉, 평균 대학진학률이 73.21%에서 73.31%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평균 대학진학률의 0.13%(=0.1/73.21*100)에 해당하는 미미한 크기이다. 앞서 2절에서 언급
한 다양한 가능성이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을 증가시켰을 수 있다.

<표 8> 고등학생 진학선택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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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계고 & 전문계고

(2)
인문계고
대학진학률(%)

(3)
전문계고

0.116
(0.078)
0.032
(0.032)
83.732***
(1.539)

0.020
(0.049)
-0.002
(0.026)
87.721***
(1.278)

0.583**
(0.232)
-0.074
(0.058)
74.597***
(2.601)

28,488
0.809
Y
Y

22,363
0.783
Y
Y

6,125
0.817
Y
Y

VARIABLES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
학교 내 여학생 비중(%)
Constant

Observations
R-squared
학교 FE
연도 FE

*주: 2008년-2020년 고등학교 자료를 활용, 식(1)을 추정한 결과,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은 시군구 수준의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마이스터
고 졸업자 비중을 의미, 대학진학률은 개별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진학자 비중을 의미. 모든 결과는 졸업생 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계산,
강건한 표준오차를 추정하였으며 괄호 안에 표기, *** p<0.01, ** p<0.05, * p<0.1

<표 9>는 식(2)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이스터고의 존재로 인해 중학생의 계열선택에 영향을 받았
음을 보여준다. 지역 내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자 비중이 1%p 높아진다면 전문계고로의 진학은
0.205%p 낮아지는 반면 인문계고로의 진학률은 0.095%p 증가한다. 특히 전문계고로의 진학률 감소 결과
는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졸업생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2020년 전문계고
졸업생은 2005-2017년 입학생의 평균 93.4%이기 때문에 전문계고의 경우 입학생 수와 졸업생수는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문계고의 입학생 감소가 졸업생 감소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진학자 수 변화
에 비해 졸업생수 변화의 크기가 크다면 이는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표 9> 중학생 진학선택에 미친 영향
VARIABLES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자비중(%)
학교내 여학생 비중(%)
Constant

Observations
R-squared
학교 FE
연도 FE

(1)
전문계고로의 진학률(%)

(2)
인문계고로의 진학률(%)

-0.205***
(0.048)
-0.005
(0.017)
24.839***
(0.821)

0.095**
(0.046)
-0.000
(0.017)
71.906***
(0.827)

39,755
0.739
Y
Y

39,755
0.721
Y
Y

*주: 2005년-2017년 중학교 자료를 활용, 식(2)를 추정한 결과,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생 비중은 전년도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자 대비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자 비중을 의미, 각 계열별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중학교 졸업자 대비 각 계열별 고등학교로의 진학자 비중을 의미, 모든
결과는 졸업생 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계산, 강건한 표준오차를 추정하였으며 괄호 안에 표기, *** p<0.01, ** p<0.05, * p<0.1

직접적으로는 전문계고에서 마이스터고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된 지역의 입학정원의 변화 과정에서 학생들
은 어떤 계열로 진학할 지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예컨대 2014년 이전에 전문계고였던 울
* 2013년 이전에 전문계고였던 여수전자화학고등학교의 평균 입학정원은 230명인 반면 마이스터고인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로
전환된 이후에는 100명으로 입학정원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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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의 평균 입학정원은 418명인 반면 2014년에 마이스터고인 울산에너지고등학교로 전
환된 이후에는 125명으로 전문계고의 입학정원이 줄었다.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이 감소한 것은 전문계고로
진학계획이 있던 학생이 인문계고나 마이스터고로 진학한 수가 인문계고 진학계획이 있었던 학생이 전문
계고로 진학한 수보다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계고의 정원 감소로 인해 전문계고로 이전보다 더 많
이 진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인문계고로의 진학률이 증가한 것은 인문계고로 진학계획이 있
었던 학생이 전문계고나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수에 비해 전문계고에서 인문계고로 진학한 학생이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활용하여 진로변경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먼저,
진학계획을 전문계고에서 마이스터고로 변경시킨 학생들은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
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마이스터고로 변경하기 전부터 직업교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진학계
획을 인문계고에서 마이스터고로 변경시킨 경우를 살펴볼 때 이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중학교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이 진학을 하
는 경향이 있어 공부를 잘 하더라도 학업보다는 취업에 관심이 있거나 마이스터고 정책도입으로 인해서
취업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마이스터고가 없었더라면 이 학생들은 인문계고를 진학
하고 전문대를 진학하여 직업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학계획을 전문계고에서 인문계고로 계획을 변경한 학생들에게 미치는 의미는 명확하지 않
다. 만약 이들이 대학교육에 관심이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인문계고에 가는 것을 고민하는 학생이었다면
오히려 본인의 관심에 따라 진학할 수 있어 더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직업교육에 관심이 있었
으나 전문계고는 정원감소 때문에 마이스터고는 성적 때문에 진학을 못하고 인문계고에 어쩔 수 없이 진
학하게 된 것이라면, 마이스터고 정책은 이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없앤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이들이 인문계고에 가서 좋지 않은 대학에 비효율적으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이전에 비해 더 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게 만든다. 마이스터고 정책이 도입되지 않았더라
면 이들은 전문계고에 진학하여 비효율적인 진학이 아닌 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는 정부가 마이스터고 정책을 통해서 줄이고 싶은 현상이었을 것이다.
앞선 세 가지 경우 중, 첫 번째 경우에는 마이스터고 정책이 없었더라면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인문계고보다 전문계고로 진학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소득 보다 학력이나
직업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계열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 즉, 성적이 같은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학력에 따라 진학할 계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Wolfel
and Heineck, 2012; Dustmann, 2004; Tansel, 2002; Biewen and Tapalaga, 2017; Tamm, 2008;
김위정, 김양분, 2013). 학교 유형별 평균적인 가정배경과 개인의 성적을 비교해 본다면 마이스터고에 진
학한 학생들의 부모의 학력은 특성화고 학생들과 유사하게 높지 않지만 성적은 인문계고 학생들과 유의미
한 차이가 없다(유한구, 이은혜, 2017; 표 10). 성적이 유사하지만 부모의 학력이 낮아 마이스터고를 진학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이스터고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전문계고를 높은 확률로 진학했을 것이다.

<표 10> 학교유형별 평균적인 가정 및 개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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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고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부의 학력
고졸이하(%)
41.2
69.6
56.5

모의학력
고졸이하(%)
50.7
76.2
61.2

소득 수준(만원)
500
360
400

중3 내신
성적(등급)
3.8
5.8
3.6

* 주: 한국고용패널조사Ⅱ를 통해 확인한 자료. 인문계고는 전문계고,ㄴ 마이스터고와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 단, 중3 내신 성적은 유의
미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
* 자료: 유한구, 이은혜(2017)

나아가 정부의 마이스터고 정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인문계고로의 증가는 정부가 기대하지
않은 효과일 것이다. 즉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가 마이스터고로 진학하지 못하고 일부는 마이
스터고로 일부는 인문계고로 진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마이스터고 정책은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대신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는 소수의 학생들을 양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3. 마이스터고 전환효과
본 절에서는 마이스터고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진학률 감소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식(4)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절에서는 전문계고에서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학교이다.     는 마이스터
고로 전환된 연도에 1을 전문계고일때는 0을 부여하였다. 가령 2014년에 마이스터고로 전환되었다면
2014년부터 이 변수에 1을 이전에는 0을 부여한다. 통제 변수들은 식(1)과 동일하다. <표 11>에서는 식
(4)를 추정한 결과를 [그림 2]를 통해서는 식(4)를 사건연구방법(Event Study framework)을 적용하여 마
이스터고로 전환됨으로써 매년 대학진학률에 미친 영향을 제시한다. 전문계고일 때의 대학진학률에 비해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이후 대학진학률은 평균 28.38%p 감소하였다.

             

(4)

<표 11>의 두 번째 열은 같은 지역 내에 뒤늦게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들을 제외한 결과이다. 예컨대
대전 동구에는 2010년에 마이스터고가 개교하고 2015년에 마이스터고가 추가로 개교하였다. 이 경우
2010년부터 2014년에 있었던 마이스터고는 2015년에 마이스터고로 전환될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에 영
향을 주어 전환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구미시와 같이 2010년 2개의 마이스터고가 동시
에 개교한 경우는 상관없다. 뒤늦게 개교한 연도와 지역은 2017년 개교한 광주 광산구, 2015년 개교한 대
전 동구, 2013년 개교한 서울 강남구, 2012년 개교한 울산 북구이다. 뒤늦게 개교한 4개의 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 11>의 두 번째 열에 제시한다. 이를 제외하여도 평균 27.55%p 감소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결과가 소폭 작아진 것으로 보아 지역 내 마이스터고의 영향을 받은 전문계고의 대학진
학률이 양의 방향으로 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식(1)을 추정한 결과와 같다(표 8).

<표 11> 마이스터고 전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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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RIABLES
마이스터고로 전환이후
학교내 여학생비중(%)

Constant

Observations
R-squared
학교 FE
연도 FE
나중에 개교한 학교 제외

(2)
대학진학률(%)

-28.378***

-27.550***

(2.567)

(2.580)

0.122

0.130

(0.223)

(0.255)

64.477***

63.171***

(4.529)

(4.986)

585
0.914
Y
Y
N

533
0.911
Y
Y
Y

*주: 2008-2020년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고등학교 자료를 활용, 식(4)을 추정한 결과, 대학진학률은 개별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진학자 비중을 의
미. 모든 결과는 졸업생 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계산, 강건한 표준오차를 추정하였으며 괄호 안에 표기, *** p<0.01, ** p<0.05, * p<0.1

그러나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율이 1.4%임을 고려한다면(표 2) 마이스터고로 변한 이후에의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 감소로 인해 전체 고등학생의 평균 대학진학률은 0.4%p(=0.014*28.38) 감소하는 것
으로 계산된다. 즉, 평균 대학진학률이 73.21%에서 72.81%로 변하는 것이다. 전체 평균 대학진학률의
0.54%(=0.4/73.21*100)에 해당하는 미미한 크기이다.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의 평균 대학진학률이
48.2%(=(17.01*49.24+1.3*35.29)/(17.07+1.35))임을 고려한다면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평균 대학진학률
의 0.82%(=0.4/48.2*100)에 해당하는 크기임을 알 수 있다. 전체대학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소폭
커졌으나 1%도 채 되지 않는 미미한 변화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마이스터고 정책 도입 이후의 평균 대학진학률 변화를 마이스터고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계산해본다. <표 8>의 결과해석을 고려하면 전문계고는 전체 평균 대학진학률을 0.1%p
증가시키고 마이스터고 전환효과로는 0.4%p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 마이스터고 정책으로 인해 평균
대학진학률은 0.3%p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배출된 2013년 이후의 평균 대
학진학률(=77.46%)은 그 이전(=70.43%)에 비해 7.03%p 감소하였는데 마이스터고 정책은 이 감소분의
4.26%(=0.3/7.03*100)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2]의 가로축은 마이스터고로 변경되기 전후의 기간을 의미한다. 1은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첫 해를
의미하고 2는 전환된 후 두 번째 해를 의미한다. 마이스터고로 전환되기 바로 직전년도(0)을 기준연도로
이에 비해 전환 이전과 전환 이후 각각의 연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이스터고로 전환되
기 직전년도와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들의 대학진학률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확인된다. 마이스터고의 졸업생이 증가함에 따라 마이스터고 개교 직전연도에 비해 전환에 따른 대학
진학률 감소효과는 증가하였다.

[그림 2] 마이스터고의 전환 기간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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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8년-2020년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고등학교 자료를 활용, 식(4)를 사건연구방법(Event Study Framework)으로 추정한 결과에서  을 그
림, 가로축은 마이스터고로 변경되기 전 후의 연수를 의미(0은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해를 의미), 세로축은 대학진학률의 변화율(%p)를 의미

7.4. 강건성 검증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에 미친 영향의 강건성 검증은 <표 13>에 중학생의 계열선택에 미친 영향의 강건
성 검증은 <표14>에 제시한다. 첫 번째 검증은 마이스터고가 처음으로 개교할 당시와 현재까지도 마이스
터고가 존재하지 않는 세종과 제주로부터 편의가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만일 선정 당시 해당 지역들의

대학진학률이 더 높았거나 산학협력 할 기업이 존재하지 않아 마이스터고 전환에 지원한 학교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정되지 않았다면 앞선 결과들은 과소추정 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지역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도 기존 결과와 유사하다.
두 번째는 연구기간 도중 계열을 변경한 학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분석에만 해당된다.
앞선 결과에서 활용한 고등학교 자료에는 계열을 변경한 학교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본고의 결과가 계열
변경효과와 혼재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계열 변경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도 주요 결과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2018-2020년의 자료를 제외하고 추정하였다. 2018년부터 고등학생 전체 평균 대학진학률 뿐
아니라 특히 전문계고 대학진학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 8>의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 증가 현상이
이것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해본다.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 추정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
의하였다. 한편 이러한 모습이 2018년 이후 부터 중학생들이 전문계고로 진학하지 않은 감소폭이 큰 것에
기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의 계열 선택에 미친 영향도 확인 해 보았으나 이전 결과와 유사하다.

<표 13> 강건성검증 결과: 대학진학률에 미친 영향

* 전국의 산업 및 기업의 비중이 낮아 마이스터고로의 지원자체를 하지 않은 지역의 대학진학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결과는
과대추정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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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
Observations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

(인문계고+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
0.100
(0.090)
28,005
0.120
(0.090)

인문계고의
대학진학률(%)
0.011
(0.054)
21,971
0.026
(0.054)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
0.613**
(0.301)
6,034
0.593**
(0.301)

Observations

28,270

22,158

6,112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
Observations

0.081
(0.102)
21,607

-0.009
(0.055)
16,885

0.474*
(0.279)
4,722

변수
세종, 제주 제외

계열 변경 교 제외

2018년 이후 제외

*주: 고등학교 자료를 활용, 대학진학률은 개별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진학자 비중을 의미. 모든 결과는 졸업생 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계산, 통
제변수는 식(1)과 동일, 강건한 표준오차를 추정하였으며 괄호 안에 표기, *** p<0.01, ** p<0.05, * p<0.1

<표 14> 강건성검증 결과: 중학생 계열 선택에 미친 영향

세종, 제주 제외

2018년 이후 제외

변수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생 비중(%)
Observations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생 비중(%)
Observations

인문계고로의 진학률(%)
0.106**
(0.046)
30,160
0.117**
(0.051)
39,083

전문계고로의 진학률(%)
-0.216***
(0.048)
30,160
-0.201***
(0.052)
39,083

*주: 중학교 자료를 활용, 각 계열별 진학률은 지역의 중학교 졸업자 대비 각 계열별 고등학교 진학자 비중을 의미, 모든 결과는 졸업생 수를 가
중치로 부여하고 계산, 통제변수는 식(2)와 동일, 강건한 표준오차를 추정하였으며 괄호 안에 표기, *** p<0.01, ** p<0.05, * p<0.1

8. 결 론
본고는 한국 마이스터고 정책이 중고등학생들의 진학선택에 미친 영향을 마이스터고가 존재하는 지역과
시점 간의 변화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마이스터고 정책은 높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금전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받은 정책이다. 추정결과 지역
내 마이스터고의 졸업생 비중의 1%p 증가는 인문계고 대학진학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전문계고
의 대학진학률을 0.583%p 증가시켰다. 또한, 마이스터고의 전환효과는 전문계고였을 때에 비해 대학진학
률이 28.37%p 감소하였다. 즉, 마이스터고 정책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게만 정책이 의도한 영향을 준
반면, 다른 계열에 속해있는 졸업생들에게는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내 마이스터고의 존재가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와 같이 직업교육을 받은 고등학생들의 진학선택에 미친
영향은 마이스터고 존재 이후에 변한 평균 대학진학률의 변화를 4.26% 설명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같은
동에 마이스터고가 존재한 경우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마이스터고 정책으로 인해 중학생들에게도 그들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지역 내

전년도 마이스터고 입학생 비중이 1%p 증가할 때, 중학생의 전문계고로의 진학률은 0.205%p 감소하는
반면 인문계고로의 진학률은 0.095%p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문계고로의 진학률 감소는 전문계
고의 대학진학률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문계고로의 진학률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정부
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일 것이다. 정부의 의도치 않은 영향이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결론지을 수 없다. 만약 전문계고 진학계획을 인문계고로 바꾼 학생들이 자발적이었다면 그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취업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에게 마이스터고 정책은 오히려 그들이 관심 있는 직업교
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전문계고를 가고자 했던 학생들 모두가 마이스터고로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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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정책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는 전체 학생들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기금 및 운영 방식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수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에 집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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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마이스터고 요건 (예시안)
항목구분

요건
▪마이스터 성장 경로 확립

진

로

학생선발

분

▪산업별협의체 및 기업체 협약을 통해 취업기회 보장
▪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취업 후 동일분야 고등교육 기회 제공
▪직업 흥미 및 적성을 중심으로 한 학교별 전형방법으로 전국단위 인재선발
▪학급당 학생수 20명 내외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망분야에 집중

야

※기계·자동차,메카트로닉스,금형,철강,조선,전자,반도체,항공,건축·토목,환경,항만물류,농
업,수산해양,경마축산,섬유패션,조리,미용,관광,전통문화 등 상호 연계된 분야의 4개

교육과정
·교과서
교장·교원
시

설

학과 이내
▪산업계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전면 자율화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2까지 감축가능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장의 권한·책임 보장
▪마이스터 교원 : 우수인력 선별
▪실습동 및 첨단 기자재 확보(계획), 기숙사 제공(계획)
- 기업체·대학 공동활용 포함
▪유망분야 관련 협회·기업체 협약

산학협력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전문인력 지원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부표 2> 마이스터고 선정평가가준(안)
평가영역 및 배점
1. 학교 교육계획
/지원·협력체계

평가 항목
학교 교육목표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의 적절성
지역전략산업 수요의 적합성

구축(25점)

산업체 및 지자체의 참여 및 외부지원 확보계획

10

학과 개설 또는 개편방향의 적절성

10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의 적절성
교수·학습방법과 자료개발 및 활용의 적절성

5
5

학생수 조정계획 및 신입생 모집방안의 적절성

10

우수 교원 확보와 산학겸임교사(산업 명장) 활용 계획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적 및 계획
실습장, 시설 기자재 확보 현황 및 계획
기숙사 보수·확충 계획
졸업 후 진로정치 및 취업지원 계획
취업 후 계속교육 기회의 가능성
관련 해외 기관 연계 및 학생연수 실적·계획

5
5
10
5
10
5
5

2. 학과/교육과정
개편계획(20점)

3. 교원/학생 현황 및
개편계획(20점)
4. 시설/설비
개편계획(15점)
5. 졸업 후 진로지도
게획(20점)

배점
5
10

* 자료: 장명희 외(2008, 표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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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마이스터고의 개교연도 및 지역
개교 연도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52

지역(시군구)
강원 원주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 평택시
경남 거제시
경남 사천시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
광주 광산구
대구 달서구
대전 동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서울 관악구
서울 강남구
울산 북구
인천 남구
전남 광양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충남 당진시
충북 음성군
부산 영도구
울산 북구
인천 중구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북 진천군
강원 삼척시
경북 포항시 남구
경북 울진군
서울 강남구
전남 여수시
전남 강진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전남 완도군
전북 남원시
대구 동구
대전 유성구
울산 동구
충남 부여군
대구 달성군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전북 김제시

학군
강원원주
경기수원
경기평택
경남거제
경남사천
경북구미
광주서부
대구남부
대전동부
부산 해운대
부산서부
서울동작관악
서울강남
울산강북
인천남부
전남광양
전북군산
전북익산
충남당진
충북음성
부산서부
울산강북
인천남부
충남공주
충남논산계룡
충북진천
강원삼척
경북포항
경북울진
서울강남
전남여수
전남강진
충북청주
전남완도
전북남원
대구동부
대전서부
울산강북
충남부여
대구달성
서울성북
광주서부
대구동부
전북김제

학교명
원주의료고등학교
수원하이텍고등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거제공업고등학교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금오공업고등학교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합덕제철고등학교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울산에너지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현대공업고등학교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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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 고등학교의 문ㆍ이과 계열별 특성은 대학전공 선택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문ㆍ이과 계열별 특성 중
교육투자에 초점을 두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과생이 문과생 대비 연간 약 214만 원의 사
교육비를 더 투자하며 일주일에 6시간 정도를 더 자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으로 명시적인 계열 구분은 사라졌지만 대학입시에서의 필요에 따라 암묵적으로는 여전히
계열이 구분되는 현재, 문ㆍ이과 계열 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문ㆍ이과, 교육투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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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ㆍ이과 통합하에서 치러진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인문ㆍ사회ㆍ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
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2015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을 도입하였다(교육부,
2014).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원화된 문ㆍ이과 구분은 제7차 교육과정(2002) 이후 사라졌으나, 대
학 입학전형에서의 필요로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문ㆍ이과 과정을 구분하고 있었다.「2015 문ㆍ이과 통
합형 교육과정」
의 도입으로 문과학생이 이전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수학과목이나 과학탐구과목을 선택
할 수 있고, 이과학생도 사회탐구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등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1)
제도도입 초기이므로 아직 대학입시에서의 문ㆍ이과별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ㆍ이과 통합하에서
치러진 첫 학력평가와 6월 모의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에서 문ㆍ이과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나2)3) 상대적으로 문과생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는 결국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대학이름 및 대학에서의 활동이 중요한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ㆍ이과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문ㆍ이과 계열에 따른 교육투자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에서 이공계 졸업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고4) 교육부의 초ㆍ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교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2020년 고등학생의 희
망직업 상위 20위 안에서 인문ㆍ사회계열 직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간호사(2위), 생명ㆍ자연
과학자 및 연구원(3위),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7위) 등이 상위권에 올라 많은 학생이 이공계
열 혹은 의약계열의 직업군을 희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5)
이는 몇 년 전까지 관찰되었던 이공계 기피현상과는 다소 다른 모습인데, 이공계 기피현상은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공학, 자연계열의 전공 선택을 기피했던 현상을 의미한다. 당시 연구자들은 이공계
전공자의 경제적 수준이 의약계열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박성준,
2004; 장수명ㆍ서혜애, 2005; 류재우, 2011). 다만 앞의 연구에서도 인문ㆍ사회ㆍ예체능계열보다는 공학
계열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고용상황 악화로 인해 신규 대졸자가 경험하는 임금손실
수준은 인문계 졸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은행, 2021). 즉, 이공계 기피현상은 이과를 선
택했던 학생들 안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면 문과를 선택한 학생의 노동시장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1) ‘공통과목’의 신설을 통해 학생들이 어느 영역으로 진로를 결정하든 인문ㆍ사회ㆍ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다만 대학에서는 학과의 계열별로 특정 과
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문ㆍ이과 과목을 교차하여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
2) “수학 1등급 94%는 이과생... ‘문과생 크게 불리’”, YTN(2021. 4. 17). https://www.ytn.co.kr/ _ln/0103_202104170529087897 (검
색일 : 2021. 4. 22).
3)
“6월 모의평가 문ㆍ이과 수학 격차 더 커져 ... 수학 1등급 문과 4.3% 이과 95.7%”, YTN (2021. 6. 30).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301016074533 (검색일 : 2021. 9. 14).
4) “상반기 신입사원 10명 중 4명은 ‘이공계’…지난해 하반기보다 2.9%P↑”, 뉴시스(2020.7. 6). https://newsis.com/view/?id=NI
SX20200706_0001084463&cID=13001&pID=13000 (검색일 : 2021. 4. 27).
5)「2020 초ㆍ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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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선택하는 문과 혹은 이과는 남은 고교생활에서의 교육투자와 대학진
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노동시장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
용패널을 이용하여 문ㆍ이과별 교육투자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공부에 비용과 시간
모두를 더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문ㆍ이과 및 대학전공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이전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
고, 제Ⅳ장에서는 문ㆍ이과별 교육투자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
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며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행연구

해외의 경우 중등교육 수준에서 문ㆍ이과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에 중등교육 수준에서 문
ㆍ이과를 구분하여 교육투자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차이를 비교한 해외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ㆍ
이과를 구분하지 않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를 살펴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ltonji(1995)의 경우 과목별 시수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임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
장했지만, Levine and Zimmerman(1995)은 남학생의 경우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대학을 졸
업하는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수학과목을 더 이수한 학생의 임금이 높음을 보였다. 다만 이는 고
등학교에서 수학 또는 과학과목을 더 이수한 학생이 기술직(technical jobs)에 더 진출하게 되어 나타나
는 경향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Rose and Betts(2004)는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등학교에서 이
수하는 수학과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였고, 수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대수학(algebra), 기하
학(geometry) 등 고급수학인 경우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ㆍ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해외에서도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이 임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전공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경영학 전
공자가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모습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Angle and Wissmann, 1981; Daymont and Andrisani, 1984).
문ㆍ이과 계열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배호중(2015)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문ㆍ이
과 계열에 따른 대학생활 및 취업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배호중(2015)에 따르면 대학졸업 후 고교 계
열에 따른 구직기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첫 직장 임금수준이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이과 출신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첫 직장 유지확률도 이과 출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초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이나 고용안정의 관점에서 이과 출신의 성과가 좋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대학에서 선택한 전공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이며, 배호중(2015)과 같이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문ㆍ이과 계열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계열별에 따라 나타나는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ㆍ이과
별 교육투자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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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관찰되었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이공계열 전공자의 임금 등 경제적 지
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경희ㆍ김태일(2007)은 전공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
되었고 상위권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공계열을 전공한 학생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공계 기피현상
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장수명ㆍ서혜애(2005)는 의약계열과 비교했을 때 이공계 졸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공계 전공자는 수학, 물리, 화학 등 부분에서 기초를 쌓는 데 큰 노력이 필
요한 데 반해 경제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공계 졸
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았던 것에 대해 류재우(2011)는 이공계 인력의 과도한
공급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공학기술자 수요와 대비하여 공학학사학위 취득자가 많아 이들에 대
한 활용도가 낮고, 이에 이공계 졸업자의 이공계 프리미엄이 음(-)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편 정현상(2015)은 인문ㆍ사회계열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공학계열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는 대부분의 전공에서 취업난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청년 대졸자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인문
ㆍ사회계열의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보았다. 취업성공 여부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행기간 부분에서도
인문ㆍ사회계열 졸업자는 공학ㆍ의약ㆍ예체능 계열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였다. 그는 대학의
난립과 무작위적 학과 신설 등에 따른 인문ㆍ사회계열 학생의 포화가 현재의 사태를 일으킨 주요 원인
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나 대학전공 자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투자에 초점을 둔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고등학교 2학
년으로 진학 시 결정하는 문ㆍ이과 계열은 전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 계열별로 사교육비, 공부
시간 등에 투자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면,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왔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진학 이전인 고등학교에서 문ㆍ이
과 계열에 따라 교육투자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다.

분석 자료 및 방법

분석 자료
2015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문ㆍ이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현재, 수
학과목에서 문ㆍ이과 간에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알기 위해
서는 교육투자 측면에서 문ㆍ이과 간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수업에 대한 보충이 필요함에도
문과생들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를 적게 사용하였거나 공부를 적게 하였다면 이과생들의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문ㆍ이과 계열에 따른 교육투자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고, 분석에는 한국교육
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이하 KEEP) 1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KEEP은 한국
직업능력연구원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자료로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교육투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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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EEP은 2004년 기준 중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
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5년까지 총 12차에 걸쳐 이들의 교육경험 및 진
학, 진로 등을 추적 조사하였다.
교육투자는 비용과 시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KEEP에서는 매년 대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
경험 여부, 한 달 평균 사교육비, 일주일 평균 자습시간 등을 조사하고 있어 두 가지 측면의 교육투자
모두에 대해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이외에 출신 고등학교 계열, 문ㆍ이과 계열, 부모의 교육수준 및 경
제활동 상태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교육투자가 문ㆍ이과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4년 기준 중학교 3학년 코호트 중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목표하는 대학 및 학과를 설정
하고 그에 맞추어 입시를 준비하는데 우리나라의 입시환경을 살펴보면 수험생의 진학 목표대학이 수도
권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에 진학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교육투자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분
석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KEEP은 2차 연도인 2005년부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대학 소재지를 조사하였으나,
실제로는 2006년부터 변수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2004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에서 재수 이상
을 하지 않은 학생, 즉, 2005년에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진학대학 소재지를 알 수 없어 대학
소재지를 고려한 분석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한 코호트를 대상으로 진학대학 소재지까지 고려
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2004년 기준 중학교 3학년 코호트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문ㆍ이과 중에 자신의 계열을 선택한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계 고등
학교에 진학한 학생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ㆍ이과에 따른 교육투자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의 추정식을 세웠다. 교육투
자 중 비용인 사교육비 투자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토빗모형(Tobit model)을 적용하였고, 자습시간 분
석에는 OLS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 고교시절 대학입시를 위해 사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의 비율은 약 1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도절단자료(censored data)
를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토빗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석에
사용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max         

(1)

식 (1)에서   는 학생  가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사용한 연평균 사교육비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학생  가 사교육을 이용한 경우   가 실제로 관측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이는 대학진학을 위해 고교시절 혹은 그 이후에 사용한 연평균 금액이며 재수 또
는 삼수 이상을 경험한 경우 4년 혹은 5년 이상의 연평균 금액에 해당하는 값이다.
주요 설명변수인   는 이과를 선택한 학생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만일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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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 시 계열을 바꾼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계열을 기준으로 분석
을 수행하였다.   는 문ㆍ이과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통제를 위해 식에 포함하였
으며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연수, 형제자매 수 등을 통제변수로써 활용하였다.   는 순 오차항을
의미한다.
교육투자 중 시간인 자습시간 분석을 위해 세운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2)

식 (2)에서   는 학생  가 대학에 진학하기까지의 일주일 평균 자습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주
일 평균 자습시간은 학교나 학원 수업, 과외에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혼자서 공부한 시간을 의미한
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기타 휴식시간의 사용 정도도 살펴보기 위해 하루 평균 수면시간,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 TV 시청시간, 컴퓨터 이용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별도의 분석도 수행하였다. 식 (2)
의   와   는 연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추정식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변수이며,   는 순 오차항이
다.
분석에 사용한 각 변수의 문ㆍ이과별 기초통계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표본에서
문과인 학생은 539명, 이과인 학생은 295명이다. 문ㆍ이과에 따라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
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이과학생들이 문과학생들에 비해 약 127만 원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
일 평균 자습시간은 이과학생들이 문과학생들보다 약 1.5시간 긴 반면 하루 평균 수면시간 및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 TV 시청시간, 컴퓨터 이용시간은 문과학생들이 이과학생들보다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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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량
전체
연평균 사교육비(만 원)
일주일 평균 자습시간(시간)
하루 평균 수면시간(시간)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시간)
일주일 평균 TV 시청시간(시간)
일주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시간)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부 교육연수
모 교육연수
형제자매 수
수학 및 과학영역에 대한 흥미
N수(재수 또는 그 이상) 비율
여성 비율
표본 수

291.1

문과
246.1

(332.6)
11.9

373.4

(297.3)
11.4

(8.8)

12.9

6.3
(0.9)

(0.9)

(9.3)

(9.4)

(5.3)

(5.6)

(5.3)

(5.6)

(212.8)

(182.2)

(2.8)

(4.6)
364.8

12.7

11.9

(4.6)
9.8

326.4

12.8

(8.9)
9.6

11.5

340.0

(0.9)
23.4

11.4

10.9

(9.5)
6.0

26.6

10.8

(375.7)

(8.3)

6.2
25.5

이과

(258.0)
13.1

(2.8)
11.8

(2.4)

(2.7)
12.2

(2.4)

1.3

1.3
(0.6)

(2.3)
1.2

(0.7)

3.3

3.1
(0.9)

(0.6)
3.7

(0.9)

(0.8)

9.0

7.8

11.2

52.0

57.3

42.4

834

539

295

주 : 1) ( ) 안은 표준편차.
2) 연평균 사교육비는 2015년 물가수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04∼2015년.

다만 본 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이과 더미변수에는 문ㆍ이과 선택에 대한 선택편의
(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육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이
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면 OLS 추정결과에 상향편의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한편, 타고난 학습능
력이 뛰어나서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과를 선택한다면
OLS 추정결과에 하향편의가 발생한다. 이들은 원하는 성과를 얻는 데 필요한 교육투자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편의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고, 도구변수로는 분
석대상의 중학교 3학년 당시 수학 및 과학에 대한 평균적인 흥미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KEEP에서는 ‘다음의 중학교 교과목에 대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국어, 수학, 영어, 과학영역, 사회영역 등에 대한 흥미도와 잘하는 정도(이하 성취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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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개의 단계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각 학생의
수학 및 과학영역에 대한 흥미도를 평균하여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도구변수의 유효성은 수학 및 과
학에 대한 흥미도가 이과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타고난 학습능력 또는 교육투자 결정
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의 성립 여부에 달려있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더 많이 가지거나, 수학과 과학의 사교육 경험이 이 과목에 대한 흥미도를 높였다면 도구변수로
서의 유효성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흥미는 학습능력이나 사교육과 상관없이 타고날 수
있고, 대학입시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시점인 중학교 3학년 때의 수학ㆍ과학과목의 흥미도가 고등학
교의 교육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당시 수학
및 과학에 대한 평균적인 흥미도를 적용한 도구변수 추정결과는 도구변수가 유효한 범위 내에서는 편
의를 어느 정도 제거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EEP에서는 흥미도와 잘하는 정도(이하 성취도)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의 수
학 및 과학영역에 대한 흥미도와 고등학교 진학 후의 수학 및 과학영역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구변수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과가
좋은 것은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흥미도와 성취도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면 이
러한 이유로 도구변수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표 2>에 제시한 1단계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수학
및 과학영역에 흥미가 있는 학생일수록 이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이과 더미변수에 대한 1단계 추정결과

0.17***
(0.02)
0.05
(0.06)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3)
-0.07**
(0.03)
-0.35***
(0.11)
834

수학 및 과학영역에 대한 흥미도 평균
N수(재수 또는 그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부 교육연수
모 교육연수
형제자매 수
여성
상수항
표본 수
주 : 1)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
2)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또한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보고는 생략.
3) *** p<0.01, ** p<0.05, * p<0.1.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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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부터 <표 6>에 일반계 고등학교 문ㆍ이과별 노동시장 성과 및 교육투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를 제시하였다. 교육투자는 사교육을 위한 비용지출과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루어지며,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공부시간이 길수록 교육에 많이 투자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은 문
ㆍ이과 계열별 연평균 사교육비 및 일주일 평균 자습시간에 대해 토빗모형 및 OLS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문과를 선택한 학생에 비해 연평균 사교육비를 약
82만 원 정도 더 투자하고, 일주일 평균 1시간 더 자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문ㆍ이과 계열에 따른 연평균 사교육비 및 일주일 평균 자습시간
(단위 : 만 원, 시간)
일주일 평균
자습시간

연평균 사교육비
토빗모형
이과

N수(재수 또는 그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부 교육연수

모 교육연수

형제자매 수

여성

상수항
표본 수

108.18***
(23.07)
159.57***
(44.16)
0.46***
(0.11)
20.66***
(5.58)
9.86
(7.28)
-40.44**
(16.53)
71.20***
(22.30)

한계효과
81.82***
(17.37)
120.69***
(33.41)
0.35***
(0.09)
15.62***
(4.19)
7.46
(5.50)
-30.58**
(12.48)
53.85***
(16.81)

-122.33

1.01*
(0.59)
10.84***
(1.11)
0.00
(0.00)
0.66***
(0.13)
-0.42**
(0.17)
0.30
(0.47)
0.46
(0.60)
8.07***

(75.40)
834

OLS

(1.86)
834

834

주 : 1)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
2)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또한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보고는 생략.
3) *** p<0.01, ** p<0.05, * p<0.1.

연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차이는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자체가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공동조사하고 있는「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과목별로 사교육 참여율 및 월
평균 사교육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이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7년을 기
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은 수학이 46.4%로 가장 높았고, 영어
(40.3%), 국어(21.6%), 사회ㆍ과학(14.9%)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일반 교과목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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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월평균 총 21.2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그중 수학에 가장 많은 9.1만 원을 사용했고 다음으로
영어(7.1만 원), 국어(2.5만 원), 사회ㆍ과학(1.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 문ㆍ이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학과목에서의 차이인데, 이과학생은 문과학생과 비교
했을 때 더 많은 범위의 내용을 배우고 대학진학 시 수학의 반영 비율도 높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학생
들은 수학에 대한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쓰는 금액 자체도 많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상대적으로 수학의 난이도 및 중요도가 높은 이과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
다.
그 외 설명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재수 또는 그 이상 대학입시를 준비한 경우 일주일 평
균 자습시간이 약 11시간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재수학원 등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긴 N수생의 행태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여학생인 경우 연평균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관측되었
다.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동일한 표본의 중학교 3학년 당시 수학 및 과학에 대한 흥미도 평균을 도
구변수로 적용하여 도구변수 추정을 추가로 수행하였다(표 4 참조). 도구변수 추정결과, 이과생의 사교
육비는 문과생에 비해 연간 약 214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습시간 또한 문과생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일주일 평균 6시간 정도 많았다.
문ㆍ이과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학 및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통제하여 선택편의
를 제거하자 추정치의 크기가 커졌다. 문과 대비 이과에서 요구하는 학습량이 많으므로 평균적으로는
사교육비와 자습시간에서 더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한 기존
분석에는 하향편의가 존재했을 수 있다. 다만 도구변수 추정은 도구변수에 의해 행동의 변화가 유도되
는 순응자 집단에 대한 국지적 효과(LATE: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를 식별한다고 알려져 있으
므로 중학교 3학년 시점의 수학 및 과학 흥미도의 차이로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에 국한하여 문과생 대
비 사교육 투자가 크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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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ㆍ이과 계열에 따른 연평균 사교육비 및 일주일 평균 자습시간(IV 추정)
(단위 : 만 원, 시간)
일주일 평균
자습시간

연평균 사교육비
토빗모형(IV)

한계효과

2SLS

283.41***

214.22***

5.86***

(67.45)

(50.81)

(1.82)

150.75***

113.95***

10.58***

(43.52)

(32.92)

(1.11)

이과

N수(재수 또는 그 이상)
0.43***

0.33***

0.00

(0.11)

(0.08)

(0.00)

21.22***

16.04***

0.67***

(5.60)

(4.20)

(0.14)

7.39

5.58

-0.49***

(7.28)

(5.50)

(0.17)

월평균 가구소득

부 교육연수

모 교육연수
-43.48***

-32.87***

(16.51)

(12.46)

0.22

형제자매 수
94.38***

71.34***

(0.49)
1.10*

여성
(23.05)

(17.33)

-149.92**

(0.66)
7.33***

상수항
(75.08)
표본 수

834

(1.95)
834

834

주 : 1)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
2)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또한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보고는 생략.
3)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문ㆍ이과 계열에 따른 시간사용 행태는 다음과 같이 관측되었다. <표 5>의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수면, 여가, TV 시청, 컴퓨터 이용시간 등 모든 휴식에 대해 이과학생들이 문과학생에 비해 적
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변수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적은 시간을
휴식에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참조). <표 4>와 <표 6>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과학생은 문
과학생에 비해 연평균 사교육비를 더 많이 투자하였으며, 일주일 평균 자습하는 시간도 길었고, 대부분
의 휴식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했다는 것은 학원이
나 과외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것이고 이에 그만큼 이과를 선택했던 학생의 휴식시간이 문과학
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을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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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ㆍ이과 계열에 따른 시간사용 행태
(단위 : 시간)
하루
수면시간

일주일
여가시간

일주일
TV 시청시간

일주일 컴퓨터
이용시간

-0.201***

-0.395**

-2.614***

-9.578***

(0.061)

(0.180)

(0.660)

(2.065)

1.128***

1.138***

0.955

1.329

(0.112)

(0.114)

(1.164)

(1.212)

-0.000**

-0.000**

-0.002

-0.001

(0.000)

(0.000)

(0.002)

(0.002)

-0.035**

-0.036**

-0.565***

-0.587***

(0.016)

(0.015)

(0.151)

(0.159)

0.004

0.007

-0.048

0.054

(0.018)

(0.017)

(0.181)

(0.192)

0.042

0.046

0.606

0.722

(0.047)

(0.047)

(0.588)

(0.626)

-0.022

-0.048

0.238

-0.684

(0.061)

(0.065)

(0.695)

(0.786)

6.818***

6.847***

34.810***

35.867***

(0.205)

(0.208)

(2.090)

(2.238)

834

834

834

834

이과

N수(재수 또는 그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부 교육연수

모 교육연수

형제자매 수

여성

상수항
표본 수

주 : 1)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
2)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또한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보고는 생략.
3) *** p<0.01, ** p<0.05, * p<0.1.

도구변수를 적용한 추정결과에서 이과 더미변수 추정계수의 절댓값 크기가 모두 상승한 것은 내생성
을 고려하지 않은 추정에 하향편의가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즉,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이과
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효과를 제거하자 이과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학습량과 사
교육 투자가 문과학생들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이과
를 선택함으로써 고등학교 시절의 전공계열이 향후 노동시장에서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가
능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과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요구하는 노
동인력이 이공계 전공지식을 갖춘 사람 위주로 재편되어서 대학의 전공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
가 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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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ㆍ이과 계열에 따른 시간사용 행태(2SLS)
(단위 : 시간)

하루
수면시간

일주일
여가시간

일주일
TV 시청시간

일주일 컴퓨터
이용시간

-1.196***

-6.714***

-1.221***

-7.045***

(0.350)

(1.259)

(0.352)

(1.282)

-0.257

0.040

(0.567)

(0.649)

(0.594)

(0.673)

-0.003***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0.001)

-0.390***

-0.407***

-0.367***

-0.385***

(0.095)

(0.102)

(0.095)

(0.103)

-0.102

-0.021

-0.121

-0.035

(0.110)

(0.122)

(0.110)

(0.123)

0.428

0.521

0.534

0.631

(0.340)

(0.385)

(0.339)

(0.386)

이과

1.165**

1.478**

N수(재수 또는 그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부 교육연수

모 교육연수

형제자매 수

1.642***

0.911**

1.540***

0.769*

여성
(0.383)

(0.449)

(0.384)

(0.455)

17.521***

18.358***

17.252***

18.136***

(1.258)

(1.400)

(1.265)

(1.419)

상수항

표본 수

834

834

834

834

주 : 1)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
2)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또한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보고는 생략.
3) *** p<0.01, ** p<0.05, * p<0.1.

<표 4>와 <표 6>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도구변수가 하향편의만 제거하고 상향편의는 제거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인문ㆍ사회ㆍ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
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입한「2015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과교육에 비해 이과교육에 훨씬 더 많은 학습부담을 요구하
고 있는 현재의 커리큘럼과 대학입시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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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학, 과학 등 이과생들이 배워야 할 과목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학생들이 이과를 선택하는 이
유는 나중에 취업이 잘된다거나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은 미래의 노동
시장 성과를 위해 이과를 선택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사교육비 등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인적자본 축적 정도에 차이를 가져와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성과 차이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과생이 문과생과 비교했을 때 사교육비를 연간 약 214만 원 더
투자하고 있으며 일주일 동안 6시간 정도를 더 자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여가, TV 시청, 컴퓨
터 이용시간 등 휴식에 대해서는, 이과생이 적은 시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한 사교육
비의 금액과 자습시간이 과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각 과목에 대한 투자 정도를 비교할 수는 없었
다. 그렇지만 수학, 과학 및 사회영역 등 선택과목이 아닌 국어와 영어와 같은 필수과목에서도 교육투
자 정도가 크게 차이 났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외 다른 과목에서도 문ㆍ이과학생 간에 성적 차
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
교육부는「2015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 명시적인 문ㆍ이과 구분은 사라졌지만 대학입시를 위해 학생들
은 여전히 각 계열에 따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학에서 공학계열이나 자연계열, 의약계열 등 이
과계열의 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특정 수학과목을 선택하여야 하고,
과학탐구과목을 선택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문ㆍ이과에 따른 교육투자 차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
라고 예상된다. 여러 대학에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 관련 응시조건을 두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문과계열 학생 중 일부는 이전의 입시 환경에서는 진학할 수 있었던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ㆍ이과별 교육투자에 대해 사교육비와 자습시간 두 가지로 구
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문ㆍ이과는 통합되었지만 대학입시로 인해 암묵적으
로는 문ㆍ이과 구분이 존재하고, 이과학생에게는 여전히 과한 학습량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으로는 노동시장에서 문과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6) 향후에는 고등학교에서의 문
ㆍ이과 또는 기타 계열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계열 간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분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대학가에 ‘문과 조롱’ 현수막까지…‘취업난 속 차별ㆍ배제’”, 연합뉴스(2019. 5. 23). https:// www.yna.co.kr/view/AKR201905221697
00004?input=1195m (검색일: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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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al Investments by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Track
in High School
Ko, Eunbi․Song, Heonjae
The characteristics of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track in high school like educational investments can affect
the selection of college majors and the results of CSAT, which in turn can affect the labor market. In this paper,
we compare educational investments between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track in high school. We find that natural
sciences students invest about 2.14 million KRW more in private education per year and spent more time on self-study
than students who choose liberal arts. Although the explicit division of disciplines has disappeared, the disciplines
are still implicitly divided due to the need for CSAT. Therefore,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root cause of the gap between liberal arts students and natural sciences students.

Keywords :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track in high school, educational investments, CSAT,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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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관련 쟁점 및 개선
방안
노 하 영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6.5%로, 이러한 추이가 지속된다면 2025
년에는 고령인구가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대믹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중요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의료진 중 의사와 간호사를 ‘코로나 영웅’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정도로,
의료현장에서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직군 중 간호사는
그들의 업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그 처우
는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병원은 환자를 위하여 야간에도 운영을 정지할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대제 근로가 활용
되고 있다. 교대제 근로는 보통 야간근로를 수반하기 때문에 간호인력들의 생활은 신체적으로나 정신
적으로 조화를 잃기 쉬우며 문화적․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불편과 제약을 받게 된다.2) 이러한 교대제
근로, 야간근로 등으로 간호사는‘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이루기 어려운 측면이 존
재하는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생명 및 안전을 다루기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교대근로 및 야간근무’, ‘일과 생활의 병행 불가능’은 간호사들의 잦은 이・퇴직이라는 문제
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육아를 병행하며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로 및 연장근로로 업무와 육아
의 병행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퇴사를 선택하여 불가피하게 경력
단절 간호사가 되는 것이다.
2021년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다양하게 구성
된 간호사의 근속연수는 ‘1년 이상
상

3년 미만’인 경력자가 2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년 이

10년 미만’인 경력자가 17.8%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7년 6개월이

며, 특히 신규 간호사의 사직률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3) 근속년수가 짧고 이․퇴직이 잦은 이유
1) 통계청, 2021고령자통계, 2021.9.
2) 김형배, 「노동법」, 제27판, 491면.
3)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병원간호사회 사업보고서, 2021, 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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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처우수준 때문이다.4) 개선되지 않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간호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선택하거나 반강제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
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환자의 안전과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에 대한 방안으로 시간선택제 활용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간호사의 업무 특성 관련 근로시간 제규정

1. 개관

근로시간은 임금과 더불어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는

노동력의 소모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 노동법의 역사가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생활 자
체와 직접 관련이 있다.5)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국가별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
리나라 2020년 국내 전체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다. 물
론 해마다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 추세인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독일의 경우에 전체
취업자 평균 근로시간이 1,332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다.
근로시간과 달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
나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일상의 간호행위 외에도 응급환자의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을 훌쩍
넘어 간호 행위를 담당해야할 필요도 발생하며, 다음 순번의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황을 인계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 상황을 교대 간호사와 명확하게 공유해야 하는데, 간호사 1
인당 담당하는 환자가 많아,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간호사의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규율을 고민해봐야 하는 점이 이러한 점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2.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 개념의 기초적 분석

4)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보도자료, 2018, 3.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262
5) 김형배, 「노동법」 제27판, 2021, 4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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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의미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규정
에 ‘소정근로시간’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2항에서 1주간 휴게시간을 제외
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개념은 임금지급 대상으로서의 근로시간에 산입되는 실질적 근로시간을 뜻
하는 것은 아니다.6)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
약상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 작업종료 후의 청소, 정리정돈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근
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7)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 작업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의 의미

대기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
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인지 여
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8) 대기시간에 근로자는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비해 정신
적・신체적 긴장상태가 완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간섭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시간
이라 보기에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의 보장이 없기에 휴게시간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는 근로시
간과 휴게시간의 중간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의 측면에서 구별되어야 하는데, 휴게시간은 완전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고,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다면 그러한 지시
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 할 것이
6) 대법원, 2017. 12. 5, 2014다74254, 2018. 7. 12, 2013다60807 판례 등.
7) 1988.9.29, 근기 01254-14835.
8) 대법원, 2006. 11. 23, 2006다41990, 해당판례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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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
며, 제2항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4) 대기시간 여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판례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에서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
한 시간(이하, ‘이 사건 대기시간’이라 한다)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대기시
간 동안 식사나 휴식 외에 차량 점검, 청소, 연교 주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대기시간 중
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도 이 사건 대기시간에까지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제2차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
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고, 대기사간과 휴게시간의 관계
대한 내용은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다.”고 하였다.
해당 판결에서서 근로자들은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대기시간의 대부분을 자유
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았고,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았다.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기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
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3. 부수적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부수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시간, 종업을 위해 정리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출근카드를 찍는다거나 점호에 응하는 등의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것인지는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산점은 반드시 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9) 예를들어 작업에 필요한 지시를 받거나 교대인수인계, 정리정돈 등이 형
9) 김형배, 「노동법」, 제27판, 4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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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상 시업시에 행해졌다고 해도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근로시간에 산입될 수 있고,10) 작업복
을 갈아입는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업무성의 유무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데,
근로게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단순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만, 안전보호구 착용은 재해방지・직무질서유지 등을 위해 작업개시에 필수불가결한 업무관련행위이므
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해야한다.11)
종업시 이후에 행해진 작업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기계점검, 청소, 인수인계 등을 위한 시간은 근로
시간에 산입된다.12) 그러나 목욕이나 작업복 탈의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라고 볼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 도중에 형식상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바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
인 경우, 예를 들어 점포에서 쉬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손님이 들어오면 바로 투입되어 맞이를 하고 업
무를 해야할 때에는 대기시간으로 휴게시간 중 손님을 맞고 일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할 것이
다.
다시말하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간인 경우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나 불이익 등이 주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이 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부수적 업무
로서 단체협약 등에 소요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다.13) 소요시간이 명확하지 않
다면 사회통념상 필요한 시간이 근로시간이다.14)

4. 교대제근로

교대제근로는 근로자를 2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로써, ‘사업의 공공서비스성’, ‘생
산기술 또는 업무의 성격’ 및 ‘경영효율 등 경제적이유’등을 이유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야간근
로를 포함한 교대제근로는 근로자의 생활리듬을 깨므로 건강・안전・가정생활・사회생활에 나쁜 영향
을 준다.15)
사업의 공공서비스성을 띠고 있는 병원의 경우, 환자의 안전과 돌봄을 위해 야간에도 사업을 정지할
수 없어 교대제 근로를 활용하고 있다. 교대제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져서 신체적・사회적・문화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된다.

10)
11)
12)
13)

대법원, 1993. 9. 28. 판결 93다3363 판결.
同旨: 이병태, 「노동법」757면.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2770 판결.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34판, 22면; 출근시간이 8시인 상태에서 ‘7시40분까지 갱의실에 도착하여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한
다.’고 규정되ㅣ어 있다면 근로시간은 7시 40분까부터 시작.
14)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34판, 22면; 출근시간이 8시인 상태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출근시간까지 근로를 시작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회통념상 작업복을 갈아입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근로시간 인정.
15) 하갈배, 「근로기준법」 제34판 ㈜중앙경제, 2021,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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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의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나눈다. 아래 표와 같다.16)
2조격일제

2개교대조, 각조가 격일로 근무와 휴무 반복

2조2교대제

2개교대조, 근무순번을 규칙적으로 바꾸면서, 1일 전후반 근무

3조2교대제

3개교대조, 근무순번을 규칙적으로 바꾸면서, 1일 2개조근무 1개조휴무

3조3교대제

3개교대조, 근무순번을 규칙적으로 바꾸면서, 1일 3개조 근무

4조3교대제

4개교대조, 근무순번을 규칙적으로 바꾸면서, 1일 3개조근무 1개조휴무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작성・신고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17) 교대제
에 있어서도 법정근로시간은 적용되고, 법정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야
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근로는 본인의 동의 또
는 명시적 청구가 필요하며 고용장관인가가 있어야 한다.18)
교대제 근로가 적법한 교대제로 7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을 통해 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교대조수, ⓑ 근무시간대수, ⓒ 야간근로유무, ⓓ 조업의 연속성(조업을 24시간
연속할 것인가, ⓔ 중단이 있는가, ⓕ전혀 조업하지 않는 날이 있는 가 등), ⓖ 일제휴일의 유무, ⓗ
한 조의 연속근무일수, ⓘ 교대조의 순환이 1순회하는 일수, ⓙ 근무조의 순환방법, ⓚ 출・퇴근의 편
의와 같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상 근로보다 더 큰 보호를 위하여 근무조교대
가 규칙적이고, 야간근로횟수는 가능한 적게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생체리듬 혼란이나 수면 불완전 등
부담이 큰 교대제 근무의 수면, 식사, 생활 등에 관해서 충분한 보건위생교육이나 건강상담을 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19)
임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해야하며, 특히 야간근로를 포함한 근무
조 및 종료시각이 야간이 근무조의 경우에는 수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한다.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
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이때의 1주 또는 1일이란 역일에 의한 1주 또는 1
일을 뜻한다). 예컨대, 교대제하에서 저녁근무를 익일의 근무로 보고 있다면 당해 저녁근무시간과 익
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동법동조항에 의한 연장근로로 볼 수
16) 하갑래, 「노동법」,제4판, ㈜중앙경제, 2021, 184~185면.
17) 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18) 근로기준법 제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19)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34판, 307면 각주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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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날이 취업규칙 등 규정된 휴일인 경우에는 위의 전체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로 인정하여
야 할 것이다.20)

5.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적용을 받는 업종이 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
하여는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59조21)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를 규정하고 있다.
2018년 2월 28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기존 특례업종의 수를 대폭 축소하
고, 특례업종 종사 근로자들에 대해서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2) 연장근로로 인해 근로자가 과로와 회
복할 수 없는 건강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가급적 해당 업종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에서부
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5년 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에 따르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패턴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교대제운영에 필요한 인원충원이 부족하여 나나타는 현상이기에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교대제운영이 이루어져야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23) 해당 연구에서는 소수 대형병원을 제외한 거
의 모든 병원에서 특히 간호인력의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높은 업무 강
도로 근무조건이 악화되어 간호사의 이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인력충원이 쉽지 않아 교
대근무 스케쥴대로 지켜지 않아 근로시간이 길고,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4)
응급환자의 발생은 예측하기 어려워 간호사들은 매우 불규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이
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피력해 왔다.25) 존지하여야 한다면, 특례규정의 적용이 직종, 부서별로
20) 2003.6.10. 근기 68207-682.
21)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
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
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2) 박취천,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 쟁점 및 향후 논의 방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6. 45면.
23) 박지순・백정숙・이병헌, ‘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5, 43면.
24) 박지순・백정숙・이병헌, 앞의 연구, 40~4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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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례제도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라는 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특례가 남용되면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이 위협받기에 서면합의에 유효기간,
특정일연장근로제한, 특례적용사유, 합의해지사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26)

6. 소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7)에 따르면 노정합의(2021.9.2.)에 따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실
시한다고 한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이직률
이 높은 것과 간호 인력의 부족문제가 지속된 것에 따른 조치인 것이다. 또한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
훈련으로 이직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일반병동 간호등급 3
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이다. 올해 4월 29일부
터 3년간 시행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숙련간호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제고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의 교대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현행법에 따른 개선방
안이 더불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교대제근로는 근로
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한도로 제한되
어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가 주 12시간까지 허용되도록 규율하고
있다.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론 해당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법정한도를 초
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연장근로시간의 법정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식에 제한을 가하여 근로자가 과로와 건강상
악화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근로일 종
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례업종에 해
당하지만 특례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하는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업이 현행법상 특례업종에 해당하지만, 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
25) 박귀천, 앞의 논문, 52면.
26)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34판, ㈜중앙경제, 290면.
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정합희(’21.9.2)에
따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작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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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업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28)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간호사는 건강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정서적 소진이 환자간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인력 대비 병상 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하고, 교대제 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여야 할 것이다.

Ⅲ. 간호전달체계 의미와 시간선택제 근무형태 도입 방안

1. 서설

야간근로를 포함한 교대제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가정 및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병원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성을 띤 사업으로 부득이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
지만, 그렇다고 하여 병원에서 근로하는 간호사들을 건강, 안전, 가정을 등한시하며 근로를 제공할 것
을 의무지울 수는 없다. 오히려 공공서비스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교대근로 등으로 피로가 누적
된 근로자들을 피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근로 외의 시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나아가 그들의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형태 방안을 모색해보면서 첫
째로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문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대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예비근무조가 있는 근무편성
을 하는 것이다. 무한대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경영효율상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므로 무조건적인 방
안은 될 수 없다.
다만, 환자 1인당 간호하는 인력을 몇 명을 둘 것인가에 대하여 더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교대제근로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경우, 생체리듬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문화적인 생활을 저해
할 수 있다. 교대근로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누적되어 근로제공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환자
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4시
간 환자 곁에 머물며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서 간호업무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대표적 간호전달체계29)
28) 박귀천,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 쟁점 및 향후 논의 방향’, 2018. 6.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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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를 제공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간호전달체계라고 한
다. 대부분 간호전달체계는 병원 간호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직원들의 기술과 숙련도, 전
문간호사들의 유용성, 조직의 경제적 자원, 환자의 중증도, 과업의 복잡성 등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하여 조직 또는 단위에 적용할 수 있다.30)
간호전달쳬게의 경우 업무할당방식의 기능적 간호, 팀간호, 환자 할당방식의 일차간호 등이 있다.
기능적 간호(functional uursing)은 환자를 돌보기보다는 특정한 일을 마무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
을 말하는데, 기능적 간호는 간호 인력별로 특정 업무를 배정하여 그 업무만을 기능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재에는 저숙련 간호사들에게 낮은 수준의 간호행위를 담당하게 하고 숙련간호
사가 총체적인 간호를 하여 처방을 확인하는 것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말
한다.
팀 간호(team nursing)는 팀 간호는 5명 정도의 구성이 적합하고,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팀 리더가 된 간호사는 할당괸 모든 환자의 상태와 요구를 알고 간호대상자의 개별적
인 간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팀 간호의 간호전달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팀간호는 팀원들의 개별적인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집단생산성과 팀원들의 성장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투명한 책임과 과실로 이어지며 단편적인
환자 간호를 할 수 있어 팀 리더에게 많은 역량이 요구된다.
일차 간호(primary nursing)는 한 명 이상의 환자를 입원 혹은 치료 시작부터 퇴원 혹은 치료를 마칠
때까지 24시간 내내 환자 간호의 책임을 담당한다. 근무시간 동안 일차간호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전
인 간호를 시행하게 된다. 일차간호는 가정간호, 호스피스 간호 등에 적합한 간호전달체계이다.
간호업무의 공통은 환자에게 기본간호를 수행하고,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상태를 파악한다. 파악된
환자상태를 의사에게 보고하며 환자에게 특수검사, 시술, 수술에 대하여 전・후 간호를 수행한다. 간
호계획 및 투약・처치 시행내용을 전자의무기록에 작성한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문제를 해결한
다. 투약과 처치는 원칙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 수행 및 환자의 상태를 책임간호사 또는 다음 근무조
간호사에게 인계하게 된다.

3. 간호사의 다양한 근무형태 방안

29) 진기숙, ‘종합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로시간 운영실태와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37~38
면.
30) 서문경애・권영미・김숙영・김혜숙・이여진, 「간호관리학」, 현문사, 2017.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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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 대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31) 법정근로시간은
절대적 상한이 아니라 연장근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의
의미를 가진다.32)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3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4)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장시간 근로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기존의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의해 근로시간과 고용조건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로자들은 보다 많은 수입을 위해 장시간 노동과 근로환경의 열악함을 감수해야만 했다.35)
직장에 보다 오래 머무는 것이 업무에 충실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이는 개인의 시간을 제
약하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게 법적 규율이
변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이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3교대제가 일반
적인데, 3교대 근무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일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정기적인 휴일을 보장받기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36)
다시말해 다양한 근무형태를 통하여 간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시간선택제 근무형태의 도입 방안

1) 기본 원칙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4시간 환자의 곁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간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며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31)
32)
33)
34)
35)

근로기준법 제50조.
김형배・박지순, 「노동법강의」 제10판, 신조사, 2021. 319면.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56조.
한광수,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위한 법제 고찰”, 「강원법학」 제3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10. 446면.
36) 김광점, ‘병원 내 간호사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과제와 연구방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6권 제1호, 2020.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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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선택제 근무형태가 기존 간호인력 등급제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단시간정사원제도’

일본의 단시간 정사원(短時間 正社員)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풀타임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
은 짧지만 장사원으로서의 대우는 받을 수 있는 근무형태이다. 후생노동성은 단시간 정사원제도를 취
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다양화가 되는 가운데 풀타임 근무형태의 한가지 형태가 아닌, 개개인의 라
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실현함과 동시에 육아 등으로 인한 제약에 의해 계속적인 취업
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게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근무형태로 정의하고 있다.37)
풀타임 정사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급여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고 사회보험도 보장된다. 더욱이 언제라도 풀타임근로자 또는 통상
근로자로 이동할 수 있는 근로형태이다.
일본 정부는 단시간 정사원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인건비를 증가시켜 일시적으로 기업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인재의 정착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촉진시
켜 기업의 업적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보았다.38) 특히 육아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참여하게 되어 일・생활 양립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
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단시간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
고,39) 개인이 선택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시간선택제 근무형태의 정의와 전제조건

시간선택제는 앞서 일본의 단시간정사원제도와 같이 출산과 육아, 간병, 봉사활동, 학업 등 개인사적
으로 인해 부득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과 은퇴한 중장년층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근무형태이다.
시간선택제 근무형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선택제 근무제도에 대
해 전직원이 도입 목적, 근무기간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업무의 정상적 운영
이 지장받지 않도록 적절한 인력충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재, 시간선택제 근무는 신규형 또는 전환
용 모두 가능해야 한다. 넷째, 정년보장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사평가의 기준이 시간선택 전・후
37) 김명중, ‘일본의 단시간 정사원제도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1・2월호, 81면.
38) 김명중, ‘일본의 단시간 정사원제도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1・2월호, 98면.
39) 김명중, ‘단시간정사원제도를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11월호,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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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 반드시 그 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이 만료
된 후 계속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4) 시간선택제 근무형태의 구체적 사례

가. 근로시간 단축의 조건과 운영방법

단축시간제는 한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고용형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년보장이 유지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활용을 위해서는 전일제 복귀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년의 보장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단축시간제 인력을 선발하는 방법은 신규채용과 전환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간호사의 주요 사직
이유로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이 어려움을 근거로 하여 재직자 중에서 1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여 단축시간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근
속을 유도하고 숙련 간호사가 병원에 오래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축시간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조건은 임신,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 질병・부상 후 직장
복귀, 가족돌봄 지원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단축시간제 근무자들은 야간근로를 제외하고, 1일 최소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다. 단
축근로시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하되, 다른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1년을 원
칙으로 한다.
단축근로시간제 근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부서장과의 면
담을 통해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이를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고정시간근무제

고정시간제 근무형태는 근로자가 지속적(장기적)으로 전일제 또는 단시간근로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 근로조건(임금, 상여금, 퇴직금, 호봉승급, 승진, 육아휴직 등)은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하되, 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정근무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에 따라 업무 수요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형태만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정시간의 범주(1일 근무시간 단축형, 1주 근로일 단축형, 근무시간의
경우도 4시간, 6시간제 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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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일전담제

휴일전담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2교대 혹은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휴일전담의
근로를 신청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ㅤ때까지 휴일전담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고, 다른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겸직에 대한
허가를 받고, 겸직 제한 규정을 넣도록 한다.

4. 시간선택제 근무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 기본 전제

시간선택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동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단시간 제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통상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을 보장하는 법제도의 도입 가
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일부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결
정기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별표2>로 정리하고 있다.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는 근로조건
으로 임금계산, 초과근로, 휴일 및 휴가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에게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 및 종
사해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 서면 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기간및단시간법 제17
조).
사업주에게 단시간근로를 통상근로자로 전환 고용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통상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40)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경우에 차별시정 절차를 규정하
고 있다.41)
이상의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처음부터 비전형 근로형태의 단
시간근로를 전제로 한 후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전형적인 근무형태,
즉 흔히 말하는 정규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비정규직 관점에서 보호규정을 둔 것이다. 이는 시간선

4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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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제 근무형태와는 궤를 같이하지 않는다.

2)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보장

현행법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남녀고용평긍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입양
한 자녀를 포함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단축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단축기간도 한시적이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 가
능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 등 직업생활과 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근무형태의 활성화라는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가사, 학업 그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에게 전환 노
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확대하고 나아가 근로자에게 단축 청
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 시간선택제 근무형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통상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하여 시간근로자가 되더라도 모두 정규직의 시간선택 근로
자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승진, 배치전환 등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 근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개인의 사유와 선택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할 것이다.

3) 시간선택제 근무형태의 확산의 전제조건

시간선택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
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되는 근로자이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
무 형태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야간전담제나 고정근무제는 주 40시간 가량 근로를 제공하지만, 단축시간제와 휴일전담제는 단축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이른바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와 단축시간을 선택한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시간선택제 근무형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선택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할 것
이다. 시간선택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
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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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간호사 인력 등급제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간선택제 간호사 인력기준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의료법 기
준을 충족한 병원이어야 추가 고용을 시간선택제로 고용 가능하고, 인정 인원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간호인력 4 5등급 병원은 기존 간호사의 10 20%까지. 신규충원의 경
우에는 신규충원 인력의 10 20%까지 시간선택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간호인력 6 7등급은 시
간선택제 고용의 등급인정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축시간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비정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취급
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위하여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환자 중증도 등이 상이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종별특성과 각 병원의 변동(간호단위)
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의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질의 간호를 제공받기 위해 간호업무 시간과 간호인력의 적정배치가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간호사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Ⅳ. 맺으며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간호업무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업무의 지속성을 필요로 한
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돌보고 있는 환자를 두고 퇴근하기는 어려워 근로를 연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 특성 때문에 간호사 중 활동 간호사 수는 49.6%에 불과하여 OECD 평균보
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간호대학 졸업생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배출했음에도 사직률이 높아
장기근속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숙련된 간호사의 확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
소이다.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강도를 낮추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현재 쉬
고 있는 ‘유휴간호사’들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인력과 급여 등의 근무환경에 대
한 개선이 없이 증가하는 의료 서비스 요구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강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
는 스트레스는 간호사들의 이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42)
현재 간호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한 병원에 오랫동안 머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
아 유휴간호사가 많은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을 어떻게 조성해갈 것인지 고민해야봐야 할 것이다.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범위가 다양화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를 하면서도 정년까지 고용되는 업무
42) 권명진, ‘이직간호사의 사회적지지, 감정노동과 주관적 건강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융합연구, 제17권 제1호,
2019.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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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존재한다면 현재 의료계에 떠나있는 수많은 유휴간호사가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기
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되면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 형태로 숙련된 간호
사가 의료현장에 복귀한다면 적정인력의 배치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코로나 영웅’이라는 칭호 대신에 간호사의 업무특성에 맞는 근
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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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에 대한 선호 현상의 사회적 맥락 탐색 :
조직이론을 중심으로
황 세 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N잡’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현상을 ‘N잡 현상’이라고 지칭하고 이 현상의 중심에 있는 ‘N잡’은 기존의 ‘투잡’, ‘쓰리잡’과
같은 다중 직업 보유(MJH)와는 다른, ‘스스로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경제적 동기 이외의 다른 동기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N잡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N잡을 수행하고 있는 10명의 N잡러를 인터뷰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네 가지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첫째, N잡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구조적 요인이다. 둘째,
위의 구조적 요인은 조직을 벗어난 노동(독립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을 지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N개의 일을
하고자 하는 유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셋째, 수입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또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동기는 N잡의 지속가능성 및 만족도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사례의 유형을 구분해 본 결과,
N잡은 현재의 보편적 조직 노동이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 가는 도중의 경과적 형태로만이 아니라 전환의
결과로서, 즉 지속적인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결과, 이 연구는 N잡을 선택한 사람, 즉 N잡러들이 구조에서 반항적으로 이탈하고자 하는 이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구조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전략적 합리성에 기초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행위자임을
점을 드러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중 직업 보유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들의 수동적인 선택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국가 개입을 통해서 되도록 그 수를 줄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N잡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전략 및 선택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들이 하나의 일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 제도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의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N잡, N잡러, 다중직업보유, 표준고용, 조직이론, MAXQDA
1.

머리말

‘N잡’이라는 표현은 2017년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된 초기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 제현주(2017)는
<한겨레>에 실린 ‘N잡의 기술’이라는 칼럼에서 ‘N잡러’1)를 ‘스스로 일들의 조합을 만들어내 자신의 직업을
창조하려는 이들’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소개했다.
미디어에서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다중 직업 보유(Multiple Job Holding, MJH)의 의미로 ‘N잡’ 또는 ’N잡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장세훈, 2020; 이형민, 2021). 한 가지 일로는 부족한 수입을 메꾸기 위해 여러 개의 일을
병행하는 현상, 그 때문에 피로도가 심해지고 안정성 면에서 더 취약해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긍정적, 능동적 의미로서의 ‘N잡’을 긍정적으로 보고 선호하는 경향도 여전히
미디어·출판 등에서 접할 수 있다.2)
1) ‘N잡러’는 N개의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홍진아씨가 2017년 미디어를 통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하면서 알려
진 용어다.(제현주, 2017)
2) 홍인혜 외(2020)는 총 42개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12명(1인 평균 3.5개)의 N잡러의 글을 편집한 책으로, 이들을 ‘각자
다른 계기도 흥미로’운 방식으로 커리어를 확장해 온 사람들로 지칭하는 등 긍정적인 동기와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 N잡
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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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N잡’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현상을 ‘N잡 현상’이라고 지칭하고 이 현상의 중심에 있는 ‘N잡’은 기존의 ‘투잡’, ‘쓰리잡’과
같은 다중 직업 보유(MJH)와는 다른, ‘스스로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경제적 동기 이외의 다른 동기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N잡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N잡을 수행하고 있는 10명의 N잡러를 인터뷰했다. 이들이
N잡을 수행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구술생애사 및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서 N잡을 하게 된 이유, 지금까지의
조직 노동에서의 경험이 미친 영향, 그리고 ‘일의 의미’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긴 요건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서 답하고자 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N잡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서 개인적 요인은 개인들이 일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의 차원이고 구조적 요인은 조직 노동의 특성 및 그
변화 양상이다.
둘째, 조직을 벗어난 노동(독립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을 지향하는 것과 N개의 일을 하려는 경향은 서로 어떻게
조응하는가? 이는 앞의 질문에서 개인들이 N잡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이 단지
조직을 벗어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N개의 직업을 하는 쪽을 선호하게 만드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수입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또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동기는 N잡의 지속가능성 및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N잡의 범위를 경제적 동기 이외의 다른 동기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제한했지만, 그럼에도 경제적 동기가 어느 정도 중요하며 N잡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N잡은 현재의 보편적인 조직 노동의 형태가 새로운 일의 형태로 전환해 가는 중의 경과적 현상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결과적인 현상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의 노동 생애 중 현재의 N잡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유형 별로 살펴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질문을 통해서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N잡 현상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조직 및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이 현상
하에서의 N잡러들을 Goffman(1963)의 정의에 따른 ‘사회적 탈퇴자들’3)로 구조에서 반항적으로 벗어나고자
함으로써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전략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 N잡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지칭하되,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며,
경제적 이외의 이유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박가영(2017)은 ‘N잡러’는 여러 수를 의미하는 알파벳 ‘N’과, 일을 뜻하는 영어 단어 ‘JOB’ 그리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 ‘-er’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설명하면서 “한 개의 직업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어서 부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투잡족’과는 구별”되고 “‘N잡러’들은 생계유지 목적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정의했다.

‘투잡’은

학술

개념으로는

다중직업보유(Multiple job holding, MJH)에 해당한다. Jerg et al. (2021) 등에 따르면 MJH는 대체로 기존
일자리로는 부족한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즉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것으로 이해됐고,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것에 비해서 취약한 노동으로 다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MJH 및 ‘투잡’, ‘쓰리잡’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N잡’을 지칭한다. N잡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N잡은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N잡’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홍진아씨(현재
카카오임팩트 재직)로 2017년 3월부터 1년 1개월 동안 두개의 직장에 동시에 소속을 두고 일한 것을 스스로
3) 고프만은 사회의 기본적 제도(가족, 연령, 고정된 성 역할, 고용 형태 등)와 관련해서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다소 반항적
인 자세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탈퇴자들’(disaffiliates)이라고 명명했다.(Goffman, 196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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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실험을 했다”(홍진아, 2019)고 지칭했으며 스스로를 ‘프로 N잡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후 박가영(2017),
제현주(2017) 등을 통해서 홍진아씨를 비롯해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N잡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둘째,

‘N잡은

능동적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김현아(2019)는

Manyika

et

al.

(2016)을

인용해서

독립노동(자유노동)4)을 ‘선호에 의한 선택’과 ‘필요에 의한 선택’ 여부, 그리고 해당 노동이 주소득원인지
보조소득원인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눴다.

이

중에서

‘선호에

의한

선택’의

예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주소득원인 경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직장인, 학생 및 은퇴자(보조소득원인 경우)다. 이 연구에서는
주소득원과 보조소득원으로 삼는 경우를 포괄해서, 선호에 의해서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N잡’이라
지칭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고,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한다.
셋째, N잡은 ‘경제적 동기 이외의 다른 동기가 함께 작용’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박초롱(2019)이 홍진아씨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홍씨는 ‘일을 스스로 디자인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투잡족’, ‘프리랜서’ 등과
구분되고자 해서 고민 끝에 ‘N잡러’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였다고 설명했다. 제현주(2017)는 ‘N잡러’의 등장
이유에 대해 “일은 가장 먼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행복하게 일하는 데에는 그 이상이
필요”하며 “일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자리가 모든 것을 해소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일들의 조합을 만들어내 자신의 직업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이들이 ‘N잡러’라고
설명했다. 노승욱(2018)은 ‘투잡족’은 본업만으로는 부족한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대리운전, 편의점 창업 등 자신의
흥미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경우로, ‘N잡러’는 경제적 이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업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기존의 ‘투잡’, ‘쓰리잡’ 등 용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일의 형태에 대한 탐색 등의 목적이 작용해서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N잡’으로 지칭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넷째, N잡은 ‘경력 개발과 심리적 성취의 동기를 모두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단지 취미 차원에서 두
번째 이상의 일(주된 소득원인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을 지속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한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MJH 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MJH를 선택하는 동기에는 추가 소득 확보, 경력 개발, 심리적
성취(내적 동기)의 세 가지 범주가 있다. 이 중에서 순수하게 추가 소득 확보만을 위해서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순수하게 취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는 이 연구의 N잡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력
개발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성취의 동기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를 N잡으로 지칭하겠다(표 1 참조).
아울러, 새로운 일을 탐색하기 위해서 N잡을 하는 경우 중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직업으로 커리어를
전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만 N잡을 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는 N잡을 하게 된 동기 및
과정,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일의 의미 등을 알아보고 해석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한편, N잡을 온라인
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일의 형태로 보는 관점이 있다.5) 이 연구에서의 N잡은 그와 같은
형태를 포괄하되, 그 범위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정의 하에서의 N잡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현상인 ‘N잡
현상’과, N잡을 수행하는 N잡러의 동기 N잡의 양상이 이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3.

이론 탐색

1)

표준 고용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과 N잡 현상

4) 김현아(2019)는 Manyika et al. (2016)가 정의한 ‘독립노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뜻하는 유사 개념으로 ‘자유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Manyika et al. (2016)은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워크(portfolio work)라고 지칭했으며,
이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독립 노동’(Independent Work)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6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독립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근로 연령 인구의 20~30%, 약 1억 6,0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5) 강준호(2022)에 소개된, 수도권 거주 20~30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오픈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MZ세대(1980년

대~2000년대 초반 출생자) 중에서 85%가 N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23%는 자신이 N잡러라고 답했다. N잡러라고 답
한 응답자의 20%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소셜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며, 탈잉, 크몽 등 재능마켓 플랫폼
(17%)과 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같은 배달 플랫폼(17%)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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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경제학에서 노동시장의 원리는 상품시장과 동일하다. 고용주는 노동의 구매자이고 노동자는 노동의 판매자,
‘임금’은 가격이다. 만일 임금 외에 다른 변수, 즉 일자리의 형태가 ‘가격’과 같은 매칭(cleaning) 기제로
작동한다면,

사람들의 일자리 선호가 다양해 질수록 공급되는 일자리의 형태도 다양해질 것이다. 여러 가지의

유행이 동시에 존재할 때 시장에서 판매되는 옷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자리의
형태는 그렇게 다양해지지 않았다. 전일제, 지속고용, 사용자의 직접 고용 등의 요건을 갖춘 ‘표준 고용’(standard
employment) 형태(ILO, 2016)6)가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일자리는 대체로 ‘나쁜 일자리’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전일제가 아닌 일자리는 ‘파트타임’, 지속고용이 아닌
일자리는 ‘계약직’, 간접 고용인 일자리는 ‘파견직’으로 통칭되며 이 일자리들은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대체로
취약한 형태의 일자리로 여겨진다.
Tilly & Tilly(1998)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특정한 일자리 형태를
받아들이게 하는 여러 가지 기제를 사용한다. 그 중 하나가 일자리의 조건들을 결합한 채로만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임금, 안정성, 전일제, 승진 가능, 내부 교육 제공’ 등의 조건은 결합된 채로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며, 여기에는 ‘좁은 범위의 자율성’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저임금, 시간제, 승진
기회 없음, 내부 교육 기회 없음’으로 구성된 ‘나쁜 일자리’이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넓은 자율성’이 따라온다.7)
이와 같은 기업의 전략 하에서 노동시장은 1차,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된다((Doeringer & Piore, 1970).
이런 구조에서는 일자리의 형태에 대한 개인의 선호는 작동할 여지가 없다. 다른 조건은 똑같고 하루 4시간만
일한다든지, 일주일에 2~3일만 일하기를 선호한다고 해도 그에 맞는 일자리를 선뜻 선택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일자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저임금에 승진 기회 등에서 차별 받을 것이 명백한 ‘나쁜 일자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세트를 획득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나쁜 일자리’ 세트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설명에 따르면, N잡은 지속적인 선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좋은 일자리’에 진입한 사람들은 다른
일을 병행할 여유를 갖기 어려우며, 이 점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거부한 사람들은 ‘나쁜 일자리’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다중 일자리 보유(MJH)문헌에서의 N잡

그럼에도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왔다. Campion et al.(2020)에 따르면 MJH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최근 20년 동안 학술적 관심이 급증했다. 주로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의 연구이고, 야간
부업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분야에서도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사회학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MJH 연구의 관점은 개인 및 직장에서의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Boyd, Sliter, & Chatfield, 2016;
Grant, 1977) 연구와, 반대로 더 풍부하고 나은 성과(Livanos & Zangelidis, 2012), 더 높은 전반적 직업
만족도(Baba & Jamal, 1992), 일에 있어서의 더 큰 진정성(Caza et al., 2018)을 낳는다는 연구로 나뉜다.
다중

일자리

수행자(MJHer)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단일하지

않으며

여기

사용되는

용어도

다양하다.

‘문라이팅’(Moonlighting; Arcuri et al., 1987), ‘이중 직업 보유’(Dual job holding; Paxson et al., 1996), ‘이중
수행자’(Dual practitioner; Eggleston et al., 2006), ‘포트폴리오 워크’(Portfolio work; Clinton et al, 2006; Manyika
et al., 2016), ‘하이브리드 기업가’(Hybrid entrepreneur; Burmeister-Lamp et al., 2012), ‘복수 직업 보유’(Multiple

6) 이와 같은 표준 고용 형태는 한국에서는 ‘정규직’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법적으로 ‘정규직’은 ‘지속고용’의 요건만
갖춘 개념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전일제, 직접 고용, 그리고 그 외의 긍정적인 요건들을 두루 갖춘 일자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황세원, 2020). 이 논문에서는 ‘표준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지칭한다.

7) 한국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도 하에서는 ‘나쁜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짧은
시간 근무한다는 점에서 시간 상의 자율성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업무 상의 자율성은 차이가 없거나 비정규직이
더 적은 자율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내부자-외부자 모델(Lindbeck & Snower, 1985)에 따
른 차등을 더 강하게 적용해서 자율성 측면조차도 비정규직에게는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원하는 경우 2차 노동시장 일자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고용관계를 벗어나거나(1인 사
업자, 프리랜서 등),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는(잦은 이직 및 퇴직) 전략을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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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holding; Marucci-Wellman et al., 2014), ‘복수 경력자’(Plural careerists; Caza et al., 2018) 등 용어들은 그
정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MJH를 바라보는 관점의 스펙트럼을 반영한다(Campion et al. 2020; 169).
이 중에서 하이브리드 기업가는 한쪽에서는 임금노동을 하고 다른 쪽으로는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이고,
이중 수행자(Dual practitioner)는 의료 분야에서만 쓰는 용어다. 포트폴리오 워크는 두 명 이상의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문라이팅인데

옥스포드 사전(2019)에 따르면 이는 전형적으로

비밀스럽게, 밤에 하는 부업’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본다면 퇴근 후 물류센터에서 일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계급과 직종에 걸친 119명의 백인 ‘문라이터’를 인터뷰 한 Wilensky et al.(1963)를 비롯해서 여러 연구자들은
MJH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력, 소비 압력, 박탈감 인식, 이동성 지향 등에 따른 수동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학자들은 MJH가 개인적 동기와 열정에 따른 능동적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Caza et al.(2018)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은 직업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단일 직업으로 성취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일을 시작한다.
이와 같은 관점들을 종합하면 MJH에 대한 동기는 재정적 이유, 경력 개발 이유, 심리적 성취(내적 동기)라는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Campion et al. 2020; 171). 이 중에서 Caza et al.(2018)가 강조한 것과 같은 심리적
성취 동기는 한국의 개념으로 볼 때 ‘투잡’보다는 ‘N잡’의 정의에 더 부합하는 요소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을 종합하면 MJH의 유형은 그 선택 동기에 따라서 표3과 같이 A~C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는 커리어 개발과 심리적 성취 동기를 동시에 가진 B 유형(추가 소득을 동기로 삼는 이유와 아닌
경우를 모두 포함)이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N잡에 해당한다. 추가 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A 유형은 한국의
‘투잡’, ‘쓰리잡’ 표현에 해당하며, 취미로만 다른 일을 병행하는 C 유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표 1] 다중 직업의 유형 및 특성과 N잡 해당 여부
다중
직업
유형
A
(소득
중심)

다중 직업 선택 동기
추가
소득

C
(심리적
성취
중심)

다중 직업 구성 방식

대표적 사례

본업과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커리어 창출은 기대되지 않으나,
추가 소득 창출

물류,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노동(단순노동) 등

심리적
성취

O
O

B
(커리어
개발
중심)

커리어
발전

N잡 해당
여부

O

O

기존 커리어 발전 및 유지 위해
다른 직업 병행하며 소득 창출

예술가

O

O

O

기존 직업은 소득원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직업 탐색

예비 창업자, 직업 전환
희망자,
초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O

O

O

전문성 더 키우기 위해 유사한
직업 분야에서 N개의 직업 병행

문화기획자, 비영리 활동가,
전문 분야 프리랜서 등

O

O

본업과 다른 분야에서,
커리어
또는
소득
기대되지 않는 활동

취미
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
동호회
임원,
지역 및 세대 관련 프로젝트
참여 등

새로운
창출이

(Campion et al. 2020; Caza et al.; 2018 등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정리함)
3)

N잡에 대한 국내 연구 및 미디어의 설명

이상과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 ‘N잡’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뉴스분석시스템 ‘빅카인즈’ 검색
결과 언론에서는 2017년부터 ‘N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연구의 정의와 같은 긍정적인 용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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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예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떠밀려서 하게 되는 ‘투잡’, ‘쓰리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예가 모두
발견된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 현상 등과 연결지어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는 예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노성철(2020)은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미세작업(microtask) 플랫폼인 A사 작업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이 일을 월 30만~50만 원 수입을 올리는 ‘부업의 부업’ 정도로 여김에도 가능하면 이
디지털 부업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는, 즉 ‘디지털 N잡러’가 되고자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작업자들의
일은 이 연구의 대상인 N잡의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N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개인들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만하다.
황세원(2020)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 등장했거나 주목 받고
있는 일자리의 형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중에서 ‘투잡,
N잡 등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0.2%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20대(18~29세) 응답자들의 ‘긍정적’ 응답은 75.8%에 달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하는 ‘투잡’과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N잡’을 구분하지 않은 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이 더 많으며, 특히 청년 세대에서 그와 같은 관점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알려준다.
김현아(2019)는 ‘자유노동’을 주제로 한 연구이지만 인터뷰 대상에 N잡을 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수행한 사례를
포함시켰다. 이 연구에는 “조직에서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점, 자신의 일에서 성과가 나도 상급자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위계적 구조로 인해서 N잡을 선택”했으며 “업무 및 생활 스케줄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한 사례(조한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좋”고 “사회적 가치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N잡 형태의 일에 만족한다는
사례(최광), 그리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할 수 있다는 점이 성취감을 준다”는
사례(윤하나) 등이 제시돼 있다.
‘N잡러’라는 말을 한국에서 처음 사용한 홍진아씨는 미디어 인터뷰와 공저한 서적(김민아 외 2018), 등을 통해서
“조직 안에서는 전문성을 기를 수 없다는 판단으로 N잡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박가영(2017)에서 인터뷰 한,
2017년 당시 27세로, 주 3일은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프로젝트성 모임들을 하는 반순미씨는
N잡을 하는 이유가 수입 때문은 아니라면서 “일을 할 때 능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얻었다고
자부”했고, “(근무 일수를 줄이는 대신) 줄어든 수입을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투자를 위한 기회비용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N잡을 긍정적, 능동적인 선택 및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이미 한국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 및 미디어 기사들은 대체로 20~30대 연령의 대상자를
인터뷰함으로써, 이 현상이 젊은 세대에 국한된 것인지 보다 보편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4)

조직이론에 따른 기업의 변화 전략과 이에 조응하는 개인의 행위 가능성

N잡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고용 형태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봐야 한다. Scott et al.(2007),
Morgan(1997) 등에 따르면 조직은 ‘합리적 체계’의 형태에서 ‘자연/열린 체계’, ‘네트워크/복잡계로서의 조직’
등으로 변화해 왔다.8)

8) Scott et al.(2007)은 ‘자연 체계로서의 조직’과 ‘열린 체계로서의 조직’을 따로 설명했고, Morgan(1997)는 ‘유기체로서의
조직’을 자연체계로서의 조직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열린 체계로서의 조직’을 그 안에 포함되는 특성으로 제시했
다. 또한 ‘네트워크로서의 조직’과 ‘복잡계로서의 조직’ 개념도 동일하지는 않으며 장덕진 외(2006)은 네트워크 분석을 복
잡계 분석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는 식으로 전자를 후자에 포함시켰다. 다만 실존하는 조직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개념을 따로 분석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유사한 개념들끼리 묶어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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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체계로서의 조직’은 막스 베버가 산업의 기계화와 관료제적 조직 형태의 연관성에 주목했던 이래로 가장
일반적인

조직

형태로

이해되면서도

인간의

자율성과

자율적인

행위능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Morgan, 1983; 37). 그럼에도 합리적 체계로서의 조직은, 이후 테일러리즘 등에 의해 정리된 ‘과학적 관리’
방법 등에 힘입어서 발전했고 현재도 많은 기업 및 일터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안정된 일자리’로 인식되는
대규모 기업 및 공공 조직들은 기본적인 틀에서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유지시키려면 ‘조직화된 계층’(Weber, 1984)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관료제적 조직에 맞게 훈련된 일군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업무에서 모든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런 관료제의
특징을 일반 기업에서 구현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Scientific Management)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작업의 조직 책임은 모두 작업자에서 관리자로 이전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Morgan(1997)는 테일러의 ‘과업의 계획과 설계를 실행과 분리하는 원칙’은 작업자의 손과 머리를 ‘쪼개
놓기’(split) 위한 것이며 이 점에서 관료제적 조직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조직 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기계 부품’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판에서 조지기 형태를 자연 체계 또는 열린 체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는 조직을 좀 더
‘인간적인 것’으로 보려는 시도였다. Scott et al.(2007)에 따르면 합리적 체계 이론에서는 조직을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발전한 자연 체계 이론은 조직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진 집단(collectivities)’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지나치게 정교하게 짜이는(기계처럼) 것보다는 느슨하고 유연하게 결합(유기체처럼)되는 편이 낫다는 관점을
가진다.
자연 체계 이론가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개인은 단순히 ‘고용된 손’일뿐 아니라
머리와 마음, 즉 고유한 아이디어와 기대, 관심사, 가치관, 감정,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본다. 따라서 조직은 이와
같은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최적화된’ 관리 방식을 만들어가야 한다(Mayo, 1945;
Bendix et al., 1949)). 그리고 개인들이 조직에 대해서 지속적인 헌신(몰입), 만족 정도를 유지하게 하려면 한 가지
직무(task)에만 종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순환근로제를 채택하는 편이
낫다(Herzberg, 1966). 이는 자연 체계 이론에서는 조직이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둔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외부의 정보 및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조직을 최적화 시키려면 조직이
개방적 형태를 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연/열린 체계로의 조직이 합리적 체계 하의 조직에 비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 및 존중을 더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인 구성원 입장에서는 단점도 존재한다. 조직이 ‘생존’을 위해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개인 입장에서는 처음 그 조직에 들어갈 때의 조직 가치 및 비전 등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각 개인에게 부여된 직무 및 역할도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개인 구성원들은 적응에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직무가 계속 바뀌면
개인들은 전문성(숙련도)를 쌓기 어렵다. 즉, 조직의 지속성 및 경쟁력 유지에 보탬은 되지만 개인적인 성장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유력 대기업들을 비롯한 기업 시스템은 대체로 합리적 체계에 자연/열린 체계를 융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그 직원들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어려움과 ‘새로 부여되는 직무 및 역할에 계속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조직을 네트워크 또는 복잡계로 보는 관점은 분석 방법의 개발에 힘입어 발전해왔다. 이 관점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행위들과 그 관계에 의해서 창발성과 혁신이 나올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조직
설계나 관리 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수의 관리자(조정자)에게 권한을 몰아주기보다는 여러 하위 시스템 및
개인들이 수평적, 병렬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낫다. 이는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조직에서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애초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직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개인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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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일하는 이점을 찾기 어렵게 된다. 네트워크 형태로 일한다는 것은 조직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이 개인에게 원하는 능력 및 성과의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조직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런 어려움에 비해서 조직 안에 있음으로써 얻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조직 안에 독점적으로 속해서 일하는 개인과, 여러 조직과의 네트워크 관계 하에서 일하는 개인을 비교할 때
후자가 더 높은 전문성 및 숙련도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조직 바깥에서 일하고자 하는
유인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조직을 보는 관점이 변화해 온 데에는 기술 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변화 등 조직을 둘러싼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해왔다. 또한, 조직의 변화는 그 안에서 일하는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 영향을 드러내는
현상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단기근속 경향의 강화다. 한국의 단기근속 경향은 계속 강해져 왔으며 2018년 통계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의 단기근속 경향을 보이고 있다.9) 둘째,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다. 류기락(2009)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내부노동시장은 대기업에서만 그 형태를 유지할 뿐 중소기업에서는 약화돼 왔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서 기업 숫자로는 9.9%, 종사자 숫자로는83.1%를 차지하는 한다는 점(중소기업벤처부
통계, 2020)을 감안할 때 내부노동시장 약화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 양극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분화 돼 온 노동시장은 최근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김복순(2019)에 따르면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지속고용계약), 유노조(노동조합
있음)의 세 가지 범주에 모두 들어가는 노동자와, 세 범주 모두에 들어가지 못 하는 노동자 간의 차이는 월평균
임금(397만원 대 142만원), 근속연수(13.6년 대 2.3년), 국민연금 가입률(98.8%대 31.0%) 등 여러 측면에서 양극화
돼 있다.10) 넷째는 개인의 내적 동기 강화 현상이다. 일에 대한 동기 중에서 내적 동기가 강화되는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포착(Gallie et al., 2012; Esser et al., 2018)된다. Snir(2011)는 일을 도구적(instrumental) 측면과
내재적(intrinsic) 측면으로 나눠서, 도구적 측면은 생계 유지 및 물질적 필요를 급여를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고,
내재적 측면은 일을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일이 삶에서 필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현상과 앞에서 살펴본 조직의 특성을 결합해서 본다면 조직에 대한 개인의 관점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첫째, 합리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비인간화 매커니즘에 따른 소외감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단기근속 경향 때문에 관리자가 되거나 그 지위를 유지할 확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
부품처럼 정확한 직무 역할을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기업일수록 기계화, 자동화에 대한 유인도 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조직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연하고 개방된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노동자들은
조직 내부에 속해 있는 이점을 체감하기 어려워진다. 조직이 생존을 목표로 빠르게 형태 및 목표를 수정해 나가다
보면 구성원들이 처음 그 조직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의 조직과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하는 일의
의미(가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조직이 환경 적응을 위해서 부서 및 팀 구성을 자주 바꾸고, 직원들의
업무 및 배치도 바꿀 경우에 개인들은 적응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적응할 경우에는 저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은 고도로 숙련되고 경험 자원이 많은, 전문화된 인력을 점점 더 필요로 하고 이와 같은 인력
수급을 위한 경력 채용을 신입 채용보다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한 조직 안에 오래 속해 있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숙련도 및 경험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 조직 안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네트워크/복잡계 체계로서의 조직에서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단위들이 수평적으로 작용하면서 창의성,

9) OECD.stat(2018)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은 30.4%다. 전체 일하는 사람(임금노동자) 10명 중
에서 3명이 1년을 채우지 못 하고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 평균(19.4%)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0) 통계청 2017년 8월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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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발성, 혁신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일수록 개인들은 조직 안에서 일하는 것과 밖에서 일하는 것의 차이를
실감하기 어렵다. 또한 내부노동시장과 같이 구성원을 조직 안에 오래 남아있게 하려는 기제가 약해진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같은 큰 조직에 속해 있거나, 작은 단위의 전문가 그룹에서 혹은 개인 단위로 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어진다. 이상과 같은 개인 관점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헌을 종합해 보면, 표준적인 고용 형태가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노동시장 관행이 존재함에도
한국 사회에는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경제적 동기 이외의 다른 동기가 함께 작용해서 N잡을 선택하는 N잡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조직들이 기술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 체계에서 자연/열린
체계로, 다시 네트워크/복잡계 체계로 변모해 오는 과정에 조응하는 개인들의 전략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조직이론에 따른 유형별 조직들이 취하는 관점과 환경 변화, 개인 관점

4.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22년 현재 한국에서 N잡러로 일하고 있는 사람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뒤에 그 내용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한다.11) 일부는 구술생애사12) 방식을 취하며 일부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을 취한다.
인터뷰 시작과 동시에 ‘현재와 같은 N잡에 이르게 된 과정’의 설명을 요청한 부분은 구술생애사에 해당한다. 생애
중에서 설명 시작 시점은 인터뷰 대상자 각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대체로는 대학교 전공을 선택한 시점부터
설명했으며 일부(현재 연령이 25세인 사례 A)는 초등학교 시절의 경험부터 설명했다. ‘N잡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는 준비된 질문들로 인터뷰를 계속했다.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11)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대상이 갖고 있
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윤택림, 2004: 20).
12) 구술생애사는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생애사로, 연구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며 세계와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연구자에 의하여 재해석되는 해석과정이다(윤택림, 앞의 논문: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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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반구조화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 목록
구분

질문 내용
현재 개인 수입의 총합을 100으로 봤을 때 각각의 일이 차지하는 비중

N잡의 비중

자신의 일 정체성 관점에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각각의 일이 차지하는
비중
중요한 선택의 지점에서 최우선순위의 기준은?

선택의 기준 및 요인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롤모델) 및 외부 환경
선택의 가장 큰 장애물
N잡의 장점 및 단점

N잡의 평가

일이 많아질수록 여유시간이 없어지나?(삶의 질에 대한 영향)
5년, 10년 후에 대한 전망

일의 의미

어떤 경우에 '일의 의미'를 느끼나?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표 4와 같다.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이름과 전 직장, 현재 하는 일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나 사례 제시에 꼭 필요한 내용 외에는 익명 처리했다. 연구 대상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 방식’을 사용했다.13) 연령대는 20대가 1명, 30대가 3명, 40대가 6명으로 40대의 비중이 높다.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할 때 ‘N잡러’의 정체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며, 당분간 N잡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그 영향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30~40대였다. 특히 남성들은 전원 기혼자였는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N잡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는 긍정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20대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인 A 사례가 다소 이질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N잡 현상이 현재의 30대 중반~40대 초반 코호트의 이례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인터뷰는 2022년 5월 16일~6월 1일 사이에 대면 또는 비대면(줌을 이용한 원격)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터뷰 소요
시간은 2시간 안팎이었으며, 인터뷰 후에 부족한 정보에 대해서는 메신저(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추가 조사를
했다. 인터뷰 결과는 질적 데이터 분석 도구인 MAXQDA(2022)를 사용해서 분석했다. 일반적인 질적 연구들은
인터뷰에서 응답자들이 실제로 응답한 문장과 표현을 제시하는 데 많은 비중을 할애하지만 이 연구는 10명의
응답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키워드의 계량적 제시, 키워드(토픽)
모델링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SNA)을 통한 지도(코드맵)

제시를 병행했다. 키워드 도출은

근거이론(Corbin & Strauss, 2014)의 방식을 따랐다.

13) 사례 A는 N잡러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홍진아씨가 그 당시 주 3일 근무했던 조직에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다. 홍진아
씨가 그와 같은 형태로 일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속된 조직의 특징 및 유연성이 작용했을 것이므로, 현재도 그와 같은 형
태의 직원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사례 A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사례 B와 J는 일하는 현장에서 연구자와 만
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비슷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다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례자들도 소개해 줬다(A
는 D와 G 사례자, J는 F와 H 사례자를 소개함). 나머지 사례자들은 SNS 등을 통해서 이 연구의 N잡의 정의를 소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례자를 모집 중을 알린 결과 직접 연락이 됐거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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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정보 및 인터뷰 일정 및 진행 방식

5.

구분

성별

나이

거주지

학력

결혼/자녀 여부

A

여

25

밀양

조리전문학교
수료

결혼 안 함

B

여

37

서울

학사

기혼(자녀 없음)

C

여

37

인천

석사

기혼(자녀 없음)

D

여

37

여수

석사

기혼(자녀 있음)

E

여

46

서울

석사

기혼(자녀 있음)

F

남

40

공주

대학 중퇴

기혼(자녀 있음)

G

남

41

제주

학사

기혼(자녀 없음)

H

남

42

공주

박사과정

기혼(자녀 있음)

I

남

46

서울

석사

기혼(자녀 있음)

J

남

46

공주

학사

기혼(자녀 있음)

인터뷰 일정
2022년 5월 28일
21:00~23:00
2022년 5월 22일
15:00~17:00
2022년 5월 21일
14:00~16:00
2022년 5월 18일
22:30~24:30
2022년 5월 16일
09:20~11:30
2022년 5월 20일
09:30~11:30
2022년 5월 23일
20:30~22:30
2022년 5월 18일
09:00~11:00
2022년 5월
21일:10:00~12:00
2022년 6월 1일
09:30~11:30

인터뷰 방식
비대면(원격)
비대면(원격)
비대면(원격)
비대면(원격)
대면
비대면(원격)
비대면(원격)
비대면(원격)
비대면(원격)
비대면(원격)

분석 결과
1)

N잡의 종류 및 수입과 정체성 비중의 일치 여부

각 사례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N잡은 표 5과 같다. 사례에 따라서 일의 개수가 2개(사례자 A)인 경우부터 7개에
달하는 경우까지 다양했다. 이 때의 일의 구분은 일의 형태와 내용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사례자 J가 하는 일
중에서 2~7번 일은 모두 공주 구도심이라는 지역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발생하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일의
내용과 소득 발생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재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례자 각각의 N잡 중 일부는
비슷한 업종 내에 있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업종에까지 걸쳐 있는 경우도 있다. 만일 하나의 업종 내에서 여러
형태로 일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노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연구의 사례자들은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업종으로 일의 반경을 넓혀왔으며, 이는 새로운 업종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시도의 과정으로
설명됐다.
표 5에는 N잡 각각의 수입 및 정체성에 따른 비중도 기재돼 있다.14) 이 결과를 보면 수입과 정체성에 따른
비중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한 명(사례자 C)밖에 없다. 이 경우도 수입의 비중이 정체성의 비중을 좌우한
것은 아니었다. 두 기준에 따른 순서는 같으나 비중이 약간 다른 경우는 두 명(사례 E와 J)이었으며 나머지는 그
순서가 상당 수준으로 달랐다. 현재의 N잡에 존재하지 않는 일의 내용 및 형태에 정체성 비중을 부여한
경우(사례 F와 I)도 있었다.

14) 사례자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인데도 정체성의 비중을 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사례자들
의 주관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므로 억지로 정체성 비중을 부여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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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터뷰 대상자들의 N잡과 각 일의 수입 및 정체성 측면에서의 비중 비교
구분

A

B

C*

독립출판

수입 비중
정체성 비중

잡 1
출판 편집자·
일러스트레이
터
100
50
콘텐츠
기획·에디팅
80
10
사단법인
직원
40
40

수입 비중

에세이 작가

스타트업
홍보 총괄

수입 비중
정체성 비중
수입 비중
정체성 비중

0

D
정체성 비중

강연 및
콘텐츠 개발
50
수학 학원
강사

E
수입 비중
정체성 비중

90
85

수입 비중

독립서점
운영

F

60
정체성 비중
수입 비중

G

잡4

팟캐스트
진행

에세이 작가

10
50

20

60
60

금융 습관
지도
(플랫폼)

70
공동구매 등
영향력 이용
비즈니스
50
아이 방문
돌봄
(플랫폼)
5
10
기념품
상점·일일클
래스
20
독립서점
운영
10

20
목공
및
정원 관리
10

카페 운영

미술 작가

60

여행가이드

그래픽
디자이너

창업 컨설팅
및 강의

독립서점
운영

목공
인테리어

90
창업
컨설팅·강의
50
기업 대상
커뮤니티
컨설팅·교육
80
컨설팅·디렉팅·
작가 등
종합플랫폼
구축
100
마을관리기업
운영
60
70

5
독립서점
운영
50

5

정체성 비중
*각 비중 총합은 100

20

활동가
0

3

온라인
강의(플랫폼
)
17

한옥 스테이

여행가이드

작가(플랫폼
)

25

독서 모임
지도
(플랫폼)

공동구매
운영

정원
디자인·조경

목공·집수리

글쓰기
단기 작업
5

5
5

수입 비중

수입 비중

5

전시·문화행
사 기획
5

동물해설사

12

정체성 비중

잡7

연구소

80

I

잡6

0
50

카페

수입 비중

잡5

농사

웹툰 작가

정체성 비중

2)

40
그래픽
디자이너
40

잡3

정체성 비중

H

J

작가

잡2

10
여행가이드
10
목공
인테리어
미술 작가
8
지역
농수산물
유통

웹툰 작가
목공
인테리어

강의 및
와인샵 운영
교육, 연구
40
30

비영리단
체 대표

자산화법
인 이사

N잡 및 이전 조직에서의 경험

N잡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구조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례자들의 N잡 경험에 대한 서술과 N잡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MAXQDA를 사용해서 주요 키워드로 코딩했다. 이에 따르면 N잡 경험을
표현한 총 121개의 키워드 중에서 긍정적인 키워드가 90개, 부정적인 키워드가 31개였다. 긍정적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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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더 많은 시간 여유’(14회)였으며 그 다음이 ‘경험으로 인한 성장’(12회)이었다.
이밖에 ‘재미’(10회), ‘하고 싶던 일’(10회), '더 많은 기회'(10회), '주도성'(8회) ‘근무형태의 자율성’(8회) 등이
응답자의 서술 중에서 여러 번 등장했다. 부정적인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여유 없음'(7회),
'불안정한 수입'(6회), 여러 일 병행에 드는 에너지(5회) 등이었다.
이 결과에서 N잡의 특성으로 ‘더 많은 시간 여유’와 ‘여유 없음’이 둘 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시간 여유’를 위해서 N잡을 선하게 되지만, 실제 수행 과정에서는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일 병행에
드는 에너지’라는 표현도 여러 번 등장한 것도 이 점을 뒷받침한다.
실제 응답 내용을 보면, 사례 A, E, H는 “N잡을 하면 여유 시간이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취미도 그림 그리는 거고 요리책 보는 거고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안
쉬고 계속 일하네 하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가 시간만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사례 A)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보다 여유가 있어요. 이제는 전일제 직장은 안 가고 싶어요.”(사례
E)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 여유가 많아요. 저의 라이프스타일은, 새벽 4~7시에 강의 컨설팅 준비와 독서를 하고
낮 시간에는 아무 거나 합니다. 놀기도 하고, 누구 집 고칠 거 있다고 하면 고쳐주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오후 중 아무 때나 두 시간은 헬스장에서 운동 하고요.”(사례 H)
‘여유 없음’ 키워드에 해당하는 서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N잡을 하면 여유가 없어지느냐는 질문에 대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처음에는 여유시간이 없어서
번아웃이 왔어요. 새로 시작해본 일이 전체의 80프로가 되니까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조절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는 일의 비중을 20~30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익숙한 일로 돌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오후
5시면 일을 멈추고, 주말에는 취미생활만 합니다.(사례 B)
“여유가 없는 걸 넘어서서 N잡들 간에도 다른 걸 할 시간이 늘 부족해요.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이면 제 값 받고
딱 그만큼만 일하겠지만 (저는 예스맨 성격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수입도 좀 불만인 상태고요.”(사례 G)
수입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을 너무 많이 받거나, 새로 시작하는 일의 비중을 너무 높게 잡을 경우에 N잡을
하면서 ‘여유 없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례 B의 경우는 적극적인 조절을 통해서 다시 여유를
찾은 상황이지만 사례 G는 수입 부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N잡 경험 키워드들 중에서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묶어서 보기 위해서 코드맵15)을 그려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 결과를 보면 ‘경험으로 인한 성장’과 ‘더 많은 기회’, ‘확장 가능성’이 같은 클러스터로 묶인 것을 볼 수
있다. N잡을 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으며, 확장 가능성이 생긴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더 많은 시간 여유’와 ‘재미’, ‘하고 싶던 일’, ‘근무 형태의 자율성’, 그리고 ‘주도성’이 같은 클러스터로 묶여서
서로 여러 번 연결되어 있다.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는 것과 일의 재미라는 두 개의 키워드 그룹, 그리고 시간
및 근무 형태의 자율성 및 주도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그룹 각각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두 그룹 간의

15) MAXQDA(2022) 기능을 활용해서, 같은 문서 상의 코드 인접성(proximity of codes in same document), 최대 거리 1, 클러
스터 3개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코드들 간의 연결 및 클러스터링 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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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은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성향 상 재미를 느끼는 일과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은 일반적인 조직(기업) 안에서 시도하기는 어려우므로, N잡을 통해서 주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을 때 이 일들에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은, ‘경험으로 인한 성장’, ‘더 많은 기회’, ‘확장 가능성’이 가깝게 묶인
클러스터다. 이 세 키워드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독립적인 노동을 지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N잡을 시도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할 때 더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고, 이 경험이 다른 기회로
이어지며, 일의 영역 및 범위가 확장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N잡의 장점에 대한 구체적인 구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N잡을 하면)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사례자 A)
“뭐든 새로 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돼요. 막상 뭐든 시도하면 새로운 기회가 많이 오거든요. 생각지도 못
했던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사례자 D)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삶이 좀 더 다채로워질 수 있고, 자기효능감, 통합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관심사가 다양하고 욕심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요.”(사례자 A)
“성장을 하려면 분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메인이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의외로 조직 바깥으로
나오면 인정 못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나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장점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거든요.
성장이나 기회 획득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있는 게 좋아요.”(사례자 J)
[그림 2] N잡 경험 서술 등에 나타난 N잡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코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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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구조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N잡을 시작하기 전에 겪은 전
직장들에서의 경험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사례자들의 전 직장 경험은 적게는 3가지, 많게는 8가지까지 나열된다. 짧게는 2년(사례자
A), 길게는 19년(사례자 I·J)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인터뷰 대상자들은 여러 조직 및 직업 경험을 했다.16) 그 중에는
한국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로 통하는 대기업, 공기업 등의 안정적인 조직들도 있었다.

16) 사례자 I의 경우 4~8번째 일은 크게 보면 하나의 조직(IT 포털 대기업) 안에서 경험한 부서 및 업무 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업종 및 기업의 특성 상 각 업무 및 산하 자회사 및 재단의 조직 형태가 상이했고 사례자 스스로도 각기
다른 조직 경험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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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각 직장 경험 및 퇴사, 이직 선택에 영향을 준 생애 사건들이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들은 표 6에 표시돼 있다. 이를 통해서 각 인터뷰 대상자들은 N잡을 하기 전까지 다양한 직장 경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애 사건들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치관 변화, 선호하는 일 형태 변화, 삶의 지향 변화
등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대학 등 최종 학교에서의 전공이 현재의 N잡에서 요구되는 숙련 및 전문성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례자 B·D·E· J는 ‘취업이 잘 된다는 권고’ 등으로
지향과 맞지 않아서 진로를 변경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사례자 F),

대학 전공을 선택했으나 자신의 적성 및
2008년 금융위기(사례자 H),

코로나

위기(사례자 A·D) 등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해서 진로가 바뀌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경험들도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동안의 학업 및 일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외부
환경에 의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커리어를 모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 확장 가능성을
위해서 N잡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전 직장 경험을 코딩한 결과 총 56개의 키워드가 도출됐다. 긍정적인 키워드가 11개, 부정적
키워드가 45개였다. 긍정적 키워드 중에는 ‘유용한 경험 쌓음’(7회), ‘적성에 맞음’(2회) 등 있었다. 부정적 키워드
중에는 ‘번아웃’(7회)가 가장 많았고, ‘조직 논리에 맞춰야 함’(6회), ‘보상이 분명하지 않음’(5회), ‘경직성’(4회), ‘체계
없음’(4회) 등의 키워드가 다수 나타났다. 이 중에서 번아웃은 사례자들의 내러티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키워드였다. 총 10명 중 7명이 전 직장 경험에서 번아웃을 겪었다고 말했으며 이 일은 일과 직장에 대한 기존의
지향 및 선호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번아웃에 대한 대표적인 구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브런치 가게 주방에서 일할 때 번아웃 올 거 같은 경험을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올 때 일의 노예가 된 거 같았어요. (N잡을 시작할 시점에) 다른 브런치 식당에서 제안이 왔는데 수입을
배분해 준다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도 다시는 그런 식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어요.”(사례자 A)
“두 번째 홍보회사 다닐 때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주말마다 출근하고, 새벽까지, 밤새 일할 때도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좋다고 팀장을 빨리 달아줬는데, 그 역할도 부담되고 해서 번아웃이 왔어요. 출근길에 5분에 한
번씩 길에 멈춰서 쪼그리고 앉아 울 정도였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지병이 생겨서 입원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 세 번째 회사로 이직하게 된 거죠.”(사례자 B)
“(서울시 중간관리조직에 갔을 때) 몸이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들었어요. 일은 재미있었는데 야근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보니 낮에는 계속 사람들 미팅하고 서류 작업은 밤에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 여기서 더 다니면 쓰러지겠다 할 정도로 몸이 안좋아졌어요.”(사례자 C)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제가 원하는 일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조직마다 사정이 있고, 결국은 비즈니스니까요.
그렇게 견디다 보니 번아웃이 왔어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생겼는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사례자 F)
전 직장 경험 키워드들을 코드맵17)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이를 보면 ‘번아웃’과 ‘보상이 분명하지 않음’,
‘조직의 경제적 상황 나빠짐’, ‘나 자신의 한계 알게 됨’, ‘임금 적음’이 한 클러스터로 묶여 있다. 조직에 대해
불만을 느끼거나 좌절한 경험들이 번아웃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조직
논리에 맞춰야 함’, ‘유용한 경험 쌓음’, ‘너무 예측이 됨’, ‘합리성 없음’과 ‘적성에 맞음’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는
‘유용한 경험 쌓음’과 ‘적성에 맞음’이라는 긍정적 키워드들과 ‘조직 논리에 맞춰야 함’, ‘너무 예측이 됨’, ‘합리성
없음’이라는 부정적 키워드가 섞여 있다. 적성에 맞고, 유용한 경험을 쌓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17) 코드맵 구성 기준은 그림 2의 코드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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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불합리하고 단조로우며 조직 논리를 강제하는 조직으로도 여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경직성’과
‘원하는 업무 할 수 없음’, ‘체계 없음’, ‘자율성 없음’ 등 나머지가 한 클러스터에 묶여 있다.
[그림 3] 현재의 N잡을 하기까지의 전 직장 경험에 대한 키워드 코드맵

이어서 살펴볼 것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N잡을 하기까지 겪은 주요 사건들의 키워드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N잡을
하기까지의 거쳐온 직장들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주요 변곡점과 변수들의 키워드는 총 91개다.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진로 전환’(업종 바꿈)으로 총 17회에 이르렀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인터뷰 대상자들이 학업 과정,
커리어 지속 과정에서 수 차례 진로 전환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례자 D(3회), H(5회), I(4회)가
잦은 진로 전환을 겪었다고 기술했다.
이밖에 결혼이 7번, 출산(자녀 생김)이 5번 등 가족 구성의 변화에 대한 것이 13회 등장했으며 실패 또는 좌절의
경험(15회), 성공의 경험(2회), 해외 경험(4회), 직장 내 부서 이동(5회), 가치관의 변화(4회) 등이 언급됐다.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2회), 기술 변화(2회), 경제위기(2회), 코로나 위기(2회) 등 외부 환경 요인들, 거절화 수용을 포함한
스카우트 제안(13회), 지역 이주(7회) 등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코드맵18)으로 나타낸 그림 4를 보면 ‘진로 전환’과 ‘실패 또는 좌절’이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진로 전환 중에서 실패 또는 좌절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부서 이동’과 ‘스카우트
제안 받아들임’은 업무 변경이라는 측면에서 한 클러스터에 묶인 것이 설명되고, ‘결혼’과 ‘출산’ 역시 한
클러스터에 묶인 것이 무리 없이 이해된다. 그리고 지역 이주, 코로나 위기, 가치관의 변화, 해외 경험, 성공의
경험 등이 한 클러스터로 묶여 있다. 이는 비교적 큰 형태의 전환을 하게 된 계기들이 묶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트렌드 변화, 기술 변화, 경제 위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사, 돌봄 부담 줄어듦(자녀 성장) 등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이유들과 스카우트 제안 거절,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자발적 전환 등의 개인적인 선택
이유들이 하나로 묶여 있다.

18) 클러스터를 5개로 구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앞의 코드맵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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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터뷰 대상자들이 현재의 N잡을 하기 전까지 삶의 중요 사건들 키워드 코드맵

1)

일의 의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일의 의미에 대한 사례자들의 기술 내용을 코딩한 결과다. N잡에 이른 과정에 대한 생애사
구술 및 추가 질문 결과 중에서 어떤 경우에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들을 분석한 결과, 68개의
키워드가 코딩됐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자기 효능감’(14회)이었다. 이 키워드는 사례자 10명 중 8명(B와 H 제외)을 제외한
전원의 설명에 포함돼 있었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새로운 일 도전’(12회), ‘다른 사람에게 도움’(10회),
‘재미’(10회) 등이었다. ‘주도성과 자율성’(5회), ‘사회적 기여’(5회), ‘창의성 발현’(3회), ‘사람들과의 관계’(3회) 등도
언급됐다.
이 코드맵(그림 5)19)을 보면 ‘자기효능감’과 ‘새로운 일 도전’, ‘재미’라는 유사한 세 가지 가치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사회적 기여’라는 유사한 두 키워드가 다소 다른 가치로
보이는 ‘창의성 발현’이라는 카워드와 한 클러스터로 묶여 있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사회적 기여와 타인에
대한 도움 가치도 중시한다는 식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19) 클러스터를 3개로 구분했으며 나머지 구성은 앞의 코드맵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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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터뷰 대상자들이 언급한 ‘일의 의미’에 대한 키워드 코드맵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N잡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 중에서 조직들, 특히 좋은 조건을
갖춘 일자리들 안에서 획일성과 경직성, 불합리성 등을 경험했다. 사례자 I와 같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업무를
계속해서 맡게 됨으로써 좌절과 실망을 겪은 경우도 있고, 사례자 J와 같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직장이지만 업무가 재미 없다는 점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경우도 있었다. 많은 사례자들이 조직의 필요에 맞춰서
일하다가 번아웃을 경험했고,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했다. 이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비교적
능동적으로 직장 및 업종을 바꾸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 결과 지금의 N잡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즉, N잡
상황으로 내모는 ‘푸시’의 요인(주로 조직 요인)들과 스스로 N잡을 선택한 ‘풀’ 요인이 다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보면, 인터뷰 대상자들이 N잡을 하게 된 동기에는 개인적, 구조적 요인들이 모두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효능감과 재미, 창의성 발현 등 일의 외재적(도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를 더 중시하는
개인적인 성향들이 조직에서 벗어난 노동 형태를 지향하도록 만들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성향
등으로 인해서 N잡의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개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전 직장들을 통해서
조직의 합리성 부족, 일방적인 지시, 보상의 불분명함 등 부정적 경험을 하고 번아웃을 겪은 일 등은 조직의 틀은
경직된 채로 구성원들에게는 능동적인 적응과 책임을 요구하는 조직문화라는 구조적 요인을 드러낸다. 즉, N잡은
한국 사회의 조직 및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N잡을 능동적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수입의 불안정성은 N잡의 만족도를 떨어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의
형태를 바꾸고자 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 질문 중의 마지막 질문인, N잡이 현재의 보편적 조직 형태가 새로운 일의 형태로 전환해 가는 중의 경과적
현상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결과적인 현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례자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경로와 앞으로의 전망을 종합해 볼 때 사례자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장기 진로 탐색형’으로 수익이 주로 나는 일(첫 번째 일)을 유지하면서 자기 가치관과 적성에 따른 새로운
일들을 병행하는 사람들이다. 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일을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사례자 B,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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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이들은 조직 및 업종을 전환하면서 일을 모색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브랜드 추구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형태로
수렴시켜서 자기만의 브랜드 및 사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사례자 H, J)이다. 이들은 조직을 옮긴 적은
있으나 한 직장에 오래 근속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번의 부서 이동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실패 또는 실망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번째는 ‘병행 지속형’으로 두 가지 이상의 관심사를 일로써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유형이다. 사례자
A, C, E, F에 해당한다. 이들은 아직 자신의 주된 관심 분야가 무엇이라고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새로운 일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9] 인터뷰 응답자들의 N잡 유형 구분
유형 구분

해당
사례

장기 진로
탐색형

B·D·H·G

자기 브랜드
추구형

H·J

병행 지속형

A·C·E·F

N잡의 유형
수익이 주로 나는 일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탐색, 병행(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일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이 있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형태로 수렴시켜서 자기만의 브랜드 및 사업으로
만들고자 함
두 가지 이상의 관심사를 일로써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함

특징
조직 및 업종을 전환하면서 일을 모색해 옴
조직을 옮긴 적은 있으나 주로 한 직장에
근속하며 여러 번 부서 이동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실패 또는 좌절을 겪음
자신의 주된 관심 분야가 무엇이라고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일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색

세 유형 모두 현재의 라이프스타일, 즉 주도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은
같다. 또한, 지역살이를 계기로 N잡을 하게 된 사례자 F, G, H, J와 같은 경우, 이제 막 지역에 이주해서
지역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찾고 싶어하는 사례자 A, C, D와 같이 수도권 밖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터뷰 대상자들 중 일부에게는 N잡이 생애 과정 중 한 단계에서
경험하는 일의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례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 즉 둘 이상의
일을 병행하는 형태의 일을 지속하고자 했다. 이 사례를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N잡 현상이 반드시
노동 생애 중의 한 단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지속가능한 노동 현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여준다.
1.

결론

이 연구는 N잡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을 ‘N잡 현상’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N잡의 개념을 그동안 일반적으로 쓰이던

‘투잡’, ‘쓰리잡’ 등

표현이 지칭하는 다중직업보유(MJH)와는 구분해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N잡은 능동적 선택에 의해, 경제적
이유 이외의 다른 동기, 즉 경력 개발과 심리적 성취의 동기가 모두 작동해서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N잡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N잡을 수행하고 있는 10명의 N잡러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네 가지의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첫째, N잡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일에 대해 외재적(도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를 더 중시하는 개인들의 성향을 찾아냈고,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직적인 틀은 유지하면서도
구성원들에게 적응과 책임을 요구하는 조직 구조 및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조직문화, 개인들이 진로를
수 차례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요인(경제위기 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위의 요인들에 의해서 이직과 재취업 등을 반복한 끝에 독립노동을 지향하게 된 사례들이 많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업종에 걸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 및 커리어의 재전환
가능성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위에서 설명한 구조적 요인은 개인들로 하여금 단지 조직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 외에 N개의 일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유인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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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렇게 수입 이외의 동기에 따라 N잡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인 불안정성은 여러 사례 안에서
N잡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로 존재하고 있었다.
넷째, 사례의 유형을 구분해 본 결과, N잡은 현재의 보편적 조직 노동이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 가는 도중의
경과적 형태로만이 아니라 전환의 결과로서, 즉 지속적인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결과 이 연구는 N잡을 선택한 사람, 즉 N잡러들이 구조에서 반항적으로 이탈하고자 하는 이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전략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행위자임을 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MJH)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들의 수동적인 선택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시각이 이렇다면
관련된 사회 제도나 정책 역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Jerg et al. (2021)과 같이 이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한 현상으로 본다면 되도록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N잡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전략 및 선택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많다면 제도적 접근 역시 다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의 동기 중에서 내적 동기를 중시하는 성향은 웰빙과
관련 있다(Arnold et al., 2007; Sparks

et al., 2001)는 연구들, 그리고 이처럼 내적 동기 부합하는 일은 일부(특히

특권층 및 고학력자만)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역량(capabilities) 개발 등을 통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할 것(Yeoman, 2014)이라는 주장 등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즉, N잡을 통해서 내적
동기를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들이 하나의 일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 제도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의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N잡의 모집단을 알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는 연구 대상을 특정할 수 없었고,
사례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 했다는 점이다. N잡 현상의 양상 및 N잡의 유형, 그 가능성 및 한계를 더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를 통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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